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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김채원 소설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상상력과 그 의미를 고

찰함으로써 동시대 작가들과 변별되는 김채원의 미학적 특징과 현실 대

응 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김채원이 등단하여 활발히 활동한 시기인

1970-80년대, 문단에서는 ‘진보’를 강조하는 주체환원적, 이념환원적인

민족·민중문학론이 발전하는 한편, 리얼리즘론이 문학의 인식에 강한 구

속력을 행사했다. 여성운동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던 시기이기도 한데,

‘진보’를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민족문학 진영이 그랬

듯 리얼리즘을 인식 틀로 삼고, 남성 노동자 전형에 부합하는 여성 인물

의 전범을 상정해 그 전형과 다른 소설은 비판해나갔다. 이들에게 전통

적 여성상이 나타나고 꿈, 환상, 무의식이 넘나들며 직선적인 서사가 부

재하는 김채원의 소설은 봉건적 가치관을 답습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김채원이 리얼리즘에 일찍이 의문을 표했다는 점에서, 김채원의 소설은

소설이 객관적 현실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틀에서 벗어나 해석해야 한다.

김채원의 독특한 서사 형식을 초현실주의 이론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술

적 전위되기 속 함유된 실천성을 살필 때, 김채원이 소외와 물화를 촉진

하는 ‘진보’ 이념과 그 기저의 젠더적 규범 질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

응하고자 했음이 드러난다. 김채원이 일찍이 초현실주의를 접하여 자신

의 소설에 초현실주의 계열의 작품을 삽입했다는 사실은 김채원과 초현

실주의 사이의 관련성을 방증한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문명의 파멸을

목격한 유럽의 예술가들이 진보 이념과 물질주의에 대항하여 일으켰다는

초현실주의 운동의 배경은 김채원이 1970-80년대 목도한 한국의 상황과

도 유사하다. 초현실주의가 한국의 억압적 현실 하에서 모더니스트, 리얼

리스트를 가리지 않고 차용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김채원의 초현실주의적

감각 역시 현실 대응의 한 방편일 것이다. 김채원 소설과 초현실주의를

조명하는 이 연구는 한국 문단에서 문제시되어 왔던 모더니즘 대 리얼리

즘과 같은 이분법을 탈피해 작품을 고찰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2장에서는 김채원이 전쟁과 관련된 가족사를 통해 초현실주의적 감각을

체득하는 과정과, 그로 인해 배태된 상상력으로써 젠더화된 도시 질서를

전복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김채원이 문인 가족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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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의 소설과 최정희, 김동환의 문학관을 비교할 때, 전쟁 이후의 파국

적 현실을 구원을 담지한, 신비로운 것으로 바라보는 김채원의 몽상적

시선이 부각된다. 나아가 유학시절 소설에서는 진보된 도시의 물질만능

주의, 이기주의와 결부된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나는데, 유학

직후 쓴 소설의 예술가 화자들이 그러한 현실에 초현실주의적으로 대응

한다는 점에서 김채원의 몽상적 시각을 초현실주의로 구체화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김채원이 초현실주의가 극복하고자 했던 근대 이성의 원리

나 자본주의적 합리성에 남녀의 문제를 포함시키고, 그 문제를 여성 화

자의 상상력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관행을 거스르고 환상을 통해 욕망을 추구하는 여성을 그리는 김채

원식의 초현실주의는 그 서사 양식 자체로써 진보의 환상을 깨뜨리고 진

보의 폭력성에 맞서는 동시에, 젠더적 위계질서를 전복한다.

3장에서는 ‘객관적 우연’이라는 초현실주의 형식으로 김채원 소설을 분

석함으로써, 김채원이 진보 질서를 전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근대에

의해 배제된 타자의 질서와 언어를 새로이 창조하고자 했음을 논증한다.

근대 역사학에서 여성 노동자, 미성년자와 같은 ‘타자 혹은 비정상인’의

서발턴들은 언어를 소유하지 못했다. 소설에서 여성 화자들이 아이, 분신

과 같은 여성, 현대사회로부터 고립된 인물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는 서사는, 타자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타자의 언어를 생성하겠다는 의지다. 먼저 어머니 화자들은 주부의 일상

을 초현실주의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아이라는 타자로부터 근대 과학이 정

립한 직선적 시간관을 탈주하는 시간성을 발견한다. 나아가 자매와 같은

분신과의 만남을 통해 타인과 관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짐으로써 미적

인 언어, 예술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발화하기에 이르며, 이때 문명이

부여한 상처는 치유된다.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성적 사유와 초현

실주의적 상상력의 결합으로써, 직선적 시간관을 벗어난, 치유의 힘을 지

니는 미적 언어를 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소설들은 한국 사회 여

성들의 생활 속에서 우러나온 창조적 사유의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의의

를 지닌다.

4장에서 살펴볼 소설들에서 김채원은 직선적 시간관을 벗어난 미적 언

어를 직접 창조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콜라주로서의 역사, 벤야민 식의

현재성의 세계를 구성한다. 전쟁 경험과 역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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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위기상황과 맞닿을 때, 화자는 사랑이라는

구원을 발견해낸다. 버틀러의 이론을 참고하자면 그러한 결말은, 자신의

취약함을 깨달은 주체가 상해 입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랑에 의해 타

자와 연결되고자 할 때 역사의 파국을 막고 현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씌어진 ｢환｣ 연작에 이르러서는, 초

현실주의적 미학을 지니면서도 타자와의 연결을 가능케하는 윤리적인 언

어가 ‘소설’임이 밝혀진다. 진보적 역사관을 부정하고 타자의 기억을 소

환하는 ｢겨울의 환｣을 시작으로, ｢봄의 환｣, ｢미친 사랑의 노래-여름의

환｣에서는 타자의 질서를 마주하고 언어화하는 과정이 형상화된다. ｢가

을의 환｣에서 사회 모순 구조의 타자인 ‘너’와 적극적으로 씨름하고 관여

함으로써 소설이 탄생한다는 결말이 맺어지며, 비로소 진보의 타자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언어가 소설임이 공고해진다. 몽상의 감각을 통해 현

실을 전복하면서도 타자의 질서를 받아들여 소통을 가능케 하는 소설이

야말로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음을 김채원은 ｢환｣ 연작에서 그려낸다.

1970년대를 획일성과 경직성으로 판단하고, 초현실주의라는 다양성으로

대응하며 작품 창작을 해나간 김채원은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을 통해 물

질문명과 가부장제라는 거대 질서의 폭력으로 인한 관계 단절로부터 탈

피하고 진보적 역사의 타자들과 새로이 관계 맺고자 했으며, 이를 가능

케하는 언어가 소설이라 믿었다. 이러한 초현실주의적 인식 체계 하에서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복기되는 전쟁의 기억은 단편적인 이미지로 회

귀하며, 화자로 하여금 파국과 구원의 감각을 함께 느끼도록 한다. 이는

동시대에 전쟁을 소설화한 박완서나 오정희와도 구분되는 지점으로, 김

채원의 소설은 전쟁을 서사화하는 새로운 방식을 문학사에 기입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초현실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김채원 소설의 문학사적 의

의를 밝히고자 한 이 연구를 시작으로, 문학에서 상상력, 환상, 몽상이

지니는 의미가 활발히 연구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 : 초현실주의, 아방가르드, 상상력, 환상, 꿈, 객관적 우연, 경

이, 진보, 물질문명, 도시, 젠더, 가부장제, 모성적 사유, 전쟁, 역사,

현재성, 사랑

학 번 : 2017-2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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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김채원(1946~)은 1946년 시인 김동환과 소설가 최정희 사이에서 태어난

다. 1966년 경향신문에 ｢봄눈｣이 <당선작 없음-입선>으로 선정된

뒤1), 현대문학에서 1976년 5월 ｢먼 바다｣(현대문학, 1976.5.)로 황순

원의 초회 추천을 받고, 같은 해 12월에 ｢밤 인사｣(현대문학, 1976.12.)
로 추천 완료되어 등단했다. 이후 현재까지 60여 편의 소설을 발표하며

44년간 꾸준히 활동해 왔다. 1989년 ｢겨울의 환｣(문학사상, 1989.8.) 으
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에는 ｢베를린 필｣(현대문학,
2015.10.)이 현대문학상에, ｢쪽배의 노래｣(현대문학, 2014.11.)가 형평문

학상에 선정됐다. 김채원에 대한 연구로는 김채원을 단독으로 다룬 학위

논문 세 편, 다른 작가와 함께 다룬 학위 논문 세 편을 비롯해, 30여 편

의 일반 논문이 있다. 이들을 주제 별로 분류하면, 김채원의 여성의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2)가 가장 많은 가운데, 다양한 주제를 살피는 연

구3), 실존적 양상을 탐구한 연구4), 문학치료학적 연구5), 이미지에 대한

1) 경향신문, 1966.1.8.
2) 김영미·김은하, ｢중산층 여성의 정체성 탐구｣, 오늘의 문예비평 3, 오늘의 문예
비평, 1991; 김효중·임선애, ｢여성성의 발견과 그 의미; <겨울의 환>을 중심으로
｣, 여성문제연구 22,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4; 장석주, ｢김
채원, 그 모성적 상상력의 세계｣, 달의 몰락, 청아출판사, 1995, 375-390면; 김
인옥, ｢김채원 소설 연구｣, 개신어문연구 15, 개신어문학회, 1998; 조회경, ｢김채
원 초기소설사｣, 지역학논집 2, 숙명여자대학교 지역학연구소, 1998.

3) 홍은지, ｢김채원 소설의 자기탐구 양상｣,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황영경, ｢김채원 소설의 모티브 수용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옥선, ｢김채원 소설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4) 박철화, ｢의지의 떨림, 떨림의 미학｣, 봄의 환, 미학사, 1990, 250-271면; 이태
동, ｢삶의 아름다운 잔상들｣, 봄의 환, 미학사, 1990, 241-249면; 임영복, ｢존재
그리기의 미학-김채원의 작품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8, 돈암어문학회, 1996;
김수이, ｢삶의 추상성과 구체성의 마법｣, 가을의 환, 열림원, 2003, 287-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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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6) 기법·문체·형식을 중심으로 논한 연구7), 환상성에 대한 연구8) 등

이다.

김채원이 가장 활발히 활동한 시기인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진보’라는

키워드로 집약된다. ‘진보’가 있도록 하는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백낙

청은 민족·민중문학론을 통해 진보적 문학담론을 전개하며,9) 민족, 민중,

노동자 계급이라는 주체를 올바르게, 올바른 이념으로 재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정립시켰다.10) 이에 따라, 이어지는 1980년대에는 현실을 객관적

으로 반영하고 형상화하는 리얼리즘론이 문학의 인식에 강한 구속력을

행사했다.11) 뿐만 아니라 근대화와 민주화의 경로에서 여성운동의 새로

운 지평이 열려, 여성문학논쟁이 전개되었던 시기이기도 한데,12) 이때 ｢

민족사의 진보와 함께 여성의 진보를｣라는 서문을 내걸고 민족민주운동

에 부응하고자 한 ‘진보적’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이 등장하며,13)

다시 한 번 ‘진보’는 강조된다. 이들은 민족문학 진영이 만든 남성 노동

자 전형에 부합하는 여성 인물의 전범을 상정하고14), “남편이 벌어다주

문혜원, ｢퀼트의 미학｣, 지붕 밑의 바이올린, 현대문학, 2004, 375-386면. 앞으
로 문혜원의 글은 연도와 함께 표기.

5) 류미향, ｢김채원의 <겨울의 환>에 나타난 문학치료적 성격 분석｣, 어문학 137,
한국어문학회, 2017; 류미향 ｢권도옥과 김채원 소설 속 병리와 문학치료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6) 윤정윤, ｢오정희와 김채원 소설의 이미지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이신조, ｢여성 소설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 연구: 김채원, 오정희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7) 권영민, ｢소설과 자의식의 그림자｣, 초록빛 모자, 나남, 1984, 309-317면; 원형
갑, ｢김채원 또는 미래의 아방가르드｣, 달의 몰락, 청아출판사, 1995, 391-406
면. 앞으로 권영민의 글은 제목과 함께 표기.

8) 김윤식, ｢동치미가 불러낸 허깨비｣, 봄의 환, 미학사, 1990, 224-240면; 황수남,
｢최정희, 김채원 소설의 모티브 연구-｢탄금의 서｣, ｢겨울의 환｣을 중심으로｣, 비
평문학 19, 한국비평문학회, 2004.

9) 손유경,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을 통해 본 1970년대식 진보의 한 양상｣, 한국학연
구 35, 2014, 157면. 앞으로 손유경의 저작과 글은 발표연도 함께 표기.

10)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2-6면 참고.

11) 배하은, 위의 글, 6면.
12)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 논쟁의 의미-또 하나의 문화, 여성

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9면.
13)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
학회, 2016, 420-42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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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월급만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15)는 중산층 여성의 삶을 쓴 소설

과 같이 그 전형에 부합하지 않는 소설은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16)한 것이라 비판하는 방식으로 비평을 해나갔다. 민족·민

중문학 진영이 그랬듯, 이들은 리얼리즘을 인식틀로 삼아 문학을 사회

현실 속 여성 노동자의 투쟁과 여성 해방의 역사를 전진시키는 이념에

대한 재현으로 간주한 것이다.17)

진보를 내세운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자들에게 전형적 인물 대신 전

통적 여성상이 나타나고 꿈, 환상, 무의식이 넘나들며 직선적인 서사가

부재하는 김채원의 소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또 일관된 것도 아니”라

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18) 김채원의 “파편적이고 추상적인” 시각

과 “비현실적인 세계인식”이 독자의 현실의식을 잠재우며,19) 무엇보다

소설에 나타난 “전통적인 봉건적 가치관”이 여성의 현실을 왜곡한다는

것이다.20) 그러나 당시 김채원이 민족문학론과 리얼리즘론에 의문을 지

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김채원 소설의 분석을 위해서는 소설이 객관적

현실의 반영이나 비판이라는 리얼리즘적 독법이 아닌 다른 방법론이 필

요하다. 김채원은 민족·민중문학론과 리얼리즘론에 대해 토론하는 서영

은과 문인 친구들에게 “리얼리즘이 뭐니?”라고 되물으며 리얼리즘의 정

의 자체를 의문시한다.21) 1980년에는 “<어떻게 쓰느냐>보다 <무엇을 쓰

14) 이명호, 김희숙, 김양선은 “성문제, 계급문제, 민족문제 등 우리시대 온갖 모순을
한 몸에 짊어지고 있는 여성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 서지 않을 경우 여성문제 소
설들은 ‘절반의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실패’로 끝나버릴 것”이라고 평한다. (이
명호·김희숙·김양선,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 문학｣, 창작과 비평 67, 창
작과 비평사, 1990 봄, 67면.)

15) 이명호·김희숙·김양선, 위의 글, 56면.
16) 이명호·김희숙·김양선, 위의 글, 55-56면.
17) 이는 민족·민중문학론이 문학을 “민중의 삶, 또는 사회 현실 속 노동자들의 정
치적 투쟁과 그것의 이념적·이론적 토대인 역사적 유물론에 대한 문학적 재현물
로 취급”했다는 배하은의 논의를 참고한 것이다. (배하은, 앞의 글, 6면.)

18) 김영미·김은하, ｢중산층 여성의 정체성 탐구｣, 오늘의 문예비평 3, 오늘의 문
예비평, 1991.

19) 김영미·김은하, 위의 글, 81면.
20) 김영미·김은하, 위의 글, 82면.
21) “어느 날 우리는 그 무렵 논란이 되고 있었던 민중 문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입씨름을 벌였다. 리얼리즘이니, 작가의 사명이니, 민중이니 하는 낱말들이 튀어
나오고, 서로 자기의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얼굴을 붉혀 가며 소리쳤다. 자칫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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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에 많이 경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의 우리네 문학 풍

토”22)에 문제를 제기하며 윤후명, 이문열, 김상열, 김원우 등이 소속된 ｢

작가｣ 동인에 합류한다23). 1982년 작가 3집에 실린 작가의 말에서는

“정원에는 여러 가지 꽃이 피어있기 마련”인데 “우리 문단에서는 한가지

꽃만을 인정하려 하며 요구”한다며 다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간접적

으로나마 경직된 주류 문단에 비판적인 시선을 내비친다.24)

이에 따라, 김채원 소설의 서사 형식은 김채원의 첫 소설집에서부터 지

속적으로 주목되어왔다. 1980년대에 권영민25)은 김채원이 이야기가 없으

며, 문체가 특이한 스타일리스트로 소설의 방법과 그 의미에 대한 관심

이 색다르다고 쓴다. 1990년대에 들어 원형갑26) 역시 김채원이 스토리를

거부하는 아방가르드라 강조했다. 김채원 소설의 이러한 경향은 2000년

대에 들어서도 이어져서, 소설집 지붕 밑의 바이올린의 해설을 쓴 문

혜원은 김채원 소설을 조각조각이 붙은 “퀼트”라 명명하기도 했다.27)

그중에서 방법론 정립을 위해 본고가 참고할 논의는 직선적 서사가 부

재하는 형식과 여성, 역사를 연결시킨 연구들이다. 먼저 포스트모던 페미

니스트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이론에 의거하여, 의식과 무의식, 과거와 현

재가 혼재되는 서사적 특징이 상징계적 의미를 와해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역동적 혁명이라고 논하는 김인옥의 연구28)가 있

간 싸움이 날 판이었다. 채원이만 가만히 앉아 모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
다. 그 때 채원이 내 팔을 어린아이처럼 잡아 흔들었다. “얘, 난 너희들의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리얼리즘이 뭐니?” 모두가 놀란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도 그녀를 무식하다고 생각지 않았다. 오히려 채원은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의 어쭙잖은 입씨름에 대해 그 맑고 천진한 표정으로써 이미 해답을 들
려주고 있는 듯했다.” (서영은, ｢작가 김채원을 말한다｣, 때가 악하니라, 작가정
신, 1989, 311면.)

22) 김원우 외, ｢作家와 새 연대｣, 작가 1, 민음사, 1980, 285면.
23) ｢작가｣ 동인은 1979년 8월 15일 정식 출범하여, 1980년 첫 동인지를 출간했다.
상업주의 문학의 배격을 키치로 내걸며 문단에 주목을 받은 이 동인들은 윤후명,
김원우, 이문열, 유익서, 서동훈 등이었다.

24) 김원우 외, 작가 3, 민음사, 1982, 39면.
25) 권영민, ｢소설과 자의식의 그림자｣ 참고.
26) 원형갑, ｢김채원 또는 미래의 아방가르드｣, 달의 몰락, 청아출판사, 1995,
391-406면.

27) 문혜원(2004), 375-386면.
28) 김인옥, 앞의 글, 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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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인옥은 여성성이 강요되었다는 서구의 진보적 인식론 역시 하나의

상징질서임을 지적하며, ｢겨울의 환｣의 화자가 무의식적인 동요에 의해

그 질서에서 벗어나 동양적 운명론이라는 상징계에 진입하고 모성성이라

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해간다고 논한다. 이 연구는 서사의 교란이라는

기법으로부터 상징계와 기호계의 역동적 구조를 읽어내고, 이를 여성의

정체성과 결부해 해석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그러나 분석 대상의 범

위를 넓힐 때, 화자들이 기존의 상징질서에서 벗어나 또 다른 상징계에

서 하나의 정체성만을 성립해간다는 결론은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황수남은 김채원의 역사의식에 초점을 맞추며, 김채원의 소설을 환상적

리얼리티라 명명하고 소설의 역사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황수남은 ｢겨울

의 환｣의 여성들이 역사적, 사회적 타자이며, 환상은 그러한 타자의 상상

력으로 경험적 진실을 반성하게 한다고 논한다. 환상 속에서 화자는 당

신이라는 주체를 발견하고 또 다른 타자인 어머니를 미메시스하여 수용

함으로써 생동하는 주체로 우뚝 서게 된다. ‘환’은 현실을 초극하는 에너

지를 방출할 수 있으며,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의 현실로 재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즉, 환은 인류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가고 타자에

의 억압이 풀리는 자유로운 세계이며, 김채원이 이 ‘환’이라는 장치를 통

해 사적인 이야기를 공적이고 거시적인 이야기로 구현하는 서사를 구축

했다고 황수남은 논한다. 김채원 소설에서 전쟁과 분단이 빈번히 등장하

며, 다른 연구자들 역시 198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김채원과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건과의 관련성을 강조해왔다는 점29)에서,

김채원의 서사 형식을 역사적 상상력과 관련짓는 황수남의 연구 역시 주

29) 권영민은 겨울의 환-1989년도 제13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의 심사평에서 “개인
적 체험 영역”을 “역사의 운명”과 결부시켜야 한다고 논한 바 있으며,(권영민, ｢
잔잔하게 밀려드는 이상스런 감동｣, 겨울의 환-1989년도 제13회 이상문학상 작
품집, 문학사상사, 1989, 471면.) 박철화 역시 “사회와 역사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박철화, 앞의 글, 250-271면.) 1990년대 이후 작품들에 들어
서도, 문혜원은 김채원의 소설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쟁이나 분단, 이
산의 문제가 함께 거론되는 특이한 형태”를 가진다고 논하며(문혜원(2004), 384
면.), 2016년 현대문학상 수상작 ｢베를린 필｣의 심사평에서 김동식 역시 “거대 사
건으로서의 분단을 탈숭고화하고 있는 작품”이라 평한다(김채원, 베를린 필, 현
대문학, 2015, 350면.) 앞으로 김채원의 단행본은 발행 연도와 함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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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할 만하다.

김채원의 소설에서 서사 형식적인 측면이 상징질서에 균열을 불러일으

킨다는 논의, 환상이 역사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상상력이라는 논의에 동

의하는 가운데 김채원 소설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회화를 전공한 김채원이 그림이 아닌 소설을

선택한 배경이다. 타국으로 미술 유학을 떠났던 김채원이 왜 소설을 쓰

는지는 그가 문인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채원 소설에서의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30)가 다수 존재하

고 김채원 역시 소설에 화가들을 언급함을 고려할 때, 김채원이 왜 그림

을 그리는 대신 글로써 그림을 표현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김채원이 쓴 수필에 의하면, 김채원은 회화를 비롯한 다른 매체의 예술

로부터 느낀 바를 글이라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현실에서 눈

에 보이지 않는 “나의 진실”31)을 쓰고자 한다. 김채원은 수필 ｢나의 문

장 수업｣에서 영화 포스터를 보고 “현실감이 없는 이 현실”의 “틈바구

니”을 마주한 경험으로부터 글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쓰며32), 어린

시절 비망록에 영화에서 본 장면을 사진으로 붙여놓고 미래에 입고 싶은

옷들을 써놓았던 것처럼 무엇을 만들고자 글을 쓴다고 고백한다. “화가,

음악가, 작가 중에서도 작가”를 선택한 것은 “삶이나 인간에 대한 성찰”

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며, 작가의 글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

지만 마음으로 본다는 원리”로 읽을 수 있는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이 이

수필의 논지다.33) 즉, 김채원은 자신이 향유하던 문화와 예술로부터의

감각을 인간과 삶의 윤리를 성찰할 수 있는 글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때 김채원의 감각이란, 초현실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1980년대

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초현실주의 계열의 회화와 예술은 김채원

소설에 등장한다34). 김채원 소설에 나타난 “일관성이 깨어지”고 “장면과

30) 윤정윤, 앞의 글; 이신조, 앞의 글.
31) 김채원, 꿈꿀 시간 있으세요, 전원문화사, 1993, 41면.
32) 김채원(1993), 39면.
33) 김채원(1993), 40면.
34) 1980년 소설 ｢아이네클라이네｣에서 시인 엘뤼아르의 시 ｢공습경보｣가 반복되며
작품의 끝을 맺고, 2000년의 소설 ｢푸른 미로｣에서는 화가 클레와 미로가 소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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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의 연결보다는 장면과 장면의 겹침으로 얻어지는 상황성”,35)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동등하게 엮어놓는”36) 형식은 초현실주의자들이 내세웠

던 미학적 방식라는 점에서,37) 김채원의 초현실주의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김채원과 사상적 교류를 가졌던 문인들 역시 김채원과 초현

실주의 간의 관계를 방증한다. 김채원은 이제하와 1964년에 만나 1980년

에는 정릉 그룹을 형성한다. 이제하의 소설에서의 초현실주의적 경향이

연구된 바 있으며38), 김채원 역시 수필에서 이제하가 초현실주의에 영향

을 미쳤다고 알려지는 키리코에 천착했다고 언급했다39). 김채원이 이제

하와의 만남으로 이 세상의 새로운 것들과 접했다고 회고했을 때40), 김

채원이 이제하와의 교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초현실주의를 접했을 것임

을 짐작할 수 있다. 김채원을 추천, 등단시킨 황순원이 초현실주의를 전

유한 삼사문학의 동인이었다는 점41) 역시 김채원과 초현실주의 간의

관련성을 드러낸다. 김채원은 자신의 소설관에 대해 이야기하며 김수영

의 일기를 인용한 바 있는데,42) 김수영이 이상의 시를 인용하며 초현실

주의에 대해 논한 점을 고려하면,43) 김채원과 초현실주의와의 접점을 단

처음과 끝을 구성하며, 2003년 소설 ｢지붕 밑의 바이올린-꿈의 흐름｣에서는 작품
의 중심 소재인 비둘기의 모습이, 2015년 소설 ｢베를린 필｣에서는 한 남자 뒤로
보이는 바깥 거리의 모습이, 각각 ‘초현실주의 그림 같았다’, ‘어딘가 불안의 그림
자가 감도는 초현실주의 그림 같다’고 비유된다. 2019년 소설 ｢흐름속으로-등잔｣
에서 역시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던 기억은 무슨 초현실주의 그림처럼
아이들에게 남아있다’라며 피난 시절의 기억을 초현실주의 그림에 비유한다.

35) 권영민, ｢소설과 자의식의 그림자｣, 312면.
36) 문혜원(2004), 384면.
37) 최문규, ｢삶의 실천 속에의 예술의 지양?-초현실주의의 예술과 정치｣, 유림사
회문화 5,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10, 178-179면.

38) 조성희, ｢이제하 문학 연구-초현실주의 미술 기법의 문학적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9) 김채원, ｢미완의 시간-1960년대｣, 현대문학 736, 현대문학 편집부, 2016.4., 284
면. 앞으로 김채원의 글은 제목과 함께 표기.

40) 김채원, 달의 몰락, 청아출판사, 1995, 409면.
41) 이익성, ｢황순원 초기 단편소설의 서정적 특질-단편집 늪을 중심으로｣, 개신
어문연구 36, 개신어문학회, 2012, 186면.

42) “김수영 선생의 일기에서 피로써 책을 읽고 무기로서 쌓아두어야 한다는 구절을
보던 때의 긴장감”(김채원(1993), 41면.)

43) 신형철, ｢이상(李箱)의 시와 초현실주의 시론이 김수영의 후기 시론에 미친 영향
-｢참여시의 정리｣(1967)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50, 한국시학회, 2017 참고.



- 8 -

지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초현실주의 연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한국

문학에서 초현실주의는 주로 시론의 수용사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다

다이즘에서 출발한 후 다다이즘이 소멸하면서 그 연속선상에서 성립된

서구의 초현실주의와 달리, 한국의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과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연구자들은 논한다.44) 1920년대

임화, 김화산 등이 허무, 절망, 반항을 표현하는 가운데 다다적 경향을

띰으로써 다다이즘이 한국에 소개된 반면, 초현실주의는 해외문학파로부

터 소개되거나 김기림에 의해 수사적 방법론으로 전유되었다는 것이다.

김기림은 이성적인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다다이즘보다 새로운 가치

체계를 지향하는 초현실주의에 더욱 경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 초현실주의에서 제기되는 특성은 구체성의 결여다. 홍효민은 초현

실주의와 다다이즘을 동일한 경향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김기림은 다다

이즘과 초현실주의를 구별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의 창작, 분석, 비

평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45) 1950년대에 들어서도 조향,

김구용에 의해 초현실주의적 기법이 시도되긴 했으나, 집단을 형성하거

나 문단에 뚜렷한 행적을 남기진 않았으며, 초현실주의를 모더니즘의 하

위 범주로 간주하는 경향에 따라, 모더니즘과 혼재되어 인식되어왔다.46)

요컨대 이론의 수용사 측면에서 한국 초현실주의의 특징은, 구체적인

이론, 유기적인 계보, 명확한 집단이 부재하며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카

프, 구인회, 해외문학파에게서 산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는 달리 보면, 한국의 예술가들이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라는 외국

이론들의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정확한 반영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식민

지 시기, 6·25 전쟁 등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며 환멸의 현실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초현실주의적’인 무엇을 필요로 했음을 의미한다.47) 서구에

44) 문혜원, ｢한국 근대 초현실주의 시론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7, 한중인문학회, 2006, 45면.

45) 문혜원(2006), 48-58면.
46) 장이지, 한국 초현실주의 시의 계보, 보고사, 2011, 170-171면.
47) “유물론적 입장의 사실주의를 추구하여야 하겠지만, 대중에게 놀라움을 줌으로
써 대중이 더 많이 작품을 보게 하고 그 결과 대중을 의식화시킨다는 측면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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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정한 유파로부터 하나의 운동으로 발생한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여러 유파들로부터 차용된 ‘초현실주의적’ 요소는 여러 유파들을 매개짓

는 하나의 항이 될 수 있다. 임화와 박태원이 초현실주의와 그 양식 면

에서는 유사한 표현주의의 형식48)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었고,49) ‘초현

실주의적’인 감각이 1930년대 정치적 전위되기와 예술적 전위되기가 상

호 침투하는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50) 김채원이 활동을 시

작한 1970년대에도 ‘초현실주의적인 것’은 4.19혁명의 정치적 실패를 경

험한 하길종에게 5.16의 파국을 중지시키기 위한 정치적 무의식의 기호

이자 예술과 혁명의 결합을 상상하게 하는 지평으로 작동했다.51) 초현실

주의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환상적 상상력과 실험적 서사를 1970년대

와 1980년대 민중문화에 가려진 한 양식이라 논하며, 1970년대 정치적

억압 하에서 생성된 환상적, 실험적 서사 양식이 1980년대까지 이어져

진보적 발전주의를 교란하고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상상하게 한다는 논

의도 제시된 바 있다.52)

이에 따라, 본고는 김채원이 초현실주의를 수용 혹은 반영했다기보다

처한 현실 아래에서 초현실주의적 감각을 자연스레 체득했다는 관점 하

에, 김채원 소설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양식과 그러한 예술적 전위되기

안한다면 구성파, 표현파, 미래파의 작품경향도 무방”하다는 임화의 글은 카프의
전위되기가 다다이즘이라는 특정한 유파에만 결속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임
화, ｢미술영역에 재한 주체이론의 확립｣, 조선일보, 1927.11.24.)

48) 신현숙은 초현실주의의 선구자로 피카소를 들며, 피카소가 입체파, 추상, 표현주
의의 경향을 띤다고 논한다. 초현실주의는 피카소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초현실주의와 표현주의, 입체파의 환상미술 영역은 그 양식에 유사한 지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현숙, 초현실주의, 동아출판사, 1992, 212-223면.)

49) 박태원의 표현주의와 구성주의에 관해서는 방민호, ｢경성모더니즘과 박태원 문
학｣, 구보학보 9, 구보학회, 2013 참고. 임화가 구성주의, 표현주의, 미래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글은 임화, 위의 글 참고.

50) 1930년대 김남천과 박태원의 초현실주의적 감각에 대해서는 손유경, ｢식민지 조
선에서 전위가 된다는 것(1)｣, 한국현대문학연구 41, 한국현대문학회, 2013 참
고.

51) 김동식, ｢4.19세대의 정치적 무의식과 ‘초현실주의’라는 기호(記號)｣, 대중서사연
구 27, 2012, 84면.

52) Sunyoung Park, “Dissident Dreams: Science Fictional Imaginations In 1970s
South Korean Literature And Film”, Cultures of Yusin: South Korea in the
1970s, ed. Youngju Ryu,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8,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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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함유된 실천성을 살펴봄으로써 김채원의 문학 세계 전반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김채원이 초현실주의적 양식을 통해 소외와 물화를 촉진하

는 ‘진보’ 이념과 그 기반에 존재하며 사유를 획일화시키는 젠더적 규범

질서에 대응하고자 했음을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1970년대 전후

한국 문단은 1930년대의 상황이 새로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였으며,53)

김채원이 소속된 ｢작가｣ 동인이 발족된 배경은 1930년대의 구인회에 비

유되기도 한다.54) 그러므로 1970년대 후반부터 40년 간 소설을 쓴 여성

작가 김채원의 작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감각을 알아보는 이 연구는

1930년대부터 한국 문단에서 문제시되어 왔던 모더니즘 대 리얼리즘과

같은 대결 구도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작품을 고찰하는 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55) 따로 논해졌던 여류 작가를 새로운 성좌에 배치해 관

찰함으로써56) 김채원의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 역시 재해석할 여

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57)

53) 신범순, ｢한국문학의 계몽과 비평-개회사를 대신하여｣, 2018년도 제2차 한국현
대문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8, 4면. 앞으로 신범순의 글은 제목과 함
께 표기.

54) ｢작가｣ 동인 제 4집 그리고 작가는 신을 창조했다에 실린 평론에서 권영민은
｢작가｣ 동인에 대해 “1930년대에 <九人會>라는 문인들의 단체가 바로 그러했다.
20년대 문학의 도식주의와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한다는 목표 아래 모인 아홉 사
람의 문인들이 문학의 본질적 영역 안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이 <순수>였고
<기법>이었다”고 논한다. (권영민, ｢｢작가｣ 동인의 위치를 가늠하며｣, 그리고
작가는 신을 창조했다, 창작예술사, 1984, 305면.)

55)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으로 양분해 한국문학을 이해하려는 관점의 한계는 연구자
들에 의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2000년대 방민호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에 양립
성을 부여하려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며(방민호, 비평의 도그마를 넘어:
방민호 문학평론집, 창작과비평사, 2000, 74면.), 2010년대 손유경은 문학사가 모
더니스트와 리얼리스트로 구별하느라 따로 연구한 작가들을 새로이 배치해 관찰
해야 한다고 논한 바 있다.(손유경, 슬픈 사회주의자-미학적 실천으로서의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16, 23면.)

56) 이는 손유경, 위의 책, 16-27면을 참고한 것이다.
57) 예를 들어, 1930년대 구인회 작품들에 나타난 다다적 경향을 밝히고자 한 신범
순은 여성 작가들의 다다적 경향을 알아봄으로써 정지용과 이상의 문학적 면모
를 새로이 조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신범순, ｢한국적 다다이즘으로의 전회
와 음악적 육체성-고한용, 정지용, 이상을 중심으로｣, 이상학회 제6회 정기학술
대회 자료집, 2018, 39-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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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시각

유년기 전쟁과 분단의 경험은 김채원에게 소설 창작의 원천으로 작용하

는데,58) “언제부터인가 나는 모든 것을 양면으로 본다”는 김채원 소설의

한 구절처럼, 김채원의 소설에서 전쟁의 기억은 반복적으로 회귀하며, 파

국과 평화의 양가적 감각을 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

구원을 받게 되는가.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이

루어지나. 어떤 사다리가 필요한가. 전쟁이었다가 평화로 가는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평화가 되기 위해 어떤 사다리가 필요한 걸까.

우리의 마음 속이 전쟁인 것은 평화를 찾게 하기 위함인가.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기만 하다면 그것이 평화인 줄 어떻게 알 수 있겠는

가. 평화가 최고의 가치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을 이루는 알맹이인 그리운 너의 마음, 그리워 너무 아득한

세상……. 그 그리운 너의 마음을 싣고 비둘기가 나의 창변으로 이

제 온다면 천국은 이루어지는 걸까. 평화는 이루어지는 걸까.

천국과 평화란 그리운 너의 마음을 싣고 비둘기가 나의 창변으로

와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모든 것을 양면으로 본다. 누군가 마음의 결이

58) 1996년 문학사상에 쓴 문학적 연대기에서 김채원은 소설 창작의 기원을 1949
년부터 1957년까지 살았던 동숭동 집에서 찾는다.(김채원, ｢기수상 작가 문학적
연대기-역으로 승리의 과녁을 맞추는 일｣, 문학사상, 1996.7.) 김채원의 여러 소
설과 수필에서 동숭동 집은 전쟁을 겪어 사방이 뒤틀린 채로 사계절을 온몸으로
앓으며 버티고 있는 곳으로 형상화된다. “계절에 몸을 던져 늘 몸살을 앓던 집,
전쟁을 겪느라고 폭탄에 뒤흔들며 사방이 뒤틀린 집, 여름이면 꽃사태를 만났고,
비가 오면 산사태에 집이 떠내려 가려 하였으며 겨울이면 약수가 밖으로 새어나
와 결국 마당 전체에 두꺼운 얼음층을 형성하여 얼음 위에 위태롭게 집은 서 있
었다.”(김채원, ｢기수상 작가 문학적 연대기-역으로 승리의 과녁을 맞추는 일｣,
304면.); “전쟁을 지나고,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대면서 사철의 변화를 온몸으로
앓아 가면서 견뎌냈기 때문일까, 그토록 무엇인가를 사람 마음 속에 깊이 새겨주
는 힘을 그 집은 가지고 있었다.” (김채원(1993),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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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고 선하고 거짓이 없으며 겸손한 사람을 본다면 나는 그 뒤에 있

는 그늘과 악을 함께 본다. 마치 두 개의 렌즈가 함께 작동하는 것

과 같다.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음이 있고 양이 있듯이 선과 악이

동시에 태어남을 보는 것이다. 누군가 혹 당신은 마음이 곱소, 하고

말한다면 일테면 쌀우유를 사준 그 노인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당치 않으며 가소로운 일인가. 모든 칭찬의 말이

란 뒤집어 들어야 할 함정이라고 전쟁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친구 어디로 갔느냐…… 바다 멀리 멀고 먼 저편 나라

로…….

젊을 때와는 또 다른 의미로 이제 그 노래는 내 마음속 노래이다.

함께 가리니 내게로 오라, 꿈꾸는 나라로……,라고 부를 때면 목이

멘다. 이 몸이 진정 어머니이고 싶고 태어나게 하고 싶고 그리하여

모든 것의 원천이 되게 하고 싶다.59) (강조-인용자)

먼저 전쟁의 파국적 측면은 김채원에게 ‘진보’의 극단적인 폭력성을 의

미한다. 김채원은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나아가 가부

장제 등의 제도와 질서의 폭력성을 폭로함으로써 진보에 대한 환상을 깨

뜨리고자 하는 한편, 이질적 형식의 조합으로써 직선적 시간관에 의거한

서사를 부정하는 초현실주의적 양식으로 그러한 폭력에 대응하고자 한

다. 이때 여성 작가로서 김채원은 초현실주의가 극복하고자 했던 근대

이성이라는 인식의 원리, 자본주의적 합리성과 논리, 사회적 규범의 속박

에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포함시키고, 그 문제를 남성이 아닌 여성 화자

의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을 문학사에 기입한다.60) 즉, 김채원은 초현실주의적 양

59) 김채원, 지붕 밑의 바이올린, 현대문학, 2004, 50-51면.
60) 이는 젊은 여성 인물들이 ‘환상’과 ‘상상’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에로틱하면서
강한 감시자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양상을 “오랜 세월 근
대적 주체로 셈해지지 않았던 젊은 여성을 단숨에 욕망하는 주체로 우리 문학사
에 기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손유경의 논의를 참고한 것이다.
(손유경, ｢젠더화된 세대교체 서사를 패러디하기｣, 한국현대문학연구 58, 한국
현대문학회, 2019, 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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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자체로써 진보에 맞서고, 근대 도시 여성이 당면한 젠더적 위계질서

를 전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구별되는 김채원식 초현실주의의 특징은 주부의 일상

과, 아이, 자매와 같은 주변 인물을 초현실주의적으로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에서 기인한다. 김채원 소설의 화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초현실주의

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아이가 지닌 시간의식을 발견하고, 자신의 유년시

절을 다시금 떠올려 그 기억으로부터 구원 가능성을 찾아낸다. 뿐만 아

니라, 가까운 사이의 인물을 초현실주의적 분신으로 여기며 분신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함으로써, 치유의 가능성을 지닌 언어를 발화하기에 이

른다.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성적 사유와 초기 소설부터 기반이

되어온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의 결합으로써, 연대기적, 직선적 시간관을

벗어난 미적 언어를 창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언어가 문명의 치유가 될

수 있음을 김채원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소설이라는 언어로

역사주의적, 진보적 역사가 아닌 미래 세대의 평화를 위한 역사를 재구

성함으로써, 사랑을 통한 윤리적 만남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61)

김채원의 초현실주의적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먼저 김채원의 문제의식과 다다이즘으로부터 이어진 초현실

주의의 사상 및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초현실주의적 감각을

지니는 다른 한국 작가들 사이에 김채원을 배치함으로써 김채원의 초현

실주의적 상상력의 특이성을 규명할 것이다.

김채원이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인 1970-80년대에 화두로 떠올랐던 ‘진

보’라는 키워드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진보의 개념은 18세기 서구 근대

문명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탄생했다. 사회가 세속화되고 계몽주의가 발

흥됨에 따라 이성의 합리성과 인간의 완전함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고,

근대 서구인들은 혁신과 변화가 가능한 능력을 지닌 사회만이 생존할 것

이라고 믿기 시작했는데, 혁신과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장기적으로

인간의 지식과 행복이 증진될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진보에 대한 믿음’

61) 김채원과 같은 세대에 활동한 또하나의 문화 동인들은 “자신들의 운동이 ‘다
음 세대를 기대하는 장기적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했다. (손유경
(2019), 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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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62)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을 경유한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발전

이 진보이자,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하며, 야만사회에서 문명사회로 발

전한다는 진보의 이데올로기를 탄생시켰다.63) 이는 역사가 저절로 진보·

발전·성장한다는 속류 마르크스주의적 의식64)을 낳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전환을 진보로 간주해왔다. 이

때의 근대란 자본가 계급이 국민국가를 통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과정,

과학, 이성, 합리성이 비이성적, 비합리적 인식체계를 대체해가는 과정을

포함하는데,65) 1970-80년대는 역사가 진보한다는 믿음에 따라, 기술적

진보와 학술적 진보, 양방면의 진보를 이루고자 한 시대다. 먼저 1970년

대 정부는 국가주도의 수출 중심형 산업화전략을 실행하는 한편, 도시

개발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70년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계기로

한강의 남쪽에 시가지 개발 산업이 진행되며,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은

대도시로 탈바꿈했다.66) 이 급진적 산업화·도시화는 인간소외, 물질주의

적 가치관, 빈부 격차의 심화를 불러일으켰고,67) 도덕성이 무너져 사회,

조직, 가족 간의 관계에 이기주의가 만연했다. 한편, 진보라는 개념을 내

세우며 등장한 1970-80년대의 문학(운동)론 역시 “근대의 보편적 논리와

이성에 대한 신뢰”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68) 이처럼 ‘진보’라는 개

62) 강정인, ｢진보란 무엇인가｣, 황해문화 23, 새얼문화재단, 1999, 51면.
63) 전승주, ｢1980년대 문학(운동)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53, 민
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405면.

64) “마르크스는 계급 없는 사회를 ‘역사적 발전의 종점’으로 잘못 상정했고, 이로부
터 속류 마르크스주의가 배태되었다. 다시 말해 역사가 선형적으로 발전, 진보하
여 종국에는 계급 없는 사회라는 진보의 종착역에 도래할 것이라는 잘못된 이해
가 생겨난 것이다.” (구하나, ｢벤야민의 초현실주의론: 세속적 각성 개념을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0면.)

65) 정태헌,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화 모순과 그 실체｣,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
판, 1998, 249-250면.

66) “남서울 개발안과 1970년대 영동개발계획을 통해 계획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강남은 1980년대 초 도시 기본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수립되면서 강남북
을 아우르는 서울시역 전체를 포괄하는 중장기적 발전계획 속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김백영, ｢강남 개발과 올림픽 효과-1970~80년대 잠실 올림픽타운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17, 도시사학회, 2017, 90면.)

67) 전철환, ｢성장의 허실과 국민 생활의 과제｣, 창작과 비평 1978 여름, 31면. (이
을선, ｢윤흥길 소설연구-산업화 시대의 소설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9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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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복잡한 용례들이 공유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언제나 옛것은 뒤처짐을 의미한다는 점이다.69)

그러나 김채원은 “전쟁을 겪으면서 인류의 진보에 대한 믿음과 기술에

대한 무제한적인 신뢰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목격”70)하고, ‘진보’라는 개

념에 의문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수필에서 분단을 “이념에 찢겨진 국

토”71)라 표현하며 이데올로기의 폭력으로 기억하는 동시에, 분단의 “막

힘”72)을 현대 사회의 “물질 만능의 이기심”73), “너의 존재에 대한 무관

심”74)과 연결시키는 한편, 소설에서는 전쟁의 파국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그려내며, 역사가 저절로 진보하거나 발전하지 않았음을 암시한

다. 1980년대의 소설에서 “어린 시절 6·25 동란을 겪었고, 그리고 광주사

태 때 그와 똑같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일어나는 실상을 보았”75)다고 서

술하고, 1990년대의 소설에서도 “전쟁은 이미 내 안에 있”76)어 일어나는

것이라 언급하며, 2000년대의 소설에서도 전쟁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등

장시키는 등, 김채원은 분단의 문제가 물질 만능 주의, 이기주의 등으로

그 이데올로기의 형태만 변형해 파시즘적 폭력을 휘둘러 왔음을 강조한

다. 김채원은 현재가 과거의 전쟁기와 비교해 전혀 진보하거나 나아지지

않았으며,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재 역시 전쟁과 같은 비

상사태임을 역설한다.

진보에 대한 불신 하에 김채원은 현재를 비상사태로 만드는 당대의 문

제들을 소설에서 그려나가는데, 그중에서 특히 물질 만능의 질서가 개인

들에 휘두르는 폭력, 그로 인해 초래된 인간과 인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윤리 결여를 문제시하며, 전쟁을 인간의 윤리 문제와 연결시킨다. 김채원

68) 전승주, 앞의 글, 408면.
69) 손유경은 진보라는 단어의 복잡한 용례가 공유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언제나
옛것은 뒤처짐을 의미했다는 것”이라 논한다. (손유경, 앞의 책, 214면.)

70) 구하나, 앞의 글, 20면.
71) 김채원(1993), 203면.
72) 김채원(1993), 200면.
73) 김채원(1993), 200면.
74) 김채원(1993), 200면.
75) 김채원, 봄의 환, 1990, 미학사, 210면.
76) 김채원(2004),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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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남의 선진화된 도시가 대중의 욕망을 왜곡하여 “귀와 눈이 둔화”77)

된, “물질 만능, 무감각, 마비”78)의 대중을 만들어낸다며79), 소외와 물화

를 촉진하는 자본주의가 대중의 욕망을 왜곡하고 대중을 도취시켜 현재

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논한다.80) 인간의 물질만능주의, 이기

주의에 대한 비판은 수필 ｢대화를 찾는 사람들｣에서 인간 사이, 남녀 사

이의 윤리 결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인간이 점점 “물질화되

는 만큼” 인간의 윤리도 없어지고, 남자와 여자 역시 “평등한 인격적 관

계”가 되지 않아 “전초전에서부터 여자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이

다.81) 소설 ｢여름의 환｣(문학사상, 1985.5.)에서 역시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폭력은 “여자 남자 문제”와 결부된다.82)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를 여성의 문제로까지 잇는 김채원의 논리는, 자

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연결시켜 탐구한 마리아 미즈의 논의를 참고할 때

이해가 가능하다. 마리아 미즈는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자본주의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가부장제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한 본질적인 것이

라 논한다.83) 마리아 미즈에 따르면, 국가에 의해 조직된 핵가족은 ‘노동

77) “저기 강남의 이국적인 거리, 넓고 깨끗하고 한적한 길, 고급 쇼핑 센터, 고급
아파트들을 떠올리면, 강북 어느 골목 속의 포장마차 안은 별세계라고 할 수 있
을까. … 그 환함은 왠지 귀와 눈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뿜어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김채원(1993), 141면.)

78) 김채원(1993), 34-35면.
79) “1970년대 초, 내가 들어 있던 하숙집 아들이, 한국은 현 정권이 국민들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어 놓고 TV나 스포츠에만 열을 올리게 해서 정권을 연장해 나
간다, 국민들의 머리가 깨이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했다. … 그 얘기는 내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해주었다. … 동경에서 뉴욕으로 갔고,
뉴욕에서 다시 파리로 갔다. 무엇이라고 확실히 윤곽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
도 희구하는 세계를 찾아서였을 것이다.” (김채원(1993), 23-24면.)

80) 최성만, ｢해제-일방통행로에서 파사주까지｣, 발터 벤야민 선집 1-일방통행
로·사유이미지, 도서출판 길, 2007, 58-59면. 앞으로 최성만의 글은 연도와 함께
표기.

81) 김채원(1993), 53면.
82) “여자 남자 문제도 그래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끌리게
되어 있다던가 하는 고정관념이…….”…“왜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굽
어들기만 할까, 외부적인 조건도 크게 관계 있는 게 아닌가 해. 사회구조가 너무
괴물같이 커가고 있어서 너나 할것없이 개인은 점점 위축되고 있는 건가 봐.”(김
채원 외, 때가 악하니라, 작가정신, 1989, 389-390면.) 앞으로 김채원 외 저작은
발표연도와 함께 표기.



- 17 -

력’이라는 상품이 생산되는 사회적 공간이기 때문에, 가정주부의 노동은

생산과정의 일부이다.84) 그러므로 가족의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억압

과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자 착취는 서로 분리하기 어려우며, 본질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때 남녀

관계는 인간과 자연, 중심부와 식민지 관계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관

계에만 집중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85) 즉, 자본주의적 윤리인 물

질만능주의는 가부장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가정에서의 폭력에서부

터 시작해 도시와 자연, 일본과 한국과 같은 사회적 관계들을 그려내는

김채원의 소설은 결국 젠더적 문제와 분리해서는 사유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김채원의 문제의식은 진보한 현대 사회의 물질만능주의와

그로 인해 심화된 가부장제가 휘두르는 폭력, 이러한 폭력을 보지 못하

게 하는 진보라는 환상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김채원의 특징적인

서사 형식은 진보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 현재를 다시 사유하고 새로이

인식함으로써,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파시즘적인 폭력이 난무한 현재의

비상사태를 타개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김채원은 수필에서 “꿈을 손 안

에 키워 보려는 의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86)이라며 무의식을 중시

하고, “색채가 일제히 아우성을 치며 하모니를 이루기 시작할 때라는 피

카소의 말”처럼 하나의 언어가 아닌 “각 언어들이 일제히 소리내기 시작

하여 폭발 직전의 정점을 향해 치솟아 오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초현실

주의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피카소를 인용하며87), 자신의 미학 방식과 초

현실주의 회화와의 연관성을 드러낸다. 그러한 글쓰기로써 독자들의 “상

상적 공간”을 “거대”하게 하는 것,88) “이데올로기”89)에서 벗어나 “폭

력”90)이 난무하는 세상을 “생명력”91) 있게 인식하고 “내 인생을 이해하

83) 마리아 미즈, 최재인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16-36면 참고.
84) 마리아 미즈, 위의 책, 96-105면 참고.
85) 마리아 미즈, 위의 책, 109-111면 참고.
86) 김채원(1993), ｢작가의 말｣, 면수 없음.
87) 김채원, ｢폭발 직전의 정점을 향해｣, 겨울의 환-1989년도 제13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1989, 477면.

88) 김채원(1989), 477면.
89) 김채원(1989), 477면.
90) 김채원(199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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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남을 이해”92)하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93)며 “바르게 사는

것”94), “현실을 타개해 나가”95)는 것을 지향한다.

요컨대, 김채원은 지배적 질서가 개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현재의 위

기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역사가 진보한다는 의식을 부정하며, 무의

식과 의식의 교호, 서로 다른 색채의 언어들의 조합으로써 상상력을 촉

발해내고 현실에 대응하고자 했는데, 이는 제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과

학, 철학, 문명의 파멸을 목격한 유럽의 예술가들이 문명의 진보 이념과

물질주의에 대항하여 일으킨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자들의 혁명과 유사

한 지점이다. 먼저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제1차

세계 대전 이전, 산업자본주의가 강조하는 ‘진보’의 시각에 맞서서 상상

의 세계가 정신의 부활의 원천이 되는 양식을 정립하고자, 예술계에서는

아방가르드 실험을 행하기 시작했다.96) 그러나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프

랑스 정부가 대립국에까지 퍼져있었던 아방가르드 운동을 애국심이 부재

하는, 프랑스 문화의 적군이라 여기자,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인간의 영

혼까지 짓뭉개버리는 무력에 대해 환멸을 느끼며, 모든 관습을 수정하려

하는 다다이즘에 열중했다.97) 예술적 저항이라는 목표 아래 다다이즘은

파괴적인 광기를 중시하며,98) 우연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콜라주,99)

도시의 시각적 인상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포토 몽타주,100) 비정상적인

비례로 구성된 육체 이미지101) 등을 만들어냄으로써, 합리적 체계 밖에

존재하는 새로운 사고의 구성을 제공했다.

다다가 분열 위기에 처하자 브르통이 탄생시킨 초현실주의102)는 전술한

91) 김채원(1989), 477면.
92) 김채원(1989), 477면.
93) 김채원(1989), 477면.
94) 김채원(1989), 475면.
95) 김채원(1993), 38면.
96) 매슈 게일, 오진경 역, 다다와 초현실주의, 한길아트, 2001, 18면.
97) 매슈 게일, 위의 책, 32면.
98) 트리스탄 짜라 외, 송재영 역, 다다/쉬르레알리슴 선언, 문학과 지성사, 1987,
23-24면.

99) 매슈 게일, 위의 책, 63면.
100) 매슈 게일, 위의 책, 127면.
101) 매슈 게일, 위의 책,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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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의 형식이나 방식을 계속 이어갔지만, 역사적, 이론적 배경을 새로이

정립했다.103)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브르통은 합리적 의식 주체가 창출

해낸 문명과 진보라는 미명 아래 배척되어 온 상상력, 환상, 광기, 사랑,

꿈과 같은 욕망의 힘이 현실에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104) 이질적인

두 현실의 모순이 해소되는 현실의 정수, 초현실에 다다르기 위한 방법

으로서 초현실주의를 제시한다.105) 그러나 초현실로의 이동은 내면 세계

로의 후퇴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환상적인 것에서 찬탄할 만한 것”106)

은 “그 안에 현실만이 존재한다는 것”107)이라 논하는 초현실자들은 “비

합리적 세계에 맹목적으로 투신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 세계를 탐구

하여 협소하고 전투적인 이성에 대항”하여 싸우고자 한다.108) 자본주의

라는 새로운 파시즘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을 두려워하며, 인식의 원리

로서의 이성, 자본주의적 합리성과 논리로 구축된 현실, 사회적 규범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한 것이다.109) 초현실주의자들은 현

실 세계가 자신의 욕망의 이미지가 아닐 때, 욕망에 따라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세계를 상정함으로써 정신, 사유의 해방을 추구했다. 이를 위해,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작품에서 다양한 모티프들을 차용하여 새로운 세

계를 만들어내는데, 그중에서 김채원의 작품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모티

프들을 지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02) 매슈 게일, 앞의 책, 173-203면.
103) 매슈 게일, 위의 책, 216-218면.
104) Andre Breton, “What is Surrealism?”, What is Surrealism?: Selected
Writings, ed. Franklin Rosemont, Pathfinder, 2008, p.167; 초현실주의자들은 “의
식적인 것보다 억압된 욕망에 우선권이 있으며, 그 욕망은 인간의 자유와 미래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한다. (신현숙, 앞의 책, 35면.)

105) 앙드레 브르통, 황현산 역, 초현실주의 선언, 미메시스, 2012, 75-76면.
106) 앙드레 브르통, 위의 책, 77면.
107) 앙드레 브르통, 위의 책, 77면.
108) 앙드레 브르통, 위의 책, 71면.
109) Ibid., pp.152-155.
110) 앙드레 브르통, 위의 책, 70면.

모티프 의미 김채원 작품
꿈

(환상)

초현실주의 구성원들은 꿈을 초현실주의적인 경

이로움에 가장 부합하는 정신활동으로 간주했다.

｢초록빛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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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르통에 따르면, 논리의 지배는 문명과 진보를

구실로 미신이나 망상으로 간주되는 것들 일체를

정신에서 추방하기에 이르렀는데,110) 이렇게 논

리의 지배에 의해 사람들이 배제해 왔던 지적 세

계의 한 형태가 꿈이다. 이는 수면 중의 꿈을 포

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꿈이다. 브르통은

시간의 관점에서 고려해도 꿈꾸는 시간의 총화

는, 수면 중의 꿈만 해도 의식 있는 시간의 총화

보다 적지 않다며 꿈의 중요성을 서술해나간

다.111) “겉으로는 상치되는 꿈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두 상태”가 해소되는 초현실이라는 절대적 현

실에 도달할 때 경이의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

으며, 꿈이 삶에 관한 문제들의 해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초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다.112)

(현대문학,
1979.6.)

｢희유곡｣

(문학사상,
1979.9.)

｢물 위에

어린 그림자｣

(월간조선,
1981.8.)

｢잃어진

노래｣

(현대문학,
1982.5.)

｢애천｣(문학
사상,
1984.1.)

광기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브르통은 실용적 필요성

에 매여 있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신

의 가장 위대한 자유, 상상력임을 역설한다. “끔

찍한 금지”를 걷어내기에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13) 광인들은 상상력에 등이 떠밀려 규칙

들을 준수할 수 없게 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보는 환각, 환상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브르통는 논한다.114)

｢산중기｣(한
국문학,
1981.3.)

도시

초현실주의에서 도시의 중요성은 국내외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바 있다. 데 키리코는 채

색된 대조적 건물들, 인간성 혹은 동물성의 표식

이 있는 거리, 영원의 시간을 가리키는 벽시계,

아득한 회랑, 비밀스런 아케이드 등 도시의 여러

｢먼 바다｣

(현대문학,
1976.5.)

｢달의 손｣

(현대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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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들을 그렸는데, 그러한 도시의 풍경은 초현

실주의자들을 매혹했다. 데 키리코에 이어서 브

르통, 마그리트, 에른스트, 달리까지 모두 몽상적

도시를 작품에 그려냈다.115) 이들은 도시 일상의

풍경 속에서 그 일상을 초월하는 초현실적 요소

를 찾으며, 도시의 여러 기호들에서 관습적 차원

을 떠난 새로운 의미를 판독하고자 했다. 초현실

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도시의 화려한 발전이

나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성스러

운 것을 발견하는 일이었다.116)

1977.4.)

｢나이애가라｣

(뿌리깊은나
무, 1978.11.)
｢안개｣

(학원,
1978.12.)

괴물

파블로 피카소, 트리스탄 짜라, 이브 탕기, 살바

도르 달리, 앙드레 마송, 호안 미로, 조르조 데

키리코, 장 콕토 등은 소의 머리와 인간의 육체

가 결합된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을 자신의 작품

에 등장시켰다.117) 브르통도 지적하듯 특히 피카

소는 유난히 이 괴물의 형상에 관심을 보이며 잡

지 미노타우로스의 표지 그림을 미로, 르네 마

그리트, 막스 에른스트와 함께 창작하기도 했는

데, 이 괴물을 이성적 문명과 대적하는 미학적

표현 수단으로 삼았다.118)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낙원을 꿈꾼 초현실주의자

들은 혁명을 수행할 전사로서 반이성주의의 화신

인 괴물을 내세운 것이다.

｢희유곡｣

｢물 위에

어린 그림자｣

｢가을의

환｣(열림원,
2003)

분신

분신은 객관적 우연의 한 예로, 브르통의 소설

세편 나자, 연통관, 미친 사랑에서 만남은

갑작스러우며, 화자들은 마주친 대상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곤 한다.119) 브르통은 우연한 만남

과 의외의 발견을 신호라고 부르는데, 이 신호는

불안의 감각을 일으키며, 억압된 사건들, 지나간

｢밤인사｣

(현대문학,
1976.12.)

｢자전거를

타고｣(문학사
상, 1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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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들을 떠올리게 한다. ‘경이’를 불러일으키는

분신 모티프는, 현재의 위험을 감지시키면서 과

거의 외상에 대한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한

편,120) 과거의 상실된 욕망과 미래의 죽음을 상

기시키는 것이다.121) 그러나 초현실주의의 분신

은, 프로이트의 분신과 달리 ‘화해’를 중시한다.

초현실주의 시인 엘뤼아르의 시에 역시 닮은 형

제들은 ‘쌍둥이’, ‘분신’, ‘형제’라는 유사한 시어들

이 반복하여 등장하는데, 이는 엘뤼아르의 형제

의식 혹은 타자지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준

다.122)

｢밀월｣(문학
사상,
1978.2.)

｢공중에는 또

하나의 다른

방이｣(문학사
상, 1983.11.)
형자와 그
옆사람(1993)

사랑

(성적

합일)

나자와의 광란의 사랑, 에로스적 결합 역시 객관

적 우연의 한 방식이다.123) 초현실주의 선언에
서 브르통은 사랑이 존재의 창조를 지향한다고

논하는 한편, 사랑과 혁명을 동격으로 찬양한

다.124) 브르통에 따르면, 사랑은 “개개인을 삶의

관념과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125) 우

산과 재봉틀이라는 이질적인 현실 사이의 사랑의

행위는 초현실주의적 아름다움을 생성한다.126)

또한, 브르통은 Mad Love에서, 전혀 다른 성

질을 가진 두 세계가 에로틱하게 융합할 때의 감

각과, 예술 창조의 감각을 관련짓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며, 성적 합일을 예술적 에너지와 동일시

한다.127) 사랑이란, 몇 세기동안 예술로 번역되어

온 가장 극단의 욕망을 담지한다는 것이다.128)

우연적으로 만난 두 사람은 사건을 일으키고 욕

망의 기호를 해독하며, 상상계와 실재계의 융합

을 확인하고, 미와 시간의 혼란을 경험한다. 이때

일상과 경이는 결합된다.129)

형자와 그
옆사람(1993)
｢달의

몰락｣(현대문
학, 19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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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이성(異

性)

남성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초현실주의 그

룹에서 사랑이 주된 주제로 대두되면서, 초현실

주의자들의 작품에는 뮤즈로서의 여성의 이미지

가 빈번하게 등장했다. 브르통이 “여성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경이롭고 혼란스러운 것 전

체”라며 우상화하듯,130) 남성 예술가들의 작품에

서 여성은 현실에 존재하기보다 단지 경이로움

속에 존재하며 작가가 창조 능력을 자유롭게 펼

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로 나타난다.131) 김

채원 소설에서는 여성 뮤즈가 등장하는 대신에,

여성 인물의 환상 속에서 남성이 등장한다.

｢희유곡｣

(문학사상,
1979.9.)

｢겨울의 환｣

(현대문학,
1989.8.)

｢달의

몰락｣(현대문
학, 1994.12.)
｢가을의 환｣

언어

브르통은 “다다와 초현실주의가 무슨 수를 써서

든 그 문을 끈질기게 열어놓은 결과 … 사슬이

풀린 언어의 떼거리”는 “어리석은 소도시에 서두

르지 않고 확실하게 파고들 것”이라며,132) 초현실

주의적 언어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문장의 메커

니즘이 “인간에게 정서적 동요를 야기하여 그 삶

에 실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힘”

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133) 이에 따라, 초현실

주의 시인들은 모순과 역설의 언어를 시에 전면

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이성적 언어 질서를 전복시

킨다. 예를 들어, 데스노스의 시에는 품사나 순서

를 바꾼 단어들, 동음이의어로만 연결된 단어들

이 나타나며 기존의 문법을 파괴한다.134)

｢오월의

숨결｣(작가,
1982.7.)

｢오후의

세계｣(문학사
상, 1989.2.)
｢무언가｣(문
예중앙,
1989.9.)

눈

눈은 초현실주의의 일관된 도상으로, 직면, 결합,

소통의 장소로 초현실주의적 이미지의 도처에 등

장한다.135) 초현실주의자들에게 눈이란 존재론적,

예술적, 혁명적 추구를 의미한다. 그들의 작품들

에서 눈은 절단되고, 닫혀있고, 텅 비어 있는데,

｢겨울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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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앙드레 브르통, 앞의 책, 71면.
112) 앙드레 브르통, 위의 책, 75-76면.
113) 앙드레 브르통, 위의 책, 62-63면.
114) 앙드레 브르통, 위의 책, 64-65면.
115) 조르주 세바, 최정아 역, 초현실주의, 동문선, 1994, 84-85면.
116) 오생근, 초현실주의 시와 문학의 혁명, 문학과지성사, 2010, 234면.
117) Sandro, Bernardi, “Le Minotaure c’est nous: De Godard a Pasolini”, dans
L’Art et l’Hybride, Presse Universitaires de Vincennes, 2001, p.124. (김세리, ｢
서구 반이성주의 미학과 미노타우로스｣, 외국문학연구 5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
국문학연구소, 2013, 84면에서 재인용.)

118) 김세리, 위의 글, 84-86면.
119) 핼 포스터, 조주연 역, 강박적 아름다움, 아트북스, 2018, 71-72면.

이렇게 그로테스크한 눈은 초현실주의라는 새로

운 시각을 얻기 위한 한 과정으로, 초현실을 바

라보지 못하는 눈, 의식에 물든 눈의 상실을 표

현한 것이라고 초현실주의 연구자 조윤경은 분석

한다. 이 의식적 눈이 실명된 곳에 들어서는 것

은 서구 문명, 합리성, 종교 체계를 탈피한 ‘야성

상태의 눈’이다.136)

사진

초현실주의에서 사진은 발작적 아름다움, 즉 경

이를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137) 카메라의 기

술로 제작되는 사진 이미지는 인간이 포착하지

못한 ‘순간’을 찍어내며 인간의 무의식이 개입된

다138). 사진은 세계가 현존할 수 있는 방식을 증

가시키고, 사진기는 관찰자와 세계 사이에서 현

실의 형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의 시선을 확대

한다.139) 예컨대 브르통은 사진을 자신의 작품에

포함시키고 초현실주의 관련 출판물들의 핵심에

위치시켰다. 뿐만 아니라 사진은 초현실주의 간

행물들의 주요 이미지로서 사용되었다.140) 초현

실주의 작품에 포함된 사진들은 초현실주의적인,

평범하지 않은 사진만은 아니었으며, 도큐멘트적

인 스트레이트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다.

형자와 그
옆사람(1993)
｢봄날에 찍은

사진｣(문학사
상, 1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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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우연과 환상에 의해 포착될 수 있는 여러 모티프들이 김채

원 소설에서 다수 나타난다는 점에서, 김채원 소설에는 다양한 종들이

결합되어 이루는 하나의 속(genus)인 초현실성141)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다다로부터 초현실주의에까지 이어지며 초현실성의 근본적

형식으로 여겨지는 콜라주는, 연구자들이 김채원 소설의 특징으로 일컫

는 “장면과 장면의 겹침으로 얻어지는 상황성”,142) “크고 작은 이야기들

을 동등하게 엮어놓는”143) “퀼트”144)의 형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

을 요한다. 브르통은 ‘경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러한 경이를 불러일

120) 핼 포스터, 앞의 책, 72-73면.
121) 김전희,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할 포스터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60면.

122) 조윤경, 꿈의 거울-초현실주의 시의 이미지와 언어 실험, 이화여자대학교 출
판문화원, 2018, 259면.

123) 핼 포스터, 위의 책, 79면.
124) 브르통은 “사랑의 이념이 존재의 창조를 지향”하는 것은, “혁명의 이념이 그
혁명의 날의 도래를 지향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논한다. (앙드레 브르통, 앞의
책, 143면.)

125) 앙드레 브르통, 위의 책, 194면.
126) 앙드레 브르통, 위의 책, 173면, 264면 참고하여 정리.
127) Andre Breton, trans. Mary Ann Caws, Mad Lov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7, p.8.

128) Andre Breton(1987), p.92.
129) 조르주 세바, 앞의 책, 162면.
130) 앙드레 브르통, 위의 책, 193면.
131) 피오나 브래들리, 김금미 역, 초현실주의, 열화당, 2003, 48면.
132) 앙드레 브르통, 위의 책, 160면.
133) 앙드레 브르통, 위의 책, 160-161면.
134) 조윤경, 위의 책, 195면.
135) 피오나 브래들리, 앞의 책, 70면.
136) 조윤경, 위의 책, 2면.
137) 핼 포스터, 위의 책, 67면.
138) 이필, ｢포스트포토그래피 시대의 초현실주의의 귀환｣, 미학예술학연구 51, 한
국미학예술학회, 2017, 35-37면.

139) 로잘린드 크라우스, 최봉림 역, 사진, 인덱스, 현대미술, 궁리출판, 2003,
168-169면.

140) 로잘린드 크라우스, 위의 책, 188면.
141) 매슈 게일, 앞의 책, 222면.
142) 권영민, ｢소설과 자의식의 그림자｣, 312면.
143) 문혜원(2004), 384면.
144) 문혜원(2004), 375-3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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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킬 수 있는 양식으로서 자동기술법과, 다다로부터 이어져 온 콜라주를

제시했다. ‘경이’는 발작적 아름다움, 객관적 우연을 포함하는 말로, 합리

적 인과성에 도전하여 마법에서 각성된 세계, 무차별적으로 합리화된 자

본주의 사회에 다시금 마법을 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45) 초현실주의

적 예술 작품이 뿜어내는 경이는 독자의 정신을 열어 지각을 수정하고

결국에는 현실을 변화시킨다.146) 브르통은 이러한 경이를 일으킬 수 있

는 창작 방식으로 자동작용을 꼽는데, 자동운동이란 “이전까지 무시되었

던 어떤 종류의 연상형식이 지닌 우월한 현실성과 몽상의 전능함”147)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의식 세계를 탐색하는 초현실주의적 방식으로, 우연

에 의한 이미지를 생성해내며,148) “이미지의 빛이 뿜어낸 두항의 우연한

접근”은 섬광을 뿜어낸다.149) 자동기술로 창작된 예술작품의 유형은 ｢초

현실주의 제 2선언｣에서 보다 구체화되는데,150) 브르통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콜라주(collage)’다. 콜라주란 “거리가 먼 두 현실의 우연한 만

남”151)으로, 브르통에 따르면 “우산”에 비유되는 기성의 현실과 아주 거

리가 먼 또 하나의 현실, “재봉틀”이 갑자기 낯선 장소에서 직면할 때,

허위의 절대에서 벗어나 “진실하고 시적인, 새로운 절대”로 옮겨 갈 수

있다.

콜라주의 역설적이고 모순된 성격과 그로 인한 전복적 효과를 지지한

작가 아라공의 작품을 함께 살펴볼 때, 김채원 소설에 나타난 콜라주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있다. 아라공이 광고문, 벽보, 신문기사 등 일상

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을 텍스트에 옮겨놓는 방법을 콜라주라고 정

의하고, 아라공의 소설 파리의 농부에 시, 벽보, 신문기사, 카페의 가격

표, 극장의 입장권 요금표 등, 거리나 건물의 벽면에서 볼 수 있는 여러

145) 핼 포스터, 앞의 책, 58면.
146) 황현산, ｢해설-상상력의 원칙과 말의 힘｣, 초현실주의 선언, 미메시스, 2012,
18면.

147) 앙드레 브르통, 앞의 책, 90면.
148) 피오나 브래들리, 앞의 책, 21면.
149) 앙드레 브르통, 위의 책, 105면.
150) 브르통은 따로 이미지 유형을 분류하지는 않지만, 자동기술로 창조된 예술작품
은 ‘프로타주(frottage)’, ‘그라타주(grattage)’, ‘콜라주(collage)’ 등의 양식을 띤다.

151) 앙드레 브르통, 위의 책,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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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이질적 요소들이 산문의 정형화된 흐름을 방해하듯이 나타나듯, 김

채원의 소설에 역시 서사 중간에 기억 이미지, 사진, 시가 삽입된다. 뿐

만 아니라, 아라공은 “논리적인 서술과 시적인 언어, 현실적인 형태와 초

현실적인 이미지, 구체적 사실과 현대적 신화, 진실성의 어조와 아이러니

의 시각, 객관적 시각과 개인적 서정 등”,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을 단절

과 전환의 흐름 속에서 중첩시키는데,152) 이는 사실적, 구체적, 산문적,

객관적 묘사 속에서 환상, 꿈이 촉발되도록 하는 김채원의 창작 방식과

유사하다. 콜라주 양식은 구체적인 것을 그 반대의 관점과 중첩시킴으로

써 현실의 차원을 넘어선 초현실적 상상세계를 촉발시킨다.153) 이때 도

시 문명 속에서 실용성, 유용성으로만 이해되던 공간과 사물은 초현실적

상상력으로써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로 변용된다. 콜라주라는 표현방법

으로, 신화와 현실은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신화는 현실이, 현실은 신화

가 된다.154)

특히 김채원 소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를

콜라주하는 경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초현실주의적

양식과 정치, 역사와의 관련성을 보다 깊게 파악하고자 한 벤야민의 논

의가 도움이 된다. 김채원이 작품에서 언급한 엘뤼아르와 클레를 인용하

며 초현실주의를 미학적으로 전유한 벤야민은 ｢초현실주의｣에서 ‘현재성’

이라는 개념으로 초현실을 지칭한다. ‘현재성’이란 “인식과 현재가 만나

는 순간”155)으로, 현재성은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순간의 현재와 연관시

킨 후, 그 연관으로부터 현재를 읽어내기를 요구한다. 벤야민은 “꿈을 깨

어남과 연결”156)하고 ‘현재’의 ‘각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도취와 각성으

로부터 의식적인 주체의 인식이 물러나고 객체의 시선이 들어선다157).

152) 오생근, 앞의 책, 218면.
153) 오생근, 위의 책, 231-232면.
154) 앙드레 브르통, 앞의 책, 231면.
155) 신은실, ｢발터 벤야민의 ‘현재성’-기억과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iv면.

156) 최문규, ｢“범속한 각성”, “이미지공간/몸공간”-초현실주의와 발터 벤야민｣, 독
일언어문학 53, 독일언어문학연구회, 2011, 82면. 앞으로 최문규의 글은 발표 연
도와 함께 표기.

157) 김현강, ｢발터 벤야민의 사유에 나타난 주체, 이미지, 기술 사이의 관계｣,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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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선에서 “이미지를 자신으로부터 불러내고”, “가까움이 스스로를 자

기 눈으로 바라보”158)는 ‘행위’로써, “전통적인 이분법 대립(정신과 물질,

내면과 외면, 과거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이 해체되고 그 대신 이미지,

몸, 행위가 하나가 되는 가능성”159)이 존재하는 이미지 공간, ‘현재성의

세계’160)가 나타난다. 즉, 초현실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행위는 ‘나’가 이

미지 속에서 다른 이미지들과 함께 존재하는 ‘현재성’의 세계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사회에 대한 다의적인 독해 가능성을 보여준

다는 점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실천이다161).

이 ‘현재성’이라는 개념으로써 초현실은 정치, 역사와 이어진다. 콜라주

의 양식을 띠는 초현실주의의 파편적 예술은 역사성을 근본으로 삼는 알

레고리의 특성을 지니며162), 상징질서와 신화화된 가상을 추방한다163).

인간의 소외와 물화를 촉진하는 자본주의적 합리화 과정이 진보와 상품

을 신화화하며 대중을 도취시킬 때164), 그 도취로부터 각성한 자는 자본

주의가 남긴 폐물, 잔해들, 유행이 지난 것들로부터 진보의 폐허를 발견

하고 구원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165) 한편, 자신이 초현실공

간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했던 “현재성의 세계”166)를 ｢역사의 개념에 대

하여｣에서 인용하며 벤야민은 역사가 연속적이며 진보한다는 가상이 인

류가 승리자에 감정이입167)하며 현재를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고 비판하고168), ‘기억과 현재 사이의 관계’로서의 역사 개념을 정립하고

논총 69,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321면.
158) 김현강, 위의 글, 322면.
159) 최문규(2011), 96면.
160)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발터 벤야민 선집 5-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
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도서출판 길, 2008, 360면. 앞으로 벤야민 책은 연도
와 함께 표기.

161) 김현강, 위의 글, 324-328면 참고하여 정리.
162) 최문규(2010), 183-184면.
163) 백수향, ｢발터 벤야민의 멜랑콜리론-독일 비애극의 원천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56면.

164) 최성만, ｢해제-일방통행로에서 파사주까지｣, 발터 벤야민 선집 1-일방통
행로·사유이미지, 도서출판 길, 2007, 58-59면.

165) 최성만(2007), 57면.
166) 발터 벤야민(2008), 360면.
167) 최성만(20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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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역사가는 위기의 순간에 섬광처럼 스치는, 무의지적 기억과 조

우하면, 그 기억을 통해 진보적 역사로부터 각성하여 현재를 재발견해야

한다. 역사는 흐름이나 지속이 아닌 단절과 정지이며, 과거가 현재와 섬

광처럼 만나 초현실적 성좌를 이룬 “현재성의 세계”169)에 비로소 신화화

된 승리자의 역사가 아닌 보편사가 존재한다170). “파편들이 박혀있는 ‘지

금시간’으로서의 현재”171)를 사유할 때, 역사가는 과거의 메시아적 힘을

가지고 망각된 억압받는 자들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성은 파괴를 전제한다”172)는 벤야민의 관점을 초현실 공간

에서의 주체의 해체에도 적용한다면, 주체가 해체된 자리에 들어서는 것

은 이미지들 간의 새로운 ‘관계’라 할 수 있다.173) 그러므로 본고는 주체

의 자리에 관계가 기입되는 양상을 살핀 버틀러의 논의 역시 참고함으로

써 김채원이 콜라주를 통해 역사주의적 역사에 대항하는 현재성의 역사

를 재구성할 수 있었으며, 현재성의 역사로부터 사랑이라는 윤리적 만남

의 메시아적 힘을 발견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근대 이후 서구중심적 문

화가 고수해온 인간관이 사실상 보편적인 것일 수 없었음을 상기”174)시

키며 “미국의 적 내지는 ‘타자’로 여겨지는 이들의 죽음은 고적 시야와

담론장에 흔히 드러나지 않”175)음을 지적하는 버틀러는, 시대착오적 주

권과 통치성의 장의 공존을 설명하기 위해 벤야민과 같이 “역사를 연속

체로 보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176)한다. 주권이 비활성화된 결과 통치성

이 등장했다는 설명과는 달리, 통치성이 법을 전술로 사용함으로써 초법

적으로 작용할 때, 통치성의 초법적 차원을 악용해 등장하는, “법으로 환

168) 발터 벤야민(2008), 17-18면.
169) 발터 벤야민(2008), 360면.
170) 발터 벤야민(2008), 349면.
171) 발터 벤야민(2008), 349면.
172) 발터 벤야민, 조현준 역, 방법으로서의 유토피아, 새물결, 2008, 92면. 앞으로
이 저작은 발터 벤야민(2008b)로 표기.

173) 실제로 벤야민 역시 “인간 주체의 해체가 종국에는 신체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고 김현강은 논한다. (김현강, 앞의 글, 329면.)

174) 주디스 버틀러,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애도의 힘과 폭력, 필로소픽, 2018,
217면. 앞으로 주디스 버틀러의 단행본은 발행 연도와 함께 표기.

175) 주디스 버틀러(2018), 217면.
176) 주디스 버틀러(2018),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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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될 수 없는 주권”177)은 확장, 강화되며, 통치성의 장에서 “인구집단의

관리를 통해서 작동”178)하게 된다는 것이다. 9·11 테러 시기 퀴어한 생명

들이 공적인 담론 안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애도할만한 삶이 되

지 못했듯,179) 주권은 “어떤 사람에 대해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인간으로서 인정불가능한 존재라고 규정”180)한다.

버틀러가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 “주권적 권력과 헤게모니적 국가 통일

성”181) 대신에 강조하는 특성은 “인간 공통의 취약성”182)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가장 친밀한 층위에서도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며, “‘너’를 향하

여 행동”한다.183) “나는 너와 나의 관계”184)인 것이다. ‘너’와 ‘나’의 관계

성으로 ‘우리’는 쉽게 실수하고 배반하며185), 사랑이라는 맹목에 의해 우

리는 폭력을 휘두르고 상해를 입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실과 연약함의

경험에서 다른 종류의 유대관계를 형성”186)할 때, 우리는 인간이 되고

함께 슬퍼함으로써 취약성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취약한 존재로

감지, 인정될 때, 우리 생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윤리적 만남 하

에서 ‘행동’할 수 있게 된다.187) 사랑을 경유하는 타인과의 윤리적 만남

을 통해 인간이 될 기회를 엿보는 버틀러의 논의는, 김채원 소설과 역사

와의 관계를 살피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요약하자면, 김

채원의 소설에서 초현실주의적 모티프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중첩, 구

체적인 것 속의 환상과 같은 콜라주의 양식은 ‘경이’를 불러일으키며, 문

명의 착취, 자본주의적 합리성이라는 현실에 대항하여 상상력이라는 새

로운 사유 체계를 정립하고, 현실을 변혁시킨다. 이는 김채원의 전쟁 경

177) 주디스 버틀러(2018), 93면.
178) 주디스 버틀러(2018), 145면.
179) 주디스 버틀러(2018), 47-69면 참고.
180) 주디스 버틀러(2018), 145면.
181) 주디스 버틀러(2018), 82면.
182) 주디스 버틀러(2018), 79면.
183) 주디스 버틀러(2018), 80면.
184)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 비판-자기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
랑, 2013, 142면.

185) 주디스 버틀러(2013), 177면.
186) 주디스 버틀러(2018), 73면.
187) 주디스 버틀러(2018), 73-77면 참고.



- 31 -

험과 역사에 대한 관심과 결합되어 새로운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까지 나

아간다.

한편, 김채원 소설의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을 규명함에 있어서, 김채원이

한국 사회구조를 경험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배제하고서는 논할 수 없다.

삶 속에서 안개 속을 헤맬 때 “특히 나와 같은 성(性)인 여성들은 어떻

게 살았을까 더듬어보기도 했다”188)고 쓰듯, 김채원은 남성 작가들이 그

랬듯 육체적 변신술(날개), 시간성(정오)과 같은 측면에서 이상(李箱)의

전유 양상을 보이면서도, 남성을 화자로 그려왔던 남성 작가들과 달리

여성을 화자로 내세우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그려낸다. 한국 문학의

초현실주의적 양상은 1920년대부터 시작해 1930년대의 이상(李箱) 시를

전유하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논의 대상은 주로

남성 작가들의 작품이었다.189) 고한용은 1924년 개벽에 ｢따따이즘｣이

라는 글을 발표하며, 다다이즘을 최초로 소개한 후,190) 임화, 김화산, 정

지용, 이상 등이 작품에 다다적 경향을 드러내었는데, 그중에서 이상은

다다이즘적 시를 창조해내며 당대 비평가 최재서로부터 초현실주의적 시

188) 김채원, ｢바다 아닌 바다｣, 문학동네 4(4), 문학동네, 1998, 1면.
189) 이는 한국 문학사가 남성 작가를 중심으로 씌어졌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서구
의 초현실주의 이론에서 젠더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초현실
주의라는 이론 자체가 지닌 빈틈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술사가 휘트니 챠
드윅은 초현실주의 이론이 유럽에서 낭만주의 이후 처음으로 여성 이미지를 작
품의 핵심적 위치로 이끌어갔고, 초현실주의 운동만큼 여성이 많이 참여한 운동
이 없었다며 초현실주의의 의의를 밝히는 한편, 그간 초현실주의의 역사에서 뮤
즈로서의 여성의 역할만 부각되고 예술가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경시되었다며 유
럽 초현실주의의 맹점을 드러낸다. 여성 예술가들이 초현실주의 운동에 기여한
바가 남성 초현실주의자들의 역사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챠드윅에 따르
면, 에로틱한 뮤즈로서의 여성 이미지, 아이 같은 여성 이미지가 남성의 창조를
보조하며 남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 이외에, 초현실주의의 이론이나 실천의 전
개에서 여성 예술가들의 역할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휘트니 챠드윅, 편집부
역, 쉬르섹슈얼리티-초현실주의와 여성 예술가들 1924-47, 동문선, 1992, 6-14
면.) 이러한 빈틈은 “여성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하고 난해한 문제다”
라며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서도, 여성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직면한 문
제를 경험할 수 없었던 당시의 현실에 기인한다고 챠드윅은 논한다. (휘트니 챠
드윅, 위의 책, 6면.) 챠드윅 및 후대 연구자들은 감춰졌던 여성 초현실주의자들
의 작품들로부터 빈틈을 메움으로써 초현실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

190) 신범순, ｢한국적 다다이즘으로의 전회와 음악적 육체성-고한용, 정지용, 이상을
중심으로｣,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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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라 칭해지고,191) 1960년대에 김수영으로부터도 초현실주의적 시인이

라 독해된다.192) 이상 시의 초현실주의적 요소가 자본주의 근대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는 논의,193) 초현실주의적 양식이라고 말해지는 알

레고리적 방법론194)이 파시즘적 체제 비판이자 야유로 작용했다는 논

의,195) 정지용 시에 나타난 다다이즘적 경향이 식민지 현실에 대한 투쟁

을 담으며 같은 구인회 멤버였던 이상 역시 이를 계승·변용했다는 논

의196)에 따르면, 이상의 초현실주의는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을 통해 문명

의 착취, 자본주의적 합리성이라는 현실에 대항하고자 하는 김채원의 경

향과 유사하다. 유럽의 다다이스트들이 추구했던 무조건적 파괴가 아닌

생명력에의 회복,197) 새로운 세계에의 창조를 지향198)한다는 점 역시 김

채원의 초현실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면모다.

이후 전후에 들어서서 이상(李箱)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김구용과,199)

활동하던 시절부터 이상(李箱)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논해지며200) 당대의

평론가 김현, 김병익에 의해서는 초현실주의와의 관련성이 지적되어

온201) 소설가 이제하 역시 이상과 김채원이 그랬듯, 초현실주의를 통해

현실의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한다. 김구용은 전후 윤리나 사회규범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상에 주목하며, 불교적 초현실주의를 통해서 훼

손된 현실 세계를 복원하고자 한다.202) 한편, 이제하의 작품에서 역시 다

른 시공간을 중첩시키는 초현실주의적 회화 이미지는 4.19의 기억과 군

사 정권의 정치 현실을 조각난 사건처럼 부조리하게 이미지화하며 1970

191) 김윤식, 李箱문학전집4-연구논문, 문학사상사, 1995, 11-13면.
192) 신형철, 앞의 글, 274면.
193) 장이지, 앞의 책, 74면.
194) 최문규(2010), 183-184면.
195) 방민호, 이상문학의 방법론적 독해, 예옥, 2015, 141-155면.
196) 신범순, ｢한국적 다다이즘으로의 전회와 음악적 육체성-고한용, 정지용, 이상을
중심으로｣, 34-49면.

197) 방민호, 위의 책, 163면.
198) 신범순, ｢한국적 다다이즘으로의 전회와 음악적 육체성-고한용, 정지용, 이상을
중심으로｣, 50면.

199) 장이지, 위의 책, 210면.
200) 김준오, ｢부조리와 예술의 존재 의미｣, 작가세계 2(2). 작가세계, 1990, 69면.
201) 조성희, 앞의 글, 3면.
202) 장이지, 위의 책, 209-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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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사회상을 풍자한다.203) 즉, 남성 예술가들의 초현실주의를 비롯해

김채원의 초현실주의적 양식이란, 그 뒤에 당시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유

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상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을 뮤즈화하는 남성 예술가들의 특징은 김채원의 초현실주

의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전후 초현실주의 시론을 창작 방법론으로 삼은

조향204)은 다다와 초현실주의 다양한 미학을 하이브리드적으로 조합한

언어 실험을 개진해나갔는데, 뮤즈로서의 여성을 내세우고, 여성에 대한

탐닉으로써 기존의 윤리를 위반하고자 한 것은 조향의 방법론의 특징이

다.205) 이제하 작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의 특성으로 1)미술적·회화적 상

상력의 문학적 수용, 2)6.25 전쟁, 4.19 혁명, 5.16 박정희 쿠데타, 남북통

일 등 역사적 사건들의 개입, 3)여성의 신화화와 에로티시즘에의 경도,

4)한국의 샤머니즘과 처용 등 전통 설화와의 융합, 5)김춘수와 같은 언어

실험이 꼽힌다는 점206)에서도 알 수 있듯, 이제하 역시 초현실주의적 여

성 이미지를 차용했다. 이제하 소설에서 신비한 여성의 육체는 해체와

재구성되어 형이상학적 융합을 지향한다.207)

초현실주의의 일방적인 여성의 묘사는 뮤즈로서의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이상화함으로써 여성을 비합리성과 동일시하는 가부장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데,208) 김채원 소설의 꿈꾸는 여

성 화자들은 “여성에 의한 초현실적인 힘과 지배”, 남성에 대한 “성적

이미지, 도착”을 표현하며,209) 남성의 욕망에 여성 이미지를 종속시키기

보다 여성의 욕망을 체현하는 이미지를 그려냄으로써 신화를 전복한

203) 오은엽, ｢이제하 초기소설에 나타난 회화 이미지 연구｣, 현대소설연구 52, 한
국현대소설학회, 2013, 331면.

204) 언어 감각, 문체론의 층위에서 초현실주의적 방법론을 도입한 조향은 다다와
초현실주의 다양한 미학을 하이브리드적으로 조합한 언어 실험을 개진해나갔다
는 점이 돋보인다. (장이지, 앞의 책, 172면.)

205) 장이지, 위의 책, 171-208면.
206) 조성희, 앞의 글, iii-5면.
207) 오은엽, 위의 글, 323-341면.
208) Anna Watz, “‘The Problem of Woman’: Surrealist Feminities and
Masculinities”, in Angela Carter and Surrealism:‘A Feminist Libertarian
Aesthetic’, Routledge, 2017, p.38.

209) 휘트니 챠드윅, 앞의 책,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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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0) 반복되어온 의미작용에 균열을 내는 행위성으로써 객체화된 여성

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것이다.211) 전통적 역할로부터 뛰쳐나오려 했던

서구의 여성 초현실주의자들이 어머니를 신화화하기보다 “개인의 현

실”212)에 집중하며 “피로에 지치고 두려움에 자율성을 잃어버린다는 모

성에 얽힌 갈등”213)을 강조했듯, 김채원은 밥상을 깨부수고, 임신의 느낌

에 메스꺼워하고, 일상에 지친 현실적인 주부를 표현해낸다. 모성이 본질

적이라는 관념을 전복하는 것이다.

전복적 실험을 거듭한 끝에 김채원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미덕

과는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깨달음”214)에 도달한 여성

인물(｢겨울의 환｣)을 그려내며, 모성적 사유의 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한

다. “아이가 딸린 가정생활을 보내는 일 따위는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

고 작품에 “모성적인 여성은 거의 나오지 않는” 유럽의 여성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 달리,215) “일을 하는 여성이 우월하다고 보는 시각 같은 것

도 시정”216)되어야 하고 “어디든 자신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으면”217)

그것이 여성운동이라 생각하는 김채원은 다양한 어머니들을 화자로 등장

시키고,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빈번히 그려내며, 전통적인 모성을 부정

하기보다 모성을 활동과 행위로서 새로이 사유한다.218) 김채원은 “여성

210) 휘트니 챠드윅, 앞의 책, 158-160면; 여성을 신화화한다는 구조 안에서 전복을
꾀한다는 것은 결국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초현실주의의 여성주의적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는 연구자들도 있지만, Watz는 권력에서 순수하
게 벗어난 정치적 입장은 없다는 주디스 버틀러의 말을 인용하며 가부장제의 밖
이 없는 공간에서 여성의 욕망과 쾌락을 표현하는 것의 여성주의적 가능성을 주
장한다. (Anna Watz, “Conclusion: Feminist-Surrealist Bricolage and
Performativity”, Ibid., p.169.)

211) Natalya Lusty, “Conlusion: Disturbing the Feminist Subject”, Surrealism,
Feminism, Psychoanalysis, Routledge, 2016, p.152.

212) 휘트니 챠드윅, 위의 책, 139면.
213) 휘트니 챠드윅, 위의 책, 187면.
214) 김채원(1990), 66면.
215) 휘트니 챠드윅, 위의 책, 185면.
216) 김채원, ｢여성운동｣, 중앙일보, 1991.7.17.
217) 김채원, ｢여성운동｣.
218) 사라 러딕에 의하면, “어머니 역할을 하나의 정체성이나 고정된 생물학적 또는
법적 관계보다는 활동으로 해석할 때, 사람들은 어머니를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
리고 다양하고 종종 변화하는 성적, 사회적 여건 속에서 여러 시기에 걸쳐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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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들의 두려움, 욕망, 기대, 앎의 방식에 대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강조-인용자)”을 지향하면서,219) 어떤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 비폭

력적으로 사는 방식들을 창출”하고자 한다.220) 어머니와 아이들의 관계

를 통해 “상처 입기 쉬운 육체적 존재자들의 … 차이, 연약함 그리고 빈

궁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생명에 환영할 만한 응답을 만들어내려고 노력”

하는 모습을 담아내고자 한 것이다.221) 밥상을 깨부수는 성정을 지녔지

만, 밥상을 차리는 행위를 해나감으로써 “이성의 남성[(Man of

Reason)-인용자]이 제안한 질문들로 무장(강조-인용자)”되어 사유하는

것이 아닌 “어머니로서 … 스스로 사유”하고 어머니의 “지적인 삶”을 사

는 것,222) “어머니로서 사유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원치 않

았던 공격을 받”223)는 상황으로부터 “폭력의 고통 없이 … 가치를 담지

한 평화를 창출하는 것”224)이 김채원이 발견한 가치다. 이러한 사유는

“자신이 속한 문화 방식에 따라 여성이 되는 즐거움뿐 아니라 상처입기

쉬움과 착취를 경험(강조-인용자)”하고, “모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기대

를 받아” 온 여성들의 상황에 귀를 기울인 결과이며,225) 그간 “어머니에

게 고통을 준 경멸을 전제한다면, 경청한다는 것은 하나의 저항 행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226)

‘진보적’ 여성주의 관점에서는 전통으로의 회귀로 간주될 수 있을지 모

르는 모성적 사유가 초현실주의적 상상력과 결합될 때, 김채원은 여성을

비롯한 진보적 역사의 타자들의 삶을 설명할 새로운 언어를 찾는다. 그

다른 삶을 사는 자로 간주”할 수 있다. “어머니는 이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그리
고 독신자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며, “특정한 가족 체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라 러딕, 이혜정 역, 모성적 사유-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철학과 현실사,
2002, 18면.) 어머니역할의 활동이 “특별히 여성만의 것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으
며, 출산과 어머니 역할은 분리된다.(사라 러딕, 위의 책, 19면.)

219) 사라 러딕, 위의 책, 95면.
220) 사라 러딕, 위의 책, 29면.
221) 사라 러딕, 위의 책, 29-30면.
222) 사라 러딕, 위의 책, 51면.
223) 사라 러딕, 위의 책, 21면.
224) 사라 러딕, 위의 책, 28면.
225) 사라 러딕, 위의 책, 94면.
226) 사라 러딕, 위의 책,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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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통해 주조되는 세계는 벤야민 식의 현재성의 세계와 유사한 공간

으로, 회귀하는 전쟁의 기억과 현재가 합쳐져 구성되는 소설 공간은 미

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윤리적 만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김

채원은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을 통해 근대 문명이 부과하는 가부장적 신

화를 전복하는 한편, 아이를 양육하는 주부의 삶을 초현실주의적으로 탐

구하는 모성적 사유를 덧붙임으로써 결국 ‘관계’의 메시아적 힘을 찾아내

고 어떤 여성, 어떤 역사의 타자의 목소리든 담을 수 있는 소설이라는

언어를 발견했다.

따라서, 본고는 김채원의 환(幻)이 합리화된 진보적 질서에 다시금 마법

을 걸어서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경이’를 불러일으키는 초현실주의적 상

상력이라는 가설 하에 김채원의 소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채원의 소설

에서 예술이 “꿈과 현실을 화해시킬 그 어떤 창의적인 일”227)이라 언급

되었듯, 환이란, “겉으로는 상치되는 꿈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두 상태”

가 해소되는 초현실을 의미하며,228) 김채원이 소설을 통해 그러한 초현

실에 도달함으로써 여성의 삶에 관한 문제들의 해결하고자 했음을 밝히

려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김채원 소설에서 기억과 환상, 사물이나 인물

과의 우연한 만남, 이질적 육체의 성적 합일과 같이 그 형태가 변화하는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은 여성의 삶이라는 구체적인 서사와 결합됨으로써

서로 다른 상실을 지닌 취약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언어를 창조해

냈다. 결론적으로, ‘환’에 기반한 소설의 창조가 김채원식 혁명의 실천이

었으며 김채원이 다른 타자들과 연결되는 방법이었음을 논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아버지 김동환과 어머니 최정희의 문학관을 살펴

보고, 김채원의 초기 단편 소설을 읽어봄으로써 김채원이 그들의 문학관

의 전유와 전쟁의 경험으로부터 진보적 역사, 물질 문명, 가부장제를 문

제시하며,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을 통해 그러한 진보 질서를 전복하고자

했음을 논할 것이다. 3장에서는 김채원이 진보적 질서를 전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객관적 우연’의 형식과 모성적 사유를 통해 타자의 시간성

227) 김채원, ｢흐름 속으로-등잔｣, 현대문학 769, 현대문학편집부, 2019.1., 51면.
228) 앙드레 브르통, 앞의 책, 75-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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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새로운 질서와 언어를 만들고자 한 양상을 살펴본다. 고립되어

기억으로써 질서에 균열내고, 환상으로써 질서를 전복하려던 여성 화자

들은 사물이나 인간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질서와 원칙

을 새로이 확립해나가고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 사랑으로써 창조한 예술

은 진보적 질서로 인한 상처를 치유한다. 4장에서는 전쟁의 기억과 ‘역

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텍스트들과 ｢환｣ 시리즈를 중심으로, 김채원이

소설이라는 미적 언어를 통해 역사주의적 역사에 대항하는 현재성의 세

계를 구성하는 양상과 그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와 현재의 관계

로서의 역사를 통해 김채원이 찾은 것은, 전쟁이라는 파국이 결국 ‘너’와

‘나’의 관계의 문제라는 점, 사랑을 통한 너와 나의 만남으로써 역사의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아적 계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타

자와 연결되기 위한 소설을 쓰는 과정이 ｢환｣ 연작에 형상화되었음을 밝

힘으로써 김채원에게 소설이란 몽상의 미학을 지니는 미적인 언어인 동

시에, 타자와 연결되기 위한 윤리적 글쓰기임을 논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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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현실주의의 체득과 진보 질서의 균열 시도

2.1. 가족사에서 비롯된 몽상의 감각

이 절에서는 김채원이 전쟁과 분단이라는 유년 시절의 경험과 꿈, 환상

의 모티프가 나타나는 시인 아버지, 소설가 어머니의 문학을 통해서, 현

실을 하나의 고정된 현실이 아닌 신비와 구원이라는 비합리적 요소를 간

직한 초현실주의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논증하고

자 한다. 김채원 소설에 6·25 전쟁기의 사건이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

에서 전쟁의 경험은 김채원의 문학관의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채원의 수필과 소설이나 김채원의 모습이 기록된 글

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김채원은 전쟁으로 아버지 김동환을 상실한

한편, 전후 어머니 최정희를 중심으로 다른 문인들과 새로이 관계를 맺

음으로써 전쟁의 현실로부터 꿈을 꾸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대구 피란 시절,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

가 없으면 때로 오후 늦게 석류나무집과 감나무집을 찾아갔다. 벌써

여러 차례 어머니를 따라갔기에 혼자서도 길을 알았던 듯하다. 먼저

석류나무집에 가서 대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 마당에 상 몇 개를

잇대어 붙여놓고 가득 앉아 있는 문인들을 볼 수 있다. … 그 정겹

고 훈훈했던 낭만적 분위기, 이제 뒤돌아보면 전시였기에 가능했던

그야말로 앉은 자리가 꽃자리 되기를 꿈꾸던 사람들 모습이—사진

을 보는 순간 아프다.229) (강조-인용자)

피난지를 “낭만적 분위기”라고 표현하며 “전시였기에” 문인들이 꿈꾸는

것이 가능했음을 강조하는 김채원의 글은, 당시 아이였던 김채원에게 전

229) 김채원, ｢사진 한 장｣, 현대문학 759, 현대문학편집부, 2018.3.,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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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기가 참혹함 안에 꿈과 낭만이 숨겨진 사건으로 비춰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쟁기를 거쳐 1957년까지 살았던 동숭동 집이 묘사된 글들에는 전

쟁을 구원이라는 비밀을 담지한 신비하고 초현실주의적인 것으로 보는

김채원의 시각이 두드러진다.

전쟁을 지나고,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대면서 사철의 변화를 온몸으

로 앓아 가면서 견뎌냈기 때문일까, 그토록 무엇인가를 사람 마음

속에 깊이 새겨주는 힘을 그 집은 가지고 있었다.230)

나는 무언가 속삭여 대는 듯한 속삭임에 의해 그것들을 종이에 끄

적거렸던 것 같다. 그것이 바로 창의의 욕구였던 것을 이제와서 깨

닫는다.

그 속삭임은 이제껏 계속되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년에 살던

동숭동 집으로 그 줄은 이어진다. … 계절에 몸을 던져 늘 몸살을

앓던 집, 전쟁을 겪느라고 폭탄에 뒤흔들며 사방이 뒤틀린 집. 여름

이면 꽃사태를 만났고, 비가 오면 산사태에 집이 떠내려 가려 하였

으며 겨울이면 약수가 밖으로 새어나와 결국 마당 전체에 두꺼운

얼음층을 형성하여 얼음 위에 위태롭게 집은 서 있었다.231)

아버지는 그 집에서 인민군에게 잡혀 갔고 어머니는 새벽이면 머

리맡에 불을 켜놓고 엎드려 글을 쓰곤 하였다. 우리집에 놀러 오시

던 분들, 우리가 아저씨, 아줌마라고 따르던 분들은 후에 커서 보니

전부 소설가나 시인, 화가였다.

지금 돌아다보니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이면 누구라도 필연적으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 길이 찾아지지 않고 등불이 보이

지 않을 때일지라도 글을 쓰는 일로써 찾아보려 애를 써왔던 것 같

다. … 어두운 밤에 떠내려간 길에서 어머니와 우리가 등불을 비추

어 한 소녀를 끌어 올리던 이미지를 나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230) 김채원(1993), 114면.
231) 김채원, ｢기수상 작가 문학적 연대기-역으로 승리의 과녁을 맞추는 일｣, 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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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문학은 이 이미지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을까.232) (강조-인용

자)

먼저 수필에서 김채원은 동숭동 집을 전쟁을 겪어 사방이 뒤틀린 채로

사계절을 온몸으로 앓으며 버티고 있는 곳으로 형상화하며, 어머니와 함

께 그 집 앞 도랑에 빠진 여성을 구해낸 일이 자신의 문학을 집약한다고

쓴다. 즉, 아이들과 살아나가기 위해 치열하게 글을 쓰면서 “무엇보다도

‘계속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지”233)를 표명하고, “남자가 만든 세계가 멸

망해도 여자는 살아간다”234)는 페미니즘의 메시지를 실천했던 최정희의

삶의 방식에 따라, 김채원에게 전쟁이라는 사건을 참아낸 동숭동 집은

고통의 이미지보다는 “등불을 비추어 한 소녀를 끌어 올리던 이미지”,

글이라는 등불을 간직한 이미지로 기억되는 것이다.

김채원이 동숭동 집에 대한 인상을 써내려간 소설이라고 밝힌 ｢얼음집｣

(한국문학, 1977.8.)235)에서 전쟁을 겪은 집이 상처를 감수했기 때문에

신비를 간직했다고 씌어지며 초현실적인 장면으로 그려지는 점은, 김채

원의 전쟁 경험이 김채원이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을 배태하는 데에 일조

했음을 방증한다. 이 소설은 김채원 자신의 가족사에 기반한 이야기로,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아내와 두 아이의 고투를 담는다. 생존을 위해 작

가가 된 아내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괴로워한다. 아이들의 작은 실수

에도 울음보를 터뜨리는가 하면, 면도칼로 동맥을 그어버리겠다고 협박

한다. 최정희의 전기에 의하면, 이는 김채원이 경험한 것이다. 최정희는

화가 날 때면 면도칼을 들고 아이들에게 죽겠다며 소동을 부렸고, 김채

원은 그때마다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 같지 않을까 잠을 이루지 못했

다고 한다.236)

232) 김채원, ｢기수상 작가 문학적 연대기-역으로 승리의 과녁을 맞추는 일｣, 305면.
233) 우에노 치즈코, ｢[경계에서 말한다-한일 페미니스트 서신교환6] 우에노 치즈코
의 여섯 번째 편지｣, 당대비평 25, 생각의 나무, 2004, 60면.

234) 우에노 치즈코, 위의 글, 60면.
235) “훗날 큰 뒤에 <얼음집>이라는 제목의 단편을 쓰기도 했는데 그 단편은 순전
히 어린 시절에 체험한 그 집에 대한 인상을 적은 것이었다.” (김채원(1993), 113
면.)

236) 서영은, ｢생의 태풍 속을 무구한 노로｣, 문학사상 139, 문학사상사, 1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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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정희가 1990년 타계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아내의 죽음이

라는 서사는 사실과 다르며, 아내의 죽음 뒤 그려지는 집의 모습 역시

최정희가 묘사하는 집들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김채원의 소설적 상

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아내의 죽음은 분단 현실로 인해 남편을

잃은 개인이 겪었던 어려움의 크기에 대한 김채원의 상상으로 보인다.

서영은이 1983년부터 1984년까지 문학사상에 연재한 최정희의 전기는

최정희가 살아 있을 때의 글로 불확실한 점에 대해서는 최정희와 통화를

해가며 썼다고 서영은이 밝힌다는 점에서,237) 최정희의 삶에 대한 기억

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전기에 따르면, 최정희는 한평생 가족

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생계형 글쓰기를 하며 고단했던 듯하다. 삼천
리사 재직 시절부터 돈벌이를 담당했던 최정희238)는 전쟁 이후에도 “살

길이 막막”하여,239) 김채원이 얼음집이라 표현한 그 집에 들어갈 때면

“자질구레한 근심 걱정”이 가득했다고 한다.240) 당시 아이들이 “소설이

엄마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241) 최정희의 고통은 극심

했다. 최정희는 부엌에 들어가다 현기증을 느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이 소설에 나타난 아내의 죽음이라는 서사의 모티

프가 된 것으로 보인다. ｢얼음집｣의 아내도 현기증을 일으켜 머리를 부

딪친 후 소의 골을 먹고,242) 최정희도 당시 낫기 위해 소의 골을 먹었다

290-291면.
237) 서영은, 강물의 끝, 문학사상사, 1984, 145-146면.
238) “아이의 아버지는 여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그는 늘 나가다녀도 일전
한푼 들고 들어오지 못했다. … 그녀는 다시 삼천리사에 복직했다.” (서영은, ｢
생의 태풍 속을 무구한 노로｣, 문학사상 131, 문학사상사, 1983.9., 240면.)

239) 서영은, ｢생의 태풍 속을 무구한 노로｣, 문학사상 135, 문학사상사, 1984.1.,
135면.

240) 서영은, ｢생의 태풍 속을 무구한 노로｣, 문학사상 136, 문학사상사, 1984.2.,
289면.

241) 서영은, ｢생의 태풍 속을 무구한 노로｣, 문학사상 136, 문학사상사, 1984.2.,
294면.

242) “그 후 한 달쯤 지나서 아내는 두 아이를 남긴 채 가버렸다. 손목은 곧 나았지
만 워낙 연약했던 몸에 더 약해진 아내는 곧잘 현기증을 일으켰고 물을 긷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얼음판에 넘어졌다. …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머리 아픈 데
에 묘약이라는 소의 골을 푸줏간에 부탁하여 사왔다.”(김채원 외, 먼집 먼 바다
, 전원, 1990, 207면,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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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아내와 최정희는 유사하기 때문이다. 당시 최정희는 하루치

입원비도 없어서 병원에서 도망쳐 집으로 왔다고 하는데, 소식을 들은

동료 문인들이 모금을 하기도 했으나 남의 신세를 지기 싫었던 최정희는

집에 누워 있기를 택한다.243) 당시 최정희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엿볼 수

있는 지점으로 김채원 소설에서 최정희와 유사한 경험을 하는 아내가 죽

는 것은, 어려운 생계를 홀로 헤쳐나가며 입원비조차 없어 상처를 참아

야 했던 여성의 고통과 그 고통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공포와 고통이라는

이중적 고통을 형상화한 결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고통 끝 죽음 뒤 전쟁의 폭탄으로 기울어져 허물어

져 가는 이 집이 “음울”, “비밀”, “괴괴한 정적”, “귀신”이라는 비현실적

인 단어들로 표현되는 동시에, 신비와 구원을 간직한 공간으로 그려진다

는 것이다. 이는 생계를 담당하며 집값을 걱정해야 했던 최정희가 묘사

하는 집과 구분되는 부분이다. 동숭동 집 이전에 살았던 돈암동 집(｢흉

가｣, 조광, 1937.4.)과 ｢얼음집｣의 소재인 동숭동 집(｢탄금의 서｣)에 대

한 최정희의 서술과 비교할 때, 김채원이 의도적으로 환상적으로 집을

그리려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이의 눈으로 전쟁기를 바라보며 음울한

집에서 구원을 발견하는 김채원의 독특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1) 일이 어찌 되노라고 그랬는지 어쨌든 한 삼십분만에 집주름이

데리고 온 집쥔이란 사람은 집세를 한달에 십원씩 석달치 삼십원만

내어주면 당장에 이사를 해도 상관 없다고 허락할 뿐만 아니라 벌

써 육칠년을 두고 지내 본 일이지만, 삼사원짜리 방 한칸을 얻자 해

도 보증금이니 선세니 해가지고 사오십원나마의 돈이 있어야만 하

는 건데 그 집은 방 셋에 부엌 있고 마루 있고 뜰이 넓고 그 위에

경치가 좋고 한데, 보증금도 없고 선세 여러 달치 내라는 말도 없이

직업도 식구도 묻지 않고 그저 수월히 내어주는 데는 무슨 까닭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나는 그보다 집주인 입에

서 내게 불리한 다른 말이 떨어질까 하는 초조한 마음에서 저녁 여

243) 서영은, ｢생의 태풍 속을 무구한 노로｣, 문학사상 136, 문학사상사, 1984.2.,
296면.



- 43 -

섯시에 돈 삼십원을 갖다준다는 약속을 굳게 굳게 하고 돌아왔

다.244) (｢흉가｣)

｢이달에는 삼시버이나(삼십원이나) 훌쩍 집에다가 밀어였으니 월

급 탈 것두 엘매 없구 무스거 먹구 살겠는지.｣

｢글쎄 걱정 마세요, 내가 다 할 테니…… 문깐방에다 학생 둘만 두

면 밥값으루 쌀 사구 나무 사구 내 월급은 집세 주구 용돈 쓰구 할

텐데 뭘 그러세요.｣245) (｢흉가｣)

도무지 나는 내 병을 염려한 일이 없고 도리어 우리집 식구들의

생활만이 걱정되었었는데 정말 그날 밤 내가 긴 머리채를 감아쥐고

미친 안주인이란 그 여자에게 실컷 얻어맞던 꿈을 꾼 것을 생각하

니 완전히 힘을 탁 잃고 말아 버렸다. 꿈에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때리던 여자는 확실히 그 안주인이란 여자였을 것이다. … 그 네눈

알맹이를 무섭게 데굴데굴 굴리며 내 긴 머리채를 몇 번 왼손으로

감아쥐고 바른손으로 죽으라고 나를 마구 때리던 것을 생각하면 몸

서리가 친다.246) (｢흉가｣)

(2) 과연 집은 마음에 들었다. 꿩이 내려오고 다람쥐가 에 와 놀

만하게 산이 마당과 인접해 있었다. 바위 틈을 뚫고 졸졸졸 흘러내

리는 샘이 마당에 있고 울타리는 아카시아와 개나리로 둘리어 있는

데 개나리는 철이 지났으나, 고개를 바짝 재껴야 나무 끝을 볼 수

있게 된 아카시아는 흰 꽃을 포도송이처럼 탐스럽게 달고 있었다.

집이 마음에 들고보니 이런 집이 쉽게 소유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

이 생겼다.247) (｢탄금의 서｣)

244) 최정희, 최정희 선집, 어문각, 1977, 381면.
245) 최정희, 위의 책, 382면.
246) 최정희, 위의 책, 385면.
247) 최정희, 위의 책, 4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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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시원치 않더라도 집을 쉬이 샀다는 일이 유쾌할 것인데 그

위에 집마저 마음에 들고 보니 몸이 공중에 뜬 것처럼 기뻤다. 사흘

뒤에 세간을 싣고 우리는 이사를 왔다. 와서 알고 본즉 집값은 십

오만원만 먼저 치르고 나머지 백만원은 석달에 노나 치르기로 했다

는 것이다.248) (｢탄금의 서｣)

(3) 담도 없는 이 집은 할머니와 함께 더욱 허물어져 갔다. 사방에

거미줄이 슬고 곰팡이가 피고 어인 일인지 나무도 죽은 가지들이

많아져 갔다. 봄이 되면 또 여전히 새순이 돋아나고 꽃들이 아귀아

귀 피어대기는 하지만 죽은 나뭇가지들 때문에 어딘가 몹시 음울해

보이는 뜰 안 풍경이었다.

그러나 무언가 비밀을 간직한 듯한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어,

산 위로 올라가던 사람들은 왠지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고 이 집을

내려다 보는 것이었다. 그늘이 많고 거미줄과 잡초로 뒤덮인 저 집

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일까. 황혼이 찾아들었다가 물러나면 괴괴한

정적 속에서 집은 산보자들의 엿보임이 두려운 듯 더욱 몸을 움츠

리었다.

…

가지 꺽어지는 소리가 너무도 큰 데에 놀라서 흠칫 물러서다가 머

리털이 성성한 웬 노파가 우물 앞에 앉아서 정신없이 이를 닦고 있

는 것을 보았다. 그 즈음 할머니는 귀신이 다된 듯한 모습으로 황혼

을 온몸에 받으며 그렇게 오래오래 앉아 소금으로 이를 닦기를 잘

했다. 저쪽 집 뒤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 왔다. 산보자

는 알 수 없는 사념에 사로잡혀 꽃가지를 든 채 한동안 그곳에서

머뭇거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어느 잊혀지지 않는 풍경, 어느 잊혀지지 않는 순간을 그 사람은

그 순간 경험한 것일까. 그렇다면 이 집은 점점 자신의 사명을 띠기

시작하는 것일까. 모든 상처를 감수해 가며 견디어내어 더욱 자기답

248) 최정희, 앞의 책, 4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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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신비를 간직하게 되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 이 집은 얼마나 더

인내하고 희생해야 될 것일까.249) (｢얼음집｣, 강조-인용자)

이 세상이 한 개의 거대한 얼음집이더라도 어린 시절의 그 얼음집

을 간직해 다오. 얼음 속을 잘 들여다보면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듯하며 그 안에 파란 풀잎이 자라던 것을…….250) (｢얼음집｣)

(1)과 (2)는 각각 최정희의 ｢흉가｣에 나타난 돈암동 집과 ｢탄금의 서｣

의 동숭동 집 장면이며, (3)은 김채원의 ｢얼음집｣의 동숭동 집의 묘사다.

(1)과 (2)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최정희의 소설에서는 집을 구하는 과

정, 흉가라는 사실, 집세로 인한 생활에 대한 걱정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1)에서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집주인에게 시달리고 괴로워 하며, 공포스

럽고 위압적인 꿈을 꾸는 화자가 등장한다. (2)에서는 김채원의 ｢얼음집

｣의 소재가 된 동숭동 집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에서 역시 신비로운 집

의 모습보다는 집값에 대한 설명이 두드러진다. 즉, 최정희의 시선에서

집은 집세, 집값이라는 현실의 문제와 결부되어 그려진다. 이 소설들에서

집의 신비로움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3)에서 살펴볼 수 있듯 김채원이 동숭동 집을 몽상적·환상적

인 감각을 풍겨내며 구원을 지닌 곳으로 묘사하는 것은, 김채원의 상상

력에 기반한 서술일 것이다. 소설에서 “음울”한 분위기를 띠지만 “비밀

을 간직한 듯한” 이 집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그들에게 “잊

혀지지 않는 순간”을 선사하는 곳이라 서술된다. 소설의 말미에 가서는

이 세상이 한 개의 얼음집이더라도 얼음 속을 들여다보면 맑은 물이 흐

르고 있는 듯하다는, 이 집이 가진 힘이 밝혀진다. 최정희와 유사한 인물

과 그 인물의 어머니, 아이들이 죽을 듯한 “상처를 감내”해가며 일구어

낸 이 집이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지니며 현실과 비현실이 중첩된 장면으

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는 서사는, 전쟁기 고통을 참아낸 끝에 체득

한 환상과 몽상의 힘을 암시한다. 나아가 집 안에 흐르는 맑은 물을 발

249) 김채원 외(1990), 207면.
250) 김채원 외(1990),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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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소설의 결말은, 그러한 몽상의 감각

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채원의 몽상에 대한 경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생활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최정희와 달리, 최

정희라는 지붕아래서 아이로서 전쟁을 맞이했던 김채원은 몽상의 감각을

통해 수필에서 말한 꿈, 낭만, 등불이라는 현실의 이면을 포착하는 시각

을 지닐 수 있었을지 모른다.

전쟁과 관련된 김채원의 수필과 소설을 통해 김채원이 유년시절 전쟁의

경험으로 비극적인 현실을 몽상적으로, 신비롭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구

원을 찾아내고자 했다는 점을 알아보았다면, 김채원의 독특한 시각이 구

체적으로 초현실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김동환과

최정희의 문학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동환, 최정희, 김지원, 김

채원이 모두 그들의 문학에서 꿈과 환상에 대한 경도를 드러냈다는 사실

은 김채원의 소설관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문학관이 주요함을 암시하

기 때문이다. 특히 김채원이 아버지가 작사한 노래를 자주 듣는다고 고

백한다는 점,251) 김동환이 관심을 가지고 개작까지 한 <아리랑> 노

래252)를 김채원이 자신의 소설 ｢겨울의 환｣에서 차용하는 점은, 김동환

의 문학 세계와 김채원과의 관련성을 드러낸다. 전술했듯이 김채원이 최

정희와 함께 도랑에 빠진 여성을 구해낸 일이 자신의 문학의 시초라고

언급한 만큼, 최정희의 영향을 빼놓고는 김채원 문학을 설명하기 어렵다.

먼저 최정희와 김채원 모두 김동환이 낙원과 더불어 ‘꿈’을 중시했다고

기억하며, 김동환이 직접 다다를 언급한 바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특히 최정희는 자전적 소설인 ｢탄금의 서｣에서 파인이 꿈을 좇는 심성이

었으며, 이는 일제의 탄압 때문이라고 쓴다.253) 김동환은 낙원에 대한 감

각 또한 지니고 있었는데,254) 낙원을 모색하는 경향은 김지원이나 김채

원에게서도 이어지는 양상이라는 점이며, 이는 참혹한 현실로부터 꿈을

찾으려 했던 김채원과 유사한 지점이기도 하다.

251) 김채원, ｢[아버지의 추억] <26>소설가 김채원｣, 조선일보, 2004.7.21.
252) 김영식, 아버지 파인 김동환-그의 생애와 문학, 국학자료원, 1994, 156-158면.
253) 최정희, 앞의 책, 427면.
254) 송기한, ｢김동환 시에서 ‘민족’의 의미 연구｣, 한민족어문학 53, 한민족어문학
회, 2008, 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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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의 낙원과 꿈에 대한 경도는 일반적으로 낭만주의적 경향으로 논

해져 왔으나,255) 김동환의 작품과 교우 관계를 살펴볼 때, 김동환의 꿈에

대한 감각은 다다적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동환

은 ｢국경의 밤｣에서 현실에 대해 몽환적 대응을 하는 청년을 그리며,

“‘떼카당’, ‘따따’”256)라 외치는 청년의 대사를 쓴다. 여기에는 김동환 자

신의 육성이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해지는데,257) “｢데카당｣, ｢다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당대 조선의 도시 문명에 대한 파인 자신의 염

증과 비판의식을 반영했다고 논하는 연구는 이 구절에 나타나는 파인의

현실 감각과 사회의식을 강조한다.258) 당시의 평론가 김억과 김기진 역

시 김동환의 시 ｢국경의 밤｣의 의의를 근대 도시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

에서 찾는다.259) 한편, ｢국경의 밤｣에는 장르 형식이 혼종적으로 결합되

는 다다 예술적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 먼저 ｢국경의 밤｣에서 직선적 시

간관은 부정되며, 여진족의 과거와 20년대의 식민지적 상황은 서로 대비

됨으로써 유토피아적 성격을 띠게 되고, 김동환에게 하나의 사회적 비전

으로까지 승화된다.260) 또한, 서사적으로 진행시키다가 창극의 희곡적 형

식을 삽입함으로써 서술의 통일을 깨뜨리고 “양식적 일관성으로부터의

이탈”을 추구하는 양식 역시 나타난다.261) 이는 “일상적인 시간체험에

제동을 거는 현상”일뿐 아니라, “비현실을 느끼기보다 극도로 강화된(물

론 때로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현실”을 담는 영화의 한 장면과 유사하

다.262) 한 장르에만 국한된 예술에 대한 개념을 해체하고자 하며, 예술적

실험의 무한한 자유를 표방하여 그 경계를 철폐하려 하는 다다나 초현실

주의의 한 특성과 비슷한 지점이다.263)

255) 송기한, 앞의 글, 352면.
256) 김동환, 국경의 밤, 제일출판사, 1978, 100면.
257) 김영식, 앞의 책, 139면.
258) 조남현, ｢金東煥의 叙事詩에 대한 硏究｣, 통일인문학 11, 건국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1979, 110면.

259) 홍승진, ｢해방 전 임화 시의 문명 비평적 애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1-33면.

260) 김영식, 위의 책, 136면.
261) 김영식, 위의 책, 137면.
262) 김영식, 위의 책, 138면.
263) 다다이스트들은 개별 예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였는데, 한스 리히터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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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 초기 맹원이었던 김동환264)이 카프에서 맺었던 교우관계 역시 김

동환과 다다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한편, 1927년 이후 경직화되어가는 카

프로부터 김동환이 제명265)되었다는 사실은 김동환이 공상의 힘을 반동

적이라 주장하는 ‘과학적 사회주의’266)에 비판적이었음을 방증한다. 제 1

차 방향전환 이전 김동환이 맹원이던 시절 카프에는 다다이즘, 아나키즘,

구성주의, 표현주의의 미술 양식이 공존했다.267) 이 시기 안석영은 김동

환 작품의 삽화를 다수 그리며,268) 김동환은 안석영과 조선일보 학예
부에서 함께 일하기도 한다.269) 안석영의 글과 미술을 살펴볼 때, 안석영

은 표현주의로 기운 다다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이는 안석영의 삽화가

표현주의자 칸딘스키의 구성과 유사하다는 관점270)으로도 이어진다. 만

문만화에서 역시 안석영은 그림과 사진을 결합시키는 포토몽타주 기법,

광의로는 콜라주 기법을 쓰며, 다다로부터 초현실주의까지 이어지는 양

식을 차용한다. 이러한 카프의 경향은 김동환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보이나, 1927년 9월 카프가 조직 개편과 함께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조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무산계급운동의 일부로서의 예술운동이라

면, “회화에서 조각, 그림, 인쇄술, 꼴라주, 사진에서 포토몽타주에로, 추상적 형식
에서 두루마리로 이어진 이미지에로, 두루마리에서 영화로, 리릴프에로, 발견물에
로, 레디 메이드에로 나아갔”다. “예술 간의 경계가 철폐됨으로써 작가들이 새로
운 양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갈등 자체가 바로 다다이즘의 진정한 특징이
라고 볼 수 있”다고 한스 리히터는 논한다. (한스 리히터, 김채현 역, 다다, 미
친신서, 1994, 93면.)

264) ｢사회주의 문학단체「카프」 초기 강령발굴|평론가 권영민씨 1926년 중외일보
등에서 찾아내|조직·성격 밝혀져　…시인 김동환 초기멤버 확실｣, 중앙일보,
1988.06.16.

265) 임규찬․한기형 편, 카프시대에 대한 회고와 문학사, 태학사, 1989, 415면; 홍
효민, 행동지성과 민족문학, 일신문화사, 1980, 374면. (박용규, ｢식민지 시기 문
인기자들의 글쓰기와 검열｣, 한국문학연구 2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94면에서 재인용.)

266) 손유경, ｢사회주의 문예 운동과 인간 본성의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27,
한국현대문학회, 2009, 52면.

267) 기혜경, ｢1920년대의 미술과 문학의 교류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8, 한국
근현대미술사학회, 2000, 25-26면.

268) 기혜경, 위의 글, 27-30면.
269) 김영식, 앞의 책, 100면.
270) 이유림, ｢안석주 신문소설 삽화 연구-192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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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념성을 확고히 하면서, 김동환은 이러한 방향전환과 재조직화를 부

정했다는 이유로 제명된다.271)

즉, 김동환은 도시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을 지니면서도, 이념적 계

급 운동만이 예술의 목적이라는 강령에는 반대하며 예술의 독자성 쪽에

손을 든 셈이다. 여기서, 김동환이 <아리랑> 노래를 기반으로 시 <아리

랑고개>를 지었으며, 김채원 역시 이상문학상 수상작 ｢겨울의 환｣에서

<아리랑> 노래를 삽입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동환의 시집 국경
의 밤의 출간을 계기로 근대 도시의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을 취지로 한

‘서정시 탈피’ 담론이 본격화되고,272) 이 서정시 탈피 담론을 바탕으로

김동환이 서정시에서 민요시라는 형식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273) 김동환이 <아리랑>의 노래를 바탕으로 시 <아리랑고개>를 1929

년 발표한 것은,274)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동환의

노랫말과 시를 오랜 기간 즐겨왔던 김채원은 서로 이질적인 장르를 콜라

주하고 융합하는 김동환의 서사 형식을 접했을 것이며, 예술적 눈을 통

해 물질 문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김동환의 문학 세계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느 정도 전유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요한 점은 김동환이 꿈을 중시하고, 일상적 시간에 제동을 거는 콜라

주 형식을 사용하듯, 최정희 역시 소설에 기억과 꿈, 신화적 모티프를 삽

입하여, 현실과 뒤섞는다는 것이다. 먼저 최정희의 주제의식을 살펴보자

면, 최정희의 작품 세계에서 여러 연구자가 주목하는 점은 여성의식이다.

최정희는 카프의 맹원은 아니었으나, 1930년대 초반 이념지향적인 범주

안에서 계급주의적인 경향을 띠는 작품들을 발표하며 1934년에는 카프

제2차 검거사건으로 불리우는 ‘신건설사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했는

데,275)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여성’의 시선에서 계급 모순을 바라보려한

점에서 최정희는 초기 작품에서부터 젠더라는 문제를 의식했던 것으로

271) 김태영, ｢조선에서 전개된 프롤레타리아음악운동에 관한 고찰-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03, 32면.

272) 홍승진, 앞의 글, 31-33면.
273) 홍승진, 위의 글, 31-33면.
274) 김영식, 앞의 책, 156-158면.
275) 박죽심, ｢최정희 문학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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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276) 여러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최정희가 ｢흉가｣를 발표한

시점부터 문학생활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여성인물들을 통해 계급의식보

다 넓은 사회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277) ｢흉가｣의 발표 이후, 최정

희는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가부장적인 제도와 규범으로부터 소

외된 여성들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그려냈다.278)

그러나 ‘여성’이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최정희가 문단과 예술계를

드나드는 ‘작가’였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최정희 소설의 꿈, 몽상, 신화적

모티프라는 미학적 방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글쓰는 여성들의 문단 데

뷔를 주선하여 자매애를 형성해나가고,279) 문학행위로 투옥까지 당하며

한국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한 최정희는 전위가 되려고 했던 작가들과 언

제나 교류하고 글을 써나갔다. 김동환이 꿈을 중시했듯, 최정희의 소설 ｢

흉가｣나 ｢정적기｣에서 현실의 굴레에 갇혀버린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가

꿈과 병의 형태로 나타난다.280) ｢인맥｣에서 역시 환영적인 세계로의 진

입으로서의 사랑의 과정이 형상화되어 신화적인 모티프를 띠는데, 이러

한 꿈, 병, 신화적 모티프의 양상은 최정희의 소설이 복잡한 미학적 구성

물임을 시사한다.281) 특히 최정희를 중심으로 모이는 정릉 그룹, 천경자

화백의 존재는 최정희의 초점이 꿈과 환상의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는 가

설을 방증한다. 정릉 그룹에는 환상적 상상력을 중시한 이제하가 있었다.

또한, 인간애정, 꿈, 환상을 체질적으로 쏟아놓는 화가였다고 평해지

며,282) 1960년대부터는 초현실주의 풍의 모호한 의식세계를 그려낸 천경

자283)와 최정희가 1960년대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284) 최

276) 박죽심, 앞의 글, 60면.
277) 박죽심, 위의 글, 78면.
278) 방민호, ｢1930년대 후반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30,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61면.

279) 손유경(2017), 390-394면.
280) 방민호, 위의 글, 88면.
281) 방민호, 위의 글, 87면.
282) 강민기, ｢천경자의 예술세계: 전설의 빛깔-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미술사학연구회, 2016, 17면.
283) 강민기, 위의 글, 15면.
284) 김채원은 1960년대에 천경자 화백, 최정희, 김지원이 함께 영화를 본 기억을 회
고한다.(김채원, ｢어느 영화관람 풍경｣, 현대문학 727, 현대문학 편집부, 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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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가 초현실주의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요약하자면, 김동환과 최정희는 자신의 작품에서 꿈과 환상,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경도를 공유하며, 현실과 기억, 환상을 콜라주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구성했다. 김동환이 다다적 경향을 띠는 카프의 예술가들과 교우

한 점, 최정희가 초현실주의적 감각을 보이는 이제하, 천경자와 교류한

점은 그들의 문학에 나타나는 꿈, 환상, 기억 모티프를 초현실주의적 양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현실주의의 목적이 “비합리적 세

계에 맹목적으로 투신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 세계를 탐구하여 협소

하고 전투적인 이성에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것이듯,285) 김동환과 최

정희는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이라는 전위적 방식을 통해서 식민지 현실,

물질문명, 가부장제를 타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김지원과 김채원이

서로의 소설을 읽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286) 김채원의 소설과

같이 김지원의 소설에 역시 ｢잠과 꿈｣, ｢마술의 사랑｣과 같은 꿈, 무의

식, 환상의 모티프가 나타난다는 점은, 최정희와 김동환의 문제의식과 미

학 방식이 김지원과 김채원에게 영향을 줬음을 암시한다. 1930년대와 유

사하게 현실의 억압 하에서 이념적 논쟁이 이루어졌던 1970년대와 1980

년대에 김채원은 김동환, 최정희, 최정희와 교류했던 문인과 예술가들의

예술관을 전유하여, 물질문명,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을 체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채원은 아이로서 전쟁을 경험하며 참혹한 거대 역사 속에서도 신비와

구원을 찾는 시각을 지닐 수 있었으며, 그러한 시각은 김채원을 둘러싸

고 있던 문인들과 예술가들의 예술관을 받아들이며 초현실주의적인 상상

력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즉, 김채원의 소설을 분석함에 있

어서, 초현실주의의 미학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방증한다. 이어지는 절

에서는 김채원의 초기 단편 소설을 살펴봄으로써 김채원이 물질 문명과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을 통해서 전복하려 했

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285) 앙드레 브르통, 앞의 책, 71면.
286) 김지원, 사랑의 예감 - 1997년 제21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97, 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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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젠더화된 도시 질서를 전복하는 상상력

김채원이 소설에 관심이 없었던 자신이 동경 유학 시절 처음 글을 쓰

기 시작했다고 회고한다는 점에서,287) 김채원의 유학 시절의 글들은 김

채원의 문학 세계의 시초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니 김지원의 에세

이에서도 드러나는 사실로,288) 작가 자신과 타인이 증언하듯 김채원에게

유학 경험은 김채원이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단초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

된다. 덧붙여서, 김채원이 1983년 쓴 소설 ｢가득찬 조용함｣(현대문학,
1983.1.)을 개작해 2010년대에 발표한 작품집 쪽배의 노래(현대문학,
2015)에 싣는가 하면, 2015년 베를린 필(현대문학, 2015)에서 1979년

소설 ｢초록빛 모자｣(현대문학, 1979.6.)를 함께 읽을 소설로 선정하는

등 초기 단편 소설에 나타난 문제의식의 지속성을 2010년대에 이르러서

도 강조함을 고려할 때, 김채원의 유학 시절 소설을 비롯해 1980년대 초

반까지의 소설들을 통해 김채원의 문학 세계 전반을 관통하는 문제의식

과 미학 방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을 앞당겨서 말하자면, 유학

시절의 소설에서는 환상과 상상력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돌아온 후의 소

설에서는 예술가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1)뮤즈로서의 남성 3)파편화된 육

체 3)콜라주와 같은 초현실주의적 상상력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며 김채

원의 초현실주의적 양식에 대한 경도를 증명하는 한편, 여성의 욕망을

체현하는 이미지들이 뮤즈로서의 여성이라는, 반복되어온 의미작용에 균

열을 낸다.289) 무엇보다 화자가 예술가라는 점에서 이 소설들을 김채원

287) 김채원(1993), 39면.
288) 김지원은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하고 신춘문예에 도전했던 자신과 달리, 김
채원은 어린 시절 많은 책을 놔두고 친구들과 놀러다니기를 좋아했고, 대학 무렵
에는 집에 놀러 오는 수많은 문인들을 보고도, 작가가 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회고한다.(김지원, 앞의 책, 392-393면.) 김지원에게 김채원이 글을 쓰겠다고 말한
시점은 일본에 그림 공부하러 갔다가 미국으로 와서 1년 쯤 공부를 하던 시점,
파리로 그림 공부를 하러 가기 직전이다.(김지원, 위의 책, 395면.)

289) Natalya Lusty, “Conlusion: Disturbing the Feminist Subject”, Surrealism,
Feminism, Psychoanalysis, Routledge, 2016,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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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술관을 대변하는 예술론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김채원 소설을 초

현실주의적 이론으로 설명할 근거가 될 것이다.

김채원이 동경, 뉴욕, 파리 등지의 진보했다고 여겨지는 대도시에서 유

학할 당시,290) 전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한국 역시 기

술적 진보로 급진적인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진보적 이념

운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도시는 다양한 권력, 억압 관계가 생성되는 대

표적 공간이 되었으며, 주류 담론으로부터 소외되고 억압된 ‘비체화된 주

체’들이 포진하게 되었다.291) 사람들은 도시에서 인종, 언어, 문화, 신념

이 서로 다른 다양한 타자를 마주하면서, 좌절, 분노, 불안과 같은 감정

의 격동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 시기 김채원은 “허공을 딛는듯한

나의 초라함”292)을 느끼고 물질문명이 발달한 대도시에 대한 비판의식을

지니게 된다.293)

이에 따라, 이 시기 쓴 소설에서 물질문명 이면의 관계 단절과 인간 소

외라는 문제의식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남녀 간

의 사랑의 불화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소설에서 대도시에서 유학하는 여

성 화자들은 물질 문명을 내면화한 남성이 강요하는 질서에 분노와 불안

의 감정, 메스꺼움과 같은 감각을 느끼면서 소외되기를 택한다. 이는, 김

채원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물질 문명을 넘어 젠더화된 도시에 대

290) 김채원은 1972년부터 집을 떠나 만 7년간 동경, 뉴욕, 파리를 전전한다. 1972년
동경에 가 동경 한국초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일하며, ‘크라식’이라는 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1975년에는 언니 김지원이 사는 뉴욕의 아트스튜던트리그에
서 공부한다. 1976년에 파리로 가서 화가 이응노를 도우며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다가, 1978년 귀국한다. 동경 하숙집 아들, 동경 시절 만난 교포 작가 이희성,
음악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하자, 파리에서 만난 화가 이응노가 새로운
문을 열어줬다고 김채원은 그의 수필에 쓴다.

291) 정현주, ｢젠더화된 도시담론 구축을 위한 시론적 검토: 서구 페미니스트 도시
연구의 기여와 한계 및 한국 도시지리학의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 한국
도시지리학회, 2016, 294-295면.

292) 김채원, ｢파리의 창｣, 현대문학 730, 현대문학 편집부, 2015.10., 214면.
293) “1970년대 초, 내가 들어 있던 하숙집 아들이, 한국은 현 정권이 국민들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어 놓고 TV나 스포츠에만 열을 올리게 해서 정권을 연장해 나
간다, 국민들의 머리가 깨이지 못하게 막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 … 그 얘기는 내
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해주었다. … 동경에서 뉴욕으
로 갔고, 뉴욕에서 다시 파리로 갔다. 무엇이라고 확실히 윤곽을 잡은 것은 아니
지만 아마도 희구하는 세계를 찾아서였을 것이다.” (김채원(1993), 2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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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대도시는 문명, 이성, 진보의

요람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남성성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서구 근대는

공간을 도시와 시골, 도시와 재생산 영역인 가정, 도시와 자연 등으로 이

분화시키고, 전자는 남성성과, 후자는 여성성과 결부시켜, 과학의 요구

조건인 객관성을 근거로 들어 전자의 우월성을 정당화했다.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영역은 객관성을 담지하지 않아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문명, 문화, 진보를 도시로, 그에 대비되는 야만, 자연을 비도

시로 인식하고,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하다는 도시라는 담론은, 젠더화된

이분법에 기초한다.294)

김채원의 특이점은, 이러한 젠더화된 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기

인한다. 김채원은 도시에서 작용하는 권력과 억압 체계에 가부장제를 겹

쳐 사유하며, 젠더화된 도시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김채원 소설에 나타

난 환상과 가부장제와의 관련성을 논하는 연구에는 변신원295)의 김채원

론이 있는데, 변신원에 따르면, 김채원 소설의 여성들은 자신에게 가해지

는 구속을 감내하며 분열적 정서를 지닌 인물들로, 지속적인 억압 장치

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의 가차 없는 논리”296)에 저항하는 여성만의

공간, 환상을 창조해낸다. 억압에 대응하여 여성 화자가 환멸을 느끼고

환상에 빠지는 것은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우회적 해체라고 변신원은 논

한다. 그러나, 김채원 소설의 “이국적 배경은 민족적, 역사적 현실에서

자유로워져 좀더 보편적인 인변신원, ｢환멸에서 환상으로-김채원론｣,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한길사, 2000.간의 문제를 통찰하는 데 도움

을 준다”, “사회문제”가 아닌 “모녀관계나 남녀관계, 친구관계에서 일어

나는 소소한 갈등” 등 “우리에게 친근한 일상들을 소재”로 다룬다는 논

의는,297) 재고할 만하다. 일상은 차별과 억압이 벌어지고 삶과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공간으로 비정치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

다.298)

294) 정현주, 앞의 글, 287-288면 참고.
295) 변신원, ｢환멸에서 환상으로-김채원론｣,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한길사,
2000.

296) 변신원, 위의 글, 114면.
297) 변신원, 앞의 글,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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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것은 외향적, 객관적이고, 사적인 것은 내향적, 주관적이라는 젠

더 이분법적 공적·사적 분리 논리299)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구분 자체를 문제시할 때, 제국의 도시들을 활보하며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지니는 여성 화자들을 그리는 소설들과, 도시에서 남성과 관계

맺은 것을 계기로 집 안에 소속되어 남성에게 분노하는 여성 화자들을

그리는 소설들이 공존하는 김채원의 문학 세계는 근대 문명이 주조해낸,

젠더화된 도시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로 읽을 수 있다. 김채원의 소설

세계에서, 제국 도시에서 살며 남성성의 도시를 경험한 여성 화자들은,

다른 소설들에서 어느 순간 외부적 배경이 지워진 ‘집 안’에 들어가있는

여성 화자로 변모한다. 그 외적 배경을 배제시킨 일상이라는 공간은, 완

전한 것으로서의 진보, 문명, 도시, 남성 관념을 부정하는 한편, ‘집 안’의

밖을 상상하게 하게 하며 은폐된 지리적 불균등을 깨우치도록 한다.300)

요약하자면, 일견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김채원 소설의 공간은 그 자체

로 도시라는 담론과 그 담론이 만들어낸 젠더적 문제에 균열을 내며, 그

298) 손유경, 앞의 책, 29면.
299) 도린 매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지방화된 삶을 산다는 논의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하는 이분법에 의거한다며, 이러한 이분법적 분리 자체를 문제
시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 논한다. 이에 대해 역자인 정현주는, “공적·사적
분리(public and private divide)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는 서양의 문
화적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젠더 이분법의 틀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이 분리
에 의하여 “공적인 남성은 외향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주체가 되”는 반면,
“사적인 여성은 내향적이며,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주체로 규정”된다고 보충한다.
(도린 매시, 정현주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55면.)

300) 데리다에 따르면, 보충물은 보충되는 것의 풍요에 더해지는 것이 되기도, 보충
되는 것의 결핍에 더해져 보충되는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한다. 다
시 말하면, 보충물은 그것이 보충하는 것의 완전한 현전(presence)을 암시하기도
하고, 부족한 현전(presence)을 암시하기도 한다. 즉, 보충물이 있어서 보충되는
것인 현전(presence)이 있는 것이다. 결국 어떤 것의 현전(presence)은 경험하는
주체가 직접 접촉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것의 보충물, 즉 재현(representation)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존재는 기원적이고, 순수하고, 자연적인 것으로,
보충물은 2차적이고, 인위적인 것으로 계층화되지만, 보충물이 있어야 현전
(presence)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현전(presence)은 언제나 연기(defer)된다.
(Serk Bae Suh, “The Location of “Korean” Culture-Choe Chaeso and Korean
Literature in a Time of Transition“, Treacherous Translation: Culture,
Nationalism, and Colonialism in Korea and Japan from the 1910s to the
1960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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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공간에 존재하는 여성 화자들의 분노, 불안의 감정과 메스꺼움의

감각은 물질 문명의 도시와 그 기저에 깔린 가부장제로부터 기인한다.

분노, 구토, 불안이라는 감정을 지니고 표현하는 것이 부당함에 대한 저

항이라는 점에서,301) 대도시에서 남성에게 분노하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먼 바다｣(현대문학, 1976.5.), ｢달의 손｣(현대문학, 1977.4.)의 여성

화자들은 젠더화된 대도시를 부당하다 느끼고 문제시하는 김채원의 인식

을 드러낸다.

｢먼 바다｣에서는 일본으로 유학 온 여성이 교제하는 일본인 남성에게

느끼는 분노가 그려진다. ｢먼 바다｣에서 화자는 도쿄에 유학 와, 금전 문

제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남성 때문에 번번히 분노의 감정

을 느끼지만, 이를 언어화하기보다 그의 질서에 순응하며 과거나 꿈에

침잠하기를 택한다. ‘나’는 자신의 유년시절을 떠올리게 해주는 바다를

변소에서 바라보면서, 현재보다 꿈에 가까운 유년기 시절을 그리워한

다302). 유년기 시절에 가지고 듣고 놀았던 “그런 것들이 그리워도 그런

것들과 내가 실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 관계를 찾을 수가 없”을

때, ‘나’에게 꿈은 “언제나 꿈으로서 그냥 멀기만” 한 것이 되어버린

다303). 화자가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는, 기차에서 만난 할머니가

“까쨩데스까.”304)라고 물었을 때다. 소설에서 시종일관 애인에게 분노만

하던 화자는 자신과 애인의 관계를 어른(화자)과 아이(남성)로 보는 타

인의 말을 “욕하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서운 소리”305)로 느끼며,

301) 불안, 증오, 절망, 분노, 혐오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혐오를 뜻하는
독일어와 불어가 ‘구토’로 번역되기도 하며 혐오의 감정이 심화되면 구토와 같은
육체적 반응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혐오, 불안, 분노라는 감정은 외
부의 폭력이나 강요로부터 배태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저항의 행위로 작용한다
는 것이다. 혐오는 실존주의에서는 부조리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고, 부당함에 대
한 저항이기도 하다. 혐오가 심화되어 분노로 발전할 때, 분노는 개인적 감정을
넘어 집단적 감정으로 작동하며 비슷한 상황 인식을 지닌 타인들과 함께 부당하
고 부정한 상태를 바꾸고자 하는 행위가 된다. 또한, 18세기 이후 근대 사회에서
분노는 자신의 욕망과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와 연관되기도 한다.(최문규, 감정의
인문학적 해부학, 북코리아, 2017, 332-342면.)

302) 조회경, ｢김채원 초기소설사｣, 지역학논집 2, 숙명여자대학교 지역학연구소,
1998, 195면.

303) 김채원 외(1990), 304면.
304) 김채원 외(1990), 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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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속에서 멀게만 생각했던 바다가 바로 창 밖에 있음을 깨닫는다. 자신

이 생각했던 관계가 깨어져버렸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달의 손｣ 역시 일본을 배경으로 하며, 일본으로 유학 온 효인이 외부

의 질서를 맞닥뜨리고 괴로움을 느끼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먼 바다

｣의 화자가 그랬듯 효인 역시 “동경에 와서 혼자가 되면서”306) 일본의

“경제적 여유”307)에 위화감을 느끼며 “외부의 모든 것”을 “쳐들어 오는

적”으로, “방안의 모든 것”을 “아군”으로 상정하는 인물이다.308) 효인이

학교의 비행기 클럽에 가입한 일본인 남성의 경제력을 부러워하고 “마음

의 여유”309)가 없이 불안감을 느낄 때, 효인과 남성은 교제를 이어나가

지 못한다. 효인이 극도의 슬픔과 무기력을 경험하는 것은 그런 남성을

만나고 일주일 후, 방값을 아끼기 위해, 즉 동경이라는 도시의 경제적 여

유에 편승하기 위해 자신의 방을 버리고 여고생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

하기로 결정했을 때다. 효인은 이사를 하며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수업에

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효인이 도시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다시 자

신의 방으로 돌아오자, 효인의 피로는 비로소 풀린다.

한편, 김채원이 유학에서 돌아온 직후 발표한 ｢나이애가라｣(뿌리깊은
나무, 1978.11.)와 ｢안개｣(학원, 1978.12.)는 대도시에 매혹되면서도 문

제의식을 지니는 화자가 등장하며, 김채원이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을 통

해서 진보적 도시 질서에 대응하고자 했음을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나이애가라｣에서는 우연히 보게된 자연과의 만남으로 진보된

도시 질서가 구획하는 경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각하고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는 인물이 등장한다. ｢나이애가라｣의 기묘는 큰 포부를 가지고 뉴

욕에 오지만, 뉴욕에서 기묘가 보는 것은 상류층 고급 아파트 내부의 비

정상적으로 작은 하녀의 방, 바퀴벌레를 무조건 기묘의 탓으로 돌리는

백인 주인, 뉴욕을 지옥이라 말하는 화가 김 선생 등 물화된 사회다. 기

묘는 그런 사회구조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자신의 꿈이 이뤄지지 않을까

305) 김채원 외(1990), 304면.
306) 김채원 외(1990), 238면.
307) 김채원 외(1990), 244면.
308) 김채원 외(1990), 232면.
309) 김채원 외(1990),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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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 하면서도, 돈벌이를 위해 자동차 수리 일을 하며 뉴욕의 질서에

복무한다. 그런 기묘가 환상에 도취 되는 계기는 미국 밖으로 나가 나이

애가라 폭포를 보고 돌아가는 길, 자신이 따르던 질서가 아닌 외모와 행

동으로 국민됨을 판단하는 근대 국민국가310)의 모순을 마주했을 때다.

순경은 가짜 허가증을 낸, 캐나다에서 온 청년에게는 입국을 허가하고,

뉴욕에 살며 진짜 허가증을 낸 기묘는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이 다리만 건너면 맨하탄일진대 그러나 아무리 긴 다리를 걸어도

불빛에 잠겨 있는 고요한 저빌딩의 숲으로 가 닿아지지 않을 듯 요

원함을 느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휘황한 불빛이 폭포가 되어 오색

무지개를 토하며 강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굉장해서 귀

를 막고 싶을 정도 였다. 그것들은 드디어 요술을 부려주고 있었

다.311)

이후 뉴저지로부터 뉴욕을 바라본 기묘는 거대한 욕망을 끌어안은 맨하

탄의 휘황한 불빛의 파편들이 모여 폭포처럼 “토”하는 것 같은 콜라주적

상상력을 발휘하며 도시에 대해 메스꺼움을 느낀다. 꿈을 잊은 채 대도

시의 질서에 복무하던 기묘가, 자연의 추락하는 물과 대도시의 구토를

알레고리적으로 포착하고 ‘경이’를 느끼며 자기 역시 추락하는 빛처럼 물

을 향해 몸을 던지는 장면은, 대도시의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을 드러내며, 진보적 질서를 따르는 주체의 몰락을 의미한다.

｢안개｣는 젠더화된 도시에 대한 김채원의 문제의식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소설로, 사물을 도착적으로 사들이며 대도시의 환등상에 도취

되었던 명기가 도시에서 만난 남성 게일의 돌발행동을 마주하고 난 후,

구두가 생명력을 가진듯한 환상과 구두에의 감정이입으로부터 경이를 느

310) 미국의 근대국가에서 국민됨은 “혈통적 동질성과 이질성, 혹은 이민국가의 여
부 등”에 의해 좌우됐다. 경계가 시민, 비시민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자
중에서도 노동자, 여성, 흑인, 이민자, 유대인 등에 대한 차별화가 적용되었다.
(김동춘, ｢한국의 분단국가 형성과 시민권-한국전쟁, 초기 안보국가하에서 ‘국민
됨’과 시민권｣, 경제와 사회 70, 비판사회학회, 2006, 3-4면.)

311) 김채원, 초록빛 모자, 나남, 1984,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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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새로운 확실성”312)의 눈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다. 명기는 길을 걷

다가 초등학교 동창인 게일을 만나는데, 장래로 나아가자며 노래를 부르

던 게일은 KS마크 시험에 떨어져 “내 인생을 도로 물르고 싶”다고 말하

거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라는 노래를 부르며 희망

이 부귀와 영화라고 말하는 게일로 변해 있다.313)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

도록 변해버린 게일을 보고 명기는 화가가 꿈이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

리고 눈을 감는데, 그때 게일은 갑자기 “한쪽 무릎을 세우고 바로 눈 앞

에 다가”들며, 명기에게 일방적인 스킨십을 시도한다. 그러한 행동 직후

명기가 “웃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웃음이 안나왔다”고 느끼는 점, 게일을

피하기 위해 “바바리와 백을 집어들고 일어”서는 행동을 하는 점은, 게

일의 행위가 명기에게 폭력으로 느껴졌음을 암시한다.314) 즉, 이때의 도

시의 거리는 남성화된 공간으로, 도시 질서에 편입한 남성 게일은 명기

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315)

게일로부터 위협을 느낀 명기는 끝까지 힘을 쓸 수 있는 무엇에 대한

소망을 느끼며 구두를 산다. 그러나 그 구두도 진열대에서 아우라가 없

어지는 순간 자신이 찾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말고, 그러한 “애처

로운 운명”316)을 지닌 세계에 감정이입해 눈물을 흘린다. 그러자 안개

때문에 “신비하게 여겨졌”던 장면은 없어지고, 가지가지 사람들이 “새로

운 확실성”을 가지고 비치기 시작한다.317) “컨닝하는 것이 왜 나빠, 남의

흉보는 것이 왜 나빠 하고 생각하”318)며, “판단력 없”319)이 살던 명기는

경제적 질서에 사로잡힌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상품과 자신이

다름없음을 느끼며 감정이입하는 환상을 통해, 도시에 대한 새로운 시선

312) 김채원 외(1990), 210면.
313) 김채원(1984), 208면.
314) 김채원(1984), 209면.
315) 레베카 솔닛에 따르면, 여성에게 거리는 향유될 수 있는 대상이라기보다 위협
의 장소이다. (레베카 솔닛, 김정아 역, 걷기의 인문학, 반비, 2017, 320면.)

316) 최문규, ｢대도시의 환등상과 배회자: 도취와 비판｣, 독일언어문학 50, 독일언
어문학연구회, 2010, 134면.

317) 김채원 외(1990), 210면.
318) 김채원(1984), 197면.
319) 김채원(1984),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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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제의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19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 김채원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더욱 주목하며 도시에서 일어나는 젠더적 폭력을 빈번히 그려낸다. 이

시기 소설에서는 미혼모, 남장여자와 같이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규범

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인물320)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근대적 남성 주체

나 규범의 질서로부터 받는 폭력이 형상화되는 한편, 결혼을 해서 가정

을 이루었음에도 자기중심적인 남성 때문에 환멸에 찬 인생을 사는 여성

들이 나타난다.321)

주목할 점은, 시인, 화가, 서예가 등 예술을 직업으로 삼는 화자들이 다

수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예술가 여성 화자들은 현실에 대한 대응방식으

로 다양한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먼저 ｢희유곡｣

(문학사상, 1979.9.)과 ｢산중기｣(한국문학, 1981.3.)에서는 여성 예술

가 화자가 남성의 육체를 상상 속에서 해체함으로써 질서를 전복하는 과

정이 그려진다. ｢희유곡｣에서는 남성에게 고통받던 여성 화가가 남성의

육체가 해체되는 초현실적 이미지를 생성해냄으로써 날개가 돋아 하늘로

날아오르고 이 세상을 관조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

소설에서 정선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322)하지만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그러한 “첫경험에서 흘려놓았던 피의 인상” 때문에 “붉은 빛을

혐오”하게 된 인물이다.323) 두 번째 남자 역시 관계를 한 정선 앞에서

정선의 친구와 손을 잡고 바람을 피우며 정선에게 상처를 준다. 이러한

남성들로부터의 폭력의 기억이 정선에게 회귀할 때, 정선 앞에는 진보를

주장하는 한 남성이 나타나는데, 소설에서 그 남성의 육체가 해체된다는

점에서 그 남성은 정선의 환상에 가깝다.

320) 주디스 버틀러는 육체의 물질성을 권력의 은밀한 효과로 보고, 육체에 사회적
인 실존의 형상을 보여주는 과정이 규제적 이상, 규범적 환상의 물질화에 다름
아니라고 논한다. 규제적 규범들을 전유하고 수용하여 그에 반복적으로 동일화됨
으로써 ‘살아질 수 없는 것’을 배제한, 규범적 육체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22-73면 참고.)

321) 변신원, 앞의 글, 123면.
322) 김채원, ｢희유곡｣, 문학사상 82, 문학사상사, 1979.9., 110면.
323) 김채원, ｢희유곡｣,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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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나는 쉽게 자극을 느낄 수가 있지, 오늘밤 같이 이렇게 우

연한 만남에서도. … 누구와 만났다하면 진보적인 것이라야 하지.

상대로 인하여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해.｣

남자의 몸은 점점 해체되어 팔과 다리는 그의 몸통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심장과 머리만이 그곳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324) (강

조-인용자)

정선은 지금 남자의 얼굴을 그리기에 열중해 있다. 가늘게 찢어져올

라간 눈과 가느다란 코와 입의 선을 그리고 팔과 다리가 몸뚱이 속

에서 해체된 듯이 그려넣으니 악마처럼 보였다. 그래서 으스레 쳤

다.325)

그의 몸이 다시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의 검은 우단바지 속에서 무

릎이 나사가 풀리듯 따로 놀았다. 그의 굽은 등은 목과 많이 비틀린

각도에서 움츠리고 있었다. 정선은 일정한 빛깔이 없다고 말하는 무

색의 그를 우물을 들여다보듯 들여다보았다.326)

그때 이상한 느낌이 그녀에게 찾아들었다. 양 어깨죽지에서 날개 같

은 것이 돋아나는 것을 느꼈다. 푸드득푸드득 흰 날개가 달빛에 차

백히 빛나고 있었다. 정선은 뒤 돌아 그 날개를 보았다. 몸이 조금

씩 떠오르고 있었다.327)

이 남성은 진보를 강조하며 새로운 것의 자극을 추구하는 인물으로, 중

요한 점은 정선이 이 남성의 말을 듣고 상상 속에서 남성의 육체를 해체

해버린다는 것이다. 자주 그림을 그리는 정선은 그러한 육체를 화폭에

담는다. 이러한 몸의 파편화, 조각화는 달리, 마송, 마그리트 등 초현실주

324) 김채원, ｢희유곡｣, 112-113면.
325) 김채원, ｢희유곡｣, 115면.
326) 김채원, ｢희유곡｣, 119-120면.
327) 김채원, ｢희유곡｣,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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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가들이 관습적 기준을 전복하고, 세계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혼합,

재구성하기 위해 생성해내는 이미지다.328) 정선이 진보를 주장하는 남성

의 육체를 머리와 가슴만 남긴 채 팔, 다리를 떼내어버리는 장면, 일정한

빛깔이 없는 무색으로 그를 들여다보는 장면은 팔, 다리로 행동하기보다

이성과 자극만을 추구하는 근대적 주체를 텅 비었다고 여기는 정선의 인

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환상을 통한 인식 하에서 화폭에 초현실적 이미

지를 그려낸 정선은 결국 날개를 달고 날아오른다. 이상과 구인회의 날

개 모티프329)를 떠오르게 하는 이 결말은,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으로써

새로이 현실을 인식할 수 있고, 그러한 인식 방식으로써 현실을 전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초현실적 몸의 이미지는 ｢산중기｣(한국문학, 1981.3.)와 ｢물 위에 어린

그림자｣(월간조선, 1981.8.)에서도 폭력에 대응하는 한 방식으로 나타난

다. 1980년에 김채원이 결혼하면서, 김채원의 소설에는 결혼한 여성이 남

편으로부터 받는 폭력과 이에 대한 여성의 대응이 빈번히 형상화된다.

먼저 ｢산중기｣에서는 환영을 통해서 받은 힘을 통해 남편의 폭력과 자신

을 둘러싼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여성 서예가가 그려진다. 소설에서 아내

가 “예쁘지 않은 것을 불만해”330)하며 발길질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전

남편을 둔 여성은 “단 하나의 숨구멍이 바로 환상”331)이라 말하며, 전남

편과 헤어지고 사랑을 나눈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그의 눈끝이 길게 찢어져 올라갑니다. 눈끝은 점점 더 길게 얼굴 밖

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하게 섬득 섬광 같은 것이

328) 조윤경, 초현실주의와 몸의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2008, 49-51면.
329) 김동인은 날개짓이 식민지 현실을 만들어낸 문명을 전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사유했으며, 정지용은 김채원과 유사하게 날개 돋친 아이를 그려낸다. 이상에게
나비의 날개는 식민지 공간을 규율하는 논리 너머를 내다보는 벽지를 찢어버린
다. 구인회의 날개 모티프에 대해서는 신범순, ｢1930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1)-구인회의 ‘별무리의 사상’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2, 서울대
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16-17면과 신범순, ｢이상 문학에서 글쓰기의 몇 가지
양상-변신술적 서판을 향하여｣, 이상리뷰 3, 이상문학회, 2004, 92면 참고.

330) 김채원(1984), 168면.
331) 김채원(1984),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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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갑니다만, 내가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그는 본래의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332)

그가 자루를 뒤집자 색색가지의 조각천들이 쏟아져 나왔읍니다. …

그는 글씨를 보여주려던 것도 잊고 조각천들 속을 헤엄치듯 다니면

서 이걸로 당신 저고리 해입으시오. 이 색도 참 예쁘지 않소. 손바

닥만한 천조각을 내 얼굴에 갖다대곤 했읍니다. 그때 또 이상하게

섬광 같은 것이 번뜩 지나갔고 그의 눈은 얼굴 밖으로까지 깨져 나

갔읍니다.333)

‘그’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헷가닥했다고”334) 말해지며 광기를 지닌 인

물로 그려지는데, 광기는 초현실주의에서 일종의 ‘확장된 상상력’이라는

점에서,335) 그는 무의식과 환상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사랑이 새로운 인

식의 욕망이자 쟁취일 때336), 그와의 사랑은 무의식을 통한 현실 인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의 눈이 얼굴 밖으로 깨어져 나가며

몸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장면은, 그

와의 사랑으로써 얻은 초현실적 인식 체계를 의미한다.

사랑은 현실에 어떤 끈도 닿고 있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온몸의 종이 한 번 울려보았다는 것, 그런 어떤 희열을 맛보았다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현실을 초월하는 것에의 가능성을 엿보

이게 해준 사다리 같은 것이었다고 할까요. 그 사다리를 자꾸만 자

꾸만 타고 올라가면 결국 어딘가 도달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불가사의한 도약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337) (강조-인용자)

332) 김채원(1984), 174-175면.
333) 김채원(1984), 175면.
334) 김채원(1984), 175면.
335) 앙드레 브르통, 앞의 책, 64-65면.
336) 신현숙, 앞의 책, 129면.
337) 김채원(1984),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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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공부 외에 모든 것을 생략하며 살라고 그가 말하였지요. 어

디에서나 자기자신이 주인이 되면 있는 그곳이 다 진실이라고도 말

하였읍니다. 그렇다면 환영과 진실은 어떤 함수관계를 갖게 되는 것

인지 나는 약간 고개를 기우뚱한 채 매일매일 부지런히 붓으로 선

긋기를 하였읍니다.338) (강조-인용자)

문밖에 나서면 어디로 가야할지 도무지 자신이 없기만 하던 그전의

나는 이미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어느새 내게 붙여준 힘입니다.339)

(강조-인용자)

화자가 사랑하는 그의 몸(환상)은 밖(현실)으로 침투해가며 화자로 하

여금 “현실을 초월하는 것에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며, “환영과 진실”의

관계에 대해 사유하게 한다. 부지런히 선긋기 하던 화자가 “그가 어느새

내게 붙여준 힘”으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던 “그 전의

나”에서 벗어나 마을을 떠나는 결말은, 의식을 초월하는 무의식이라는

인식 체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초현실적 몸의 이미지는 ｢물 위에 어린 그림자｣(월간조선, 1981.8.)에
서도 폭력에 대응하는 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화자가 예술가 인물은 아

니지만, ｢물 위에 어린 그림자｣는 자기중심적인 남편 때문에 분노하던

아내가 환상을 마주하게 되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그’는 아내가 있음

에도 방을 비닐 장막으로 모두 막고 홀로 방안에서 사색과 취미 생활을

즐기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을 “문화의 횃불을 든 사람”340)이라 표현하

고 “고전에 나오는 인물들”341)과 자기를 동일시한다. 자신을 고전의 인

물들에 빗대며 “시간이란 결국 아무것도 아니”342)라고 말하는 그는 일견

객관성, 합리성, 영원성, 보편성에 그 근거를 둔, 조화롭고 완성된 규범으

로서의 미술을 추구하는 고전주의를 연상케 하는데, 그는 아내인 ‘그녀’

338) 김채원(1984), 179면.
339) 김채원(1984), 180면.
340) 김채원(1984), 242면.
341) 김채원(1984), 242면.
342) 김채원(1984),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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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요구만 할 뿐, 그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가 하는 얘

기들을 귀담아 듣지만, 그는 그녀가 하는 얘기를 듣지 않는다.

이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녀에게 회귀한다. 어린 시절, 거인이 어디엔

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동네 아이들은 찾으러 가지만 그녀는 그 거

인을 찾으러 가지 않았던 기억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환상

을 보고 무엇을 욕망하고 성취하기보다 “자기의 것”343), 즉 현실을 소중

히 여기는 데 집중했음을 깨닫고 안타까워 한다.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진 나비들은 가느다란 실에 꿰어져 있기 때문

에 언제나 창가에서 자유로이 날고 있는 듯 보인다. 나비를 보고 있

는 사이 그녀의 머리카락속에선 매일 조금씩 더듬이가 자라고 있는

것을 그녀 자신도 모른다.344)

그가 낚시를 떠난 것은 그로부터 한달쯤 뒤다. …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선 더듬이가 좀더 삐죽하게 솟아나왔다. 그녀는 이 꽃 저 꽃 속

으로 한없이 날아다니며 더듬이로 더듬어 단꿀을 빨기도 하고 꽃잎

을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잠깐 앉았다가 나는가 하면 깊이 깊이 꽃

잎속으로 파묻혀 들어가기도 했다.345)

지금이 몇 월인줄 알아, 제비들도 온다는 삼월이야, 온 집안에 구멍

이란 구멍은 죄다 틀어막고 숨이 가빠서 살 수가 없어, 좋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좋아,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데야 내가 뭐라 하

겠어, 그 말 한마디로 족해, 난 가겠어. … 저기 거인이 서 있다. 거

인이 다가오고 있다. 그녀는 가빠지는 호흡 속에서 거인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하여 더듬이를 힘껏 내뻗었다.346) (강조-인용

자)

343) 김채원(1984), 239면.
344) 김채원(1984), 235면.
345) 김채원(1984), 245면.
346) 김채원(1984),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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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그녀’는 그로부터 “숨”이 틀어막힘을 느끼며 분노하는데, 그 분노

와 함께 더듬이가 돋아나며 혼종적인 몸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런데

감각을 지각하는 더듬이가 돋아나자, 그 거인의 환상이 남편의 방 안에

서 다시 한 번 그녀에게 보이고, 거인을 찾지 않았던 어린 시절과 달리

그녀는 거인을 만나기 위해 남편이 쳐둔 비닐 장막을 모두 떼어버린다.

즉, 이 소설에서 작가는 곤충과 인간의 몸을 혼합시킴으로써 단일한 주

체로서의 인간 개념에 균열을 내는 한편, 인간의 이성과 함께 더듬이의

감각을 가진 다의적인 정체성으로써만 환상으로부터 욕망을 발견하고 이

러한 숨막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잃어진 노래｣(현대문학, 1982.5.)에서는 남성에게 복수를 위해 환상을

통한 각본을 쓰는 미혼모 화자가 등장하는데, 화자는 임신한 자신을 남

겨놓고 사라진 남성에 대해 죽음과 시간까지도 희롱하며 유희로 바꾸는

‘검은 유머’347)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잃어진 노래｣의 화자는 오래 사귄

자신을 두고서 결혼해버린 남자가 결혼한 후에도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종국에는 자신이 임신까지 하게 되자, 소설의 서술을 통해 남

자에게 서글픔과 분노감을 표출한다. 결국 화자가 내린 결론은 환상 속

에서 다른 남성을 만들어 “더욱 근사하고 완전한 정말 같은 각본을

짜”348)는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만의 승리로라도 우선 끝나”349)겠다고

다짐하는 결말은 자신만의 드라마를 만들어 세계와 타협하는 척하면서,

적의에 복수하는 검은 유머 식의 현실 전복이다. 김채원의 다른 소설 ｢

밀월｣에서 이화가 아기를 가진 것을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묘약｣에서

사귀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 산월이 자살을 하는 것과는 달리, ｢잃어진

노래｣의 화자가 복수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자신을 배신한 남성을, “세

상을 이기는 길”350)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마음놓고 정신의 끝까지

뻗을 수 있는 환상”351)을 경유한 결과다.

347) 신현숙, 앞의 책, 102면.
348) 김채원(1984), 130면.
349) 김채원(1984), 130면.
350) 김채원(1984), 123면.
351) 김채원(1984),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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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빛 모자｣(현대문학, 1979.6.)는 시인 기정이 콜라주라는 초현실주

의적 양식을 주조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초록빛 모자｣는 규범적 육체를

거부하며 남장을 하고 다니는 기정이 갑자기 소환되는 언니의 기억으로

부터 규범 질서의 폭력성을 깨우치는 이야기다. 이 소설에서 기정은 문

득, 사고로 잃은 손가락을 감추고 다니며 규범 속에서 정상적이라고 말

해지는 육체가 되고자 동일화를 시도하던 언니와, 자신의 언니에게 사랑

이 아닌 대상을 향한 정열을 부었던 남성의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

며, ｢나이애가라｣의 기묘가 그랬듯 “메스꺼워 구역질이 나려”352)하고 “분

노”353)한다. 무의지적으로 나타난 그 기억은 기정에게 누군가 자기를 조

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각성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시점에서

기정은 아직 언니의 죽음을 손가락 탓이라고 생각하며 혁명적 힘을 발산

시키지 못한다. 기정이 다시 한 번 “심한 현기증”354)을 일으키는 것은,

남장을 한 기정을 보고 경찰이 “여자야 남자야?”355)하고 성별을 구분하

지 못하며 “해괴한 의문의 대상”356)으로 간주해 폭력을 휘둘렀을 때다.

이 지점에서 언니의 기억은 다시 한 번 소환되고, 기정은 언니의 죽음이

손가락에서 온 게 아닌, 우리를 조종하는 어떤 줄에서 온 것임을 깨닫는

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바바리 속 양 어깨에 분장하기 위해 달아 입었

던 두 개의 머플러를 꺼냈다. 대강 접어서 핀으로 달았던 것이다.

우연히도 그것의 색깔들은 하나는 초록이 주조를 이루고 하나는 자

주계통의 무늬가 진 것이었다. 잠깐 망설이다가 그것들을 개천에 떨

어뜨렸다. 두 개의 머플러는 살풋이 무게도 없이 떨어져 더러운 물

에 얹혀서 흘러내려갔다.357)

352) 김채원(1984), 110면.
353) 김채원(1984), 114-115면.
354) 김채원(1984), 117면.
355) 김채원(1984), 115면.
356) 김채원(1984), 116면.
357) 김채원(1984),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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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문득 다리 끝에 초록색 모자를 쓴 아까 낮에 만난 남자가 보

였다. 남자는 한가닥 연기처럼 어둠속에서 출렁이고 있었다. 바로

저것이다. 나는 솟구쳐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이이익, 혼신

을 다 짜내어 외쳤다.

끊어라, 저 줄을 끊어라.358)

기정이 언니의 모자 색이었던 초록색 머플러와 자신의 모자 색이었던

자주색 머플러를 “무의식적으로”359) 꺼내서 물에 떨어뜨리는 장면은, 두

개의 다른 현실을 근접 병치 시키는 ‘콜라주’360)의 이미지를 생성하며,

단일한 주체가 두 이미지로 균열되는 과정을 형상화한다. 이때 기정에게

“문득” 보이는 것은 연기와 같은 남자의 환상이다. 그러한 환상을 본 기

정이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줄을 끊어라”라고 외치는 결말은, 소설

내에서 이루어진 초현실적 이미지와 환상의 생성이 기정으로 하여금 폭

력에 대해 발화하게 만드는 과정을 형상화한다. 즉, 초현실주의적 인식

방법으로써 지닐 수 있는 혁명적 힘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정은 “규제적

규범들과 동일시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는 실천”361)을 통해서 육체를

전복하는 한편, 무의식의 탐색과 초현실주의적 이미지로써 자신의 인식

과 사유 체계를 변화시킨다.

젠더적 물질 문명과 도시질서에 대한 비판을 담는 동시에 형식으로서

‘외부로부터의 폭력-환상과 초현실적 이미지 생성-혁명적 힘’의 과정을

그려내는 이 소설들은 현실의 문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사

유 체계를 바꿔야 함을 독자에게 촉구하는 한편, 예술가가 초현실주의적

358) 김채원(1984), 119-120면.
359) 김채원(1984), 119면.
360) “두 가지의 동떨어진 현실이 부적합한 도면에서 우연히 만남을 이용”하는 것으
로 정의된다. (S. 알렉산드리안, 이대일 역, 초현실주의 미술, 열화당, 1984, 70
면.)

361) 주디스 버틀러,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26면; 주디
스 버틀러는 육체의 물질성을 권력의 은밀한 효과로 보고, 육체에 사회적인 실존
의 형상을 보여주는 과정이 규제적 이상, 규범적 환상의 물질화에 다름 아니라고
논한다. 규제적 규범들을 전유하고 수용하여 그에 반복적으로 동일화됨으로써 ‘살
아질 수 없는 것’을 배제한, 규범적 육체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
(2003), 22-73면 참고.)



- 69 -

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방식을 그려내고자 한다. 이는 김채원이 초현실주

의적인 문학을 통해 자신의 문제의식을 타개하려 했음을 드러내는 한 근

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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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성적 사유와 초현실주의를 통한 미(美)의 창조

3.1. 아이로부터 획득한 타자의 시간성

2장에서 살펴보았듯, 김채원은 진보된 도시의 물질문명, 가부장제에 대

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을 통해 그러한 진

보적 도시의 젠더화된 질서의 이면을 폭로하고 질서에 균열을 내고자 했

다. 그러나 초현실주의적 ‘객관적 우연’의 형식을 통해 김채원 소설을 분

석할 때 알 수 있는 점은, 김채원이 질서를 전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근대 과학에 의해 정립된 직선적 시간관362)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질서와

언어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 우연은 사랑, 우정, 분신 등으로

나타나는 초현실주의적 양식의 하나로, 사람들이 이따금 예기치 않은 사

람들, 사물들과 마주칠 때 경이감이나 일치 현상을 지각한다면, 그러한

우연한 만남은 숨겨진 욕망이 드러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초현실주

의자들은 주장했다.363) 객관적 우연의 형식은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던

지점들을 드러내고, 현실 바깥의 현상을 표출함으로써 의식적 현실의 한

계를 폭로한다.364) 그런데, 프로이트식의 심리적 분열이나 데카르트 식의

합리적 대립과 구분되는 초현실주의의 존재 이유는 바로 ‘화해’다.365) 우

연한 만남으로써 인간은 데카르트의 합리적 인간 담론 혹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만들어낸 분열을 극복하고 탈융합 상태를 벗어나 사랑과

삶의 원칙을 선택한다.366)

362) “서구의 근대 과학에 의해 정립된 시간은 동질적이고 분할 가능한 시간이었으
며, 시계라는 척도를 통해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시간이었다. 어떠한 부분시간도
다른 부분시간과 다를 바 없어서 언제든지 수학적으로 합산 가능하다고 인식되
었던 것이다.” (김종욱, 한국 소설의 시간과 공간, 태학사, 2000, 26면.)

363) Breton(1987), p.23.
364) 신현숙, 앞의 책, 105면.
365) 핼 포스터, 앞의 책, 54면.
366) 핼 포스터, 위의 책, 54,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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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김채원 소설에서 고립되어 상상과 환상으로써 질서를 전복하려던

여성 화자들은 사물이나 인간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질

서와 언어를 새로이 확립해나가는데, 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야 했

던 것은 근대 역사학에서 여성 노동자, 빨갱이. 동성애자와 같은 ‘타자

혹은 비정상인’의 서발턴들이 언어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기 한국에서는 근대화와 발전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여성, 미성년자,

도시 하층민과 그 자녀를 비정상적이며 이질적인 타자로 간주했으며,367)

이들을 규범에 갇힌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과학적 지식체계와 질서가 동

원되었다.368) 이러한 타자의 존재는 산업화 시기를 지나 2000년대에까지

지속되어, 타자들은 무지하고 불안을 일으키는 공포 대상으로 여겨지며

차별, 배제되었다.369) 김채원 소설의 여성 화자들이 만나는 아이, 분신과

같은 여성, 현대사회의 인간소외를 비판하며 고립된 인물은 산업화 사회

의 타자이며, 화자들이 이들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

운 리듬의 언어를 주조하는 것은, 타자들의 질서를 받아들임으로써 타자

의 언어를 생성하겠다는 의지다.

이 절에서 주목할 점은 미성년자, 아이와의 만남이다. 김채원의 소설에

는 어머니 화자가 등장하며, 아이는 우연한 만남의 한 대상이 된다. 이는

“아이가 딸린 가정생활을 보내는 일은 … 생각하고 있지 않”는 여타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 구분되는 지점인데,370) 소설들에서 화자가 아이

를 통해 발견하는 것은 진보의 직선적 시간관을 탈주하는 타자의 시간성

이다. 여성 화자들이 일상에 지쳐가면서도 일상을 초현실주의적으로 바

라봄으로써 자신의 아이와 우연히 조우할 때, 이들은 자신의 과거를 현

재로 끌어올려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힘과 언

어를 얻는다. 김채원은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닌 아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사회 체계를 새로이 인식하며 어머니의

“지적인 삶”371)을 사는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한국 사회의 여성들의

367) 김원,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현실문화, 2011, 412면.
368) 김원, 위의 책, 29-31면.
369) 김원, 위의 책, 111면.
370) 휘트니 챠드윅, 앞의 책, 185면.
371) 사라 러딕, 앞의 책,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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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우러나온” 창조적 사유의 가능성을 탐색한다.372)

먼저 김채원의 수필을 살펴보면, 주부의 삶을 초현실주의적으로 승화시

켜서 새로이 바라보고자 하는 김채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수필에서 김

채원은 일상의 피로한 질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요술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논하며, 일상을 초현실주의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아이를 낳고 1981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칼럼 ｢주부일기｣에서 김

채원은 “주부란 남편과 아이들과 시장거리 동창들 그런 것과만 이어지는

작은 울타리 안의 사람일까”라 의문을 던지는 한편,373) 세상을 아이의

눈으로 본다면 “일상사의 피곤이 하나의 재미있는 요술로 변(강조-인용

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밝힌다.374) 다른 수필에서도, 김채원은 물질

만능의 현실을 아이가 가진 상상력의 세계를 통해 타개할 수 있다고 논

하며, 아이를 바라보는 모성적 사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물질주의의 마비된 양심이 자초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줄기인 부엌이 가지는 참 의미는 어느덧 희박해져 버렸다. 따라서

삶의 의미도 희박해져 버린다. 눈 비비고 보면 냉혹한 현실이다.

부엌 속에 아무리 물과 불이 숨겨져 있고 아기자기한 동화의 힘이

있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되어 가는 삶의 모습은 여실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물과 불, 동화의 힘, 이런 것으로 어떻게 될 수 없겠는가. 그런 것

으로 상쇄시킬 수 없겠는가.

부엌 속에서 어린 시절 맛보던 고향의 맛을 찾아 더듬거린다. 엿기

름을 잘 쓰지도 않으면서 눈에 뜨일 때마다 사들고 온다. 그럴 때

할머니 어머니의 손이 나타나서 위무해 주며 속삭인다.

불을 환하게 밝혀 보아라. 부엌에 딱 발을 붙이고 서 보아라. 새로

운 용기, 살아갈 힘이 그래도 솟지 않니?375) (강조-인용자)

372) 김채원, ｢여성운동｣.
373) 김채원, ｢주부일기｣, 조선일보, 1981.12.17.
374) 김채원, ｢주부일기｣, 조선일보, 1981.11.26.
375) 김채원(1993), 3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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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놀이야말로 그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창조물일 것이

다. 거기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한계라든가 부자유스러움이

없을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자유와 무한히 터진 상상력의 세계가 있

을 뿐일 것이다. 해가 지고 빛이 어스름으로 바뀌는 시간에 내일을

기약하고 돌아서는 소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유년 속의 우리의 모습

을 향수할 수 있을 것이다.376) (강조-인용자)

유년의 집이 아득히 보이는 길모퉁이에 서 있는 아이의 손을, 손을

내밀어 잡아보자…그 아이와 손을 잡는 마음을 알고 나면 또 하나

의 다른 손을 잡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나의 손을 잡고 또 다

음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손을 잡고 보면 우리는 모두 결국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하나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획일적으

로 통합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서로 북돋고 위로하고 이해하는 세계,

미지의 세계에서 솟아나는 개인의 꽃봉오리에 대한 존중이 함축되

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들의 미래상일까.

단 하나를 찾으려던 유년의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하는 세계

로 이제 확대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바다에서 경험한 충일의 그

순간을 향하여.377) (강조-인용자)

일상을 요술과 같이 바라볼 때, 아이는 “무한히 터진 상상력의 세계”를

떠올리게 하고 “유년 속 우리의 모습을 향수”할 수 있게 한다. 그럼으로

써 “아이와 손을 잡는 마음”을 상기하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아이를 바라보는 모성적 사유로써 발견한 아이 시절의 기억과 상상력의

세계를 통해 “물질 만능, 무감각, 마비”의 현실을 “살아갈 힘”과 “새로운

용기”를 지닐 수 있음을 김채원은 강조한다.

김채원이 말하고자 하는 모성적 사유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김채원이

376) 김채원(1993), 174면.
377) 김채원(1993),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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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목해온 시간의식과 관련이 있음을

김채원의 소설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모성적 사유를 통해 아이를 바라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질서의 양상은 ｢가득찬 조용함｣(현대문
학, 1983.1.), ｢오후의 세계｣(문학사상, 1989.2.), ｢무언가｣(문예중앙,
1989.9.)에서 나타나는데, 이 소설들에서 아이는 직선적 시간관을 부정하

는 새로운 시간성을 담지한다. 소설의 화자들은 아이에 의한 새로운 시

간성의 경험을 통해 결국 진보적 질서를 타개할 시간성과 언어를 정립하

는 데로 나아간다.

먼저 ｢가득찬 조용함｣은 김채원이 ‘시간의 춤’장만을 개작하여 2015년 ｢

거울 속의 샘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김채원 소설 전반의 시간의식이

뚜렷이 나타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가득찬 조용함｣은 직선적 시

간관이 부정되며 새로운 시간의식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는 소설

로, 네 개의 다른 이야기들을 파편적으로 이어붙인 이 소설에는 ‘정오’,

‘어린이 정경’, ‘시간의 춤’이라는 부제들이 등장하며, 아이가 불러일으키

는 새로운 시간의 힘이 그려진다. ‘정오’라는 제목을 한 에피소드에서 여

인은 아이를 바라보며 “아이와 일체감을 느끼고”378)서는, “자신의 어린시

절로 돌아가”379) 본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 시간의 뒤섞임은 “색채의 무

수한 조각”380)을 만들어낸다. 정오가 자기 성찰의 순간으로, 인류가 과거

를 회고하고 미래를 내려다보는 시간성을 의미함을 고려할 때,381) 이 에

피소드는 직선적, 객관적인 시간을 벗어난 시간 개념의 생성 작용과 생

명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어린이 정경’의 에피소드에서는

아이들의 놀이가 여인에게 “삶에 대한 격정”382)을 불러일으킨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아이들이 노는 장면이 여인에게는 “이상하게 잊히지 않”으

며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어린이들이 쓰는 단어는 “산뜻한 여운

을 남”긴다383). 아이들의 놀이를 보고 느낀 이러한 감정들로부터 과거에

378) 김채원(1984), 87면.
379) 김채원(1984), 86면.
380) 김채원(1984), 88면.
381) 프리드리히 니체, 백승영 역, 이 사람을 보라 외, 책세상, 2002, 415면.
382) 김채원(1984), 91면.
383) 김채원(1984),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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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졌던 어떤 것에의 감흥”384)이 일어난다는 결말은, 아이의 놀이가

객관적 시간의 균열을 일으키며, 그러한 시간의 균열이 삶에 새로운 힘

을 부여함을 보여준다.

‘시간의 춤’의 에피소드에서는 제목에서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삽입되

는데, 이때 시간은 “한 음절 한 음절 과거로 떨어져 갈 때마다 새로운

순간이 솟아나”385)는 노랫소리와 겹쳐지며, 균질하고 공허한 일직선적

시간이 아닌 “순간, 그리고 또 순간, 순간”386)의 충만한 시간으로 거듭난

다. 시간을 담은 노랫소리는 노파로 하여금 방 안에 정지한 상태로 소녀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아이의 환영을 보게 하는 한편, 종국에는 늪 속에

고였던 물을 흐르게 한다. 아이, 소녀 시절과 중첩된 노파의 형상은 순

간, 순간의 파편들이 박혀 있는 충만한 시간의 은유로, “탄력 있는 노랫

소리가 들려”오고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결말은387), 직선적 시

간관을 탈피한 시간과 이를 담은 노래가 지닌 힘을 보여준다.

이러한 직선적 시간관의 부정하는 충만한 시간에의 경도는 과거와 현재

가 결합된 시간은 습관의 틀에 균열을 냄으로써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

낸다는 베르그송의 시간관을 떠올리게 하는 한편,388)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시간(Jetztzeit)’으로 충만된 시간”389), “파편들이 박

혀있는 ‘지금시간’으로서의 현재”390)가 지니는 메시아적 힘을 강조하는

벤야민의 논의를 연상케한다. 공허한 시간이 아닌 순간, 순간의 충만한

시간성을 지니는 노래는 역사가 진보한다는 진보의 판타스마고리아를 균

384) 김채원(1984), 91면.
385) 김채원(1984), 92면.
386) 김채원(1984), 94면.
387) 김채원(1984), 96면.
388) 베르그송에 따르면, 삶은 습관이나 기계적 행위에서 벗어난 자유, 유동성, 생성
의 세계로, 일종의 지속이다. 삶을 지속으로 파악하는 베르그송은 시간의 문제에
부딪히는데, 베르그송에게 삶의 시간은 시계로 재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감정
적인 시간이다. 기억에 의해 과거는 현재 속으로 연장되며, 현재 속에서 살아남은
과거와 현재가 결합되어 또 다른 세계가 생겨난다. 베르그송식 시간은 습관의 틀
에 균열을 내고, 경직된 사회 구조를 부수며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힘을 갖는
다. (신현숙, 앞의 책, 22-25면.)

389) 발터 벤야민(2008), 345면.
390) 발터 벤야민(2008), 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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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내,391) 새로운 현재성의 세계를 만듦으로써 구원이 된다.

｢오후의 세계｣와 ｢무언가｣에서는 기존의 시간질서와 다른 시간대가 진

보적 질서에 대응하는 양상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며, 김채원의 시간의식

이 진보의 판타스마고리아를 균열내는 벤야민 식의 충만된 시간에 가까

움을 증명한다. 중편 소설 ｢오후의 세계｣에서는 진보를 욕망하며 진보적

질서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던 엄마 화자가 자신의 아이를 보고 진보적 시

간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 그려진다. 이 소설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로, 남편을 따라서 아이와 함께 프랑스에 온 화자가 계속해서

갑갑함을 느끼다가, 휴양지인 니스의 해변으로 가서 아이를 따라 바다에

뛰어든다는 이야기다.

소설에서 화자를 시종일관 지배하는 감각은 1970년대의 화자들이 느꼈

던 감각과 유사한 “거북스러움”392), “갑갑함”393), “몸속에 들어찬 이물질

에 대한 느낌”394), “메스꺼움”395), “징그러움”396)인데, 화자가 그런 감각

을 경험하는 순간은 모두 “생리”397)와 결부된다. 이 ‘생리’는 나이라는 탄

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몸이 겪는 비가역적인 시간398)과 밀접한 연관이 있

으며399), 인종과 언어적인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는 아이에게 와서 귀엽다고 말한다. … 이름이 뭐고 어느 나라에

서 왔느냐고 묻는다. …오랜만에 가지는 좋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불만스럽다. 그 남자가 여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기 때

391) 발터 벤야민(2008), 17-18면.
392) 김채원(1990), 135면
393) 김채원(1990), 135면.
394) 김채원(1990), 164면.
395) 김채원(1990), 178면.
396) 김채원(1990), 178면.
397) 김채원(1990), 177면.
398) 이는 한경희의 정의를 빌려온 것이다. (한경희, ｢나는 왜 ‘여성’이 되었는가-박
완서 장편소설 목마른 계절(1978)론｣,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529면.)

399) 이태동 역시 이물질이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현상과 관련된 것이라 본다. 이
태동은 ‘이물질’이 죽음의 씨를 의미하지만, 부식이라는 더러움을 가져오는 현상
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논한다. (이태동, 앞의 글,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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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 역시 그녀 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물질, 혹은 홑청과

속알맹이가 겉도는 듯한 삶의 단면에 지나지 않음을 여자는 알고

있다. … 그 남자는 여자를 향해 당신은 몇 살이냐고 묻는다. 여자

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흔든다. … 여자가 계속 고개를

흔들자 그는 알았다는 듯 일어선다. … 그녀는 메스꺼움을 느낀다.

왜 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하지 못했던가. 스물셋이라는 청년보다

어린 듯 고개만 흔들었다. … 자신이 아직도 어떤 삶의 줄을 단단히

거머잡고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것을 자인한다.400) (강조-인용자)

독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갑자기 띄엄띄엄 앉은

널찍한 교실 깨끗한 책상 위 불어 교과서, 그리고 책 뚜껑을 열어

하나하나 새로운 세계와 만나던 때가 떠오른다.

그때를 생각하니 여자는 오랜만에 가슴이 조금 뛰려고 한다. 새로

운 시작, 여자는 이제 얼마든지 새로운 세계 속으로 헤엄쳐 들어갈

수 있을 듯하다. …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못했을까.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소통이 안 되고 의사전달이 되지 않는 상

태에서 스스로에게 모멸의 감정을 맛보며 여자는 앉아 있다. … 이

상한 징그러움에 구역질이 날 것 같다. 어른에게 꾸중 듣던 여덟살

짜리를 덮은 중년의 껍데기를 여자는 타인이듯 바라본다. 마치 홑이

불의 속알맹이와 겉감이 겉돌 듯 생활에 겉돌고 있는 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다고 생각는다.401) (강조-인용자)

화자가 “메스꺼움”과 “이상한 징그러움”을 느끼는 것은 공통적으로 “홑

이불의 속알맹이와 겉감이 겉돌 듯” 서른여덟 살인 자기가 다른 나이로

분열되어 있다고 느낄 때이다. 그러한 분열은 인종적 편견과 언어 차이

에서 기인한다. 첫 번째 인용문의 경우, 남자가 “여자[자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화자의 말은 남자가 화자 개인의 특징이 아닌 인종적 특

400) 김채원(1990), 178면.
401) 김채원(1990), 153-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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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이끌려 화자에게 왔음을 의미한다. 화자는 남자를 동양인을 어리게

보는 전형적인 서양인402)으로 간주한다. 혹은 동양 여성이 이색적이고

순종적이며 수동적이라 좋아하는 ‘옐로우 피버 페티시’일 가능성도 있

다.403) 화자가 어리기를 기대하는 남자에게 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문제다. 슈퍼마켓에서 화자는

가격표를 제대로 붙이고 오지 않아 뒷사람들을 모두 기다리게 한다. 불

어로 호박을 몰라서 남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장보기를 마치고, 자기 혐

오에 빠진다.

두 경우에서 화자가 나이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거나, 나이답지 못함

에 과도하게 모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규범 질서를 따르는 육체가 되

고자, 규범적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에서 기인한다. 화자는 “젊은 아

가씨들”404)의 “황금빛 피부와 황금빛 머리털”405)에서 성을 감지하고, “젊

은이의 자유”406)에 매혹된다. “장 콕토처럼 생긴 청년”407), 젊은 남성 백

인을 보면서 “인생은 아주 다를 수 있지 않을까”408) 생각하고 “어떤 생

리적인 향수”409)를 느낄 때, 화자는 자신의 나이를 숨기고, 메스꺼워지

며, 소외된다. 그러던 화자는 어느새 “공상마저 차단되어 버”린 질서에

맞춰 살게 된다.410) 그러나 화자가 일상을 파편화된 이미지로 바라보

고411) 환상에 사로잡혀 초현실주의적 감각에 휩싸일 때,412) 화자는 우연

402) 서양인은 동양인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워 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동양
인의 나이에 대한 편견은 심하다. 스무 살 이상 어리게 보기도 한다. (｢흑인에 대
한 편견을 깨뜨리다｣, 경북매일, 2016.7.1.)

403) ｢맘대로 뽀뽀하는 외국인 남자, 그럴 땐 이렇게｣, 오마이뉴스, 2018.5.3.
404) 김채원(1990), 140면.
405) 김채원(1990), 140-141면.
406) 김채원(1990), 140면.
407) 김채원(1990), 177면.
408) 김채원(1990), 177면.
409) 김채원(1990), 177면.
410) 김채원(1990), 177면.
411) “두 개의 하얀 바퀴가 그들의 눈앞에 아직도 어른거린다. 그 그림자는 환상처
럼 그들의 눈앞을 휘익 지나갔다. … 바퀴에 달린 수많은 살 때문인지 두 개의
바퀴가 나란히 정렬하여 가지 않고 이상한 선으로 서로 엇갈려 교차하며 사라진
것 같다.” (김채원(1990), 133면.)

412) “그녀는 항상 있으려고 애쓰고 이윽고 커다란 파도가 와서 묻혀 버리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힌다.” (김채원(1990),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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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듣게된 아이의 말, 박제된 흰곰, 흑인의 춤으로부터“충격”과 “감명”,

즉 경이를 느끼며, 질서를 거스르는 충만한 시간성을 경험한다.

커다란 유리상자 안에 갇혀 있는 박제된 북극의 흰 곰이었어. 곰이

일어서 있는 모습, 곰의 인상이 어떤지는 익히 알고 있겠지? 순한

얼굴, 하얀 털을 온몸 가득히 덮고 일어선 자세로 영원히 거기 붙박

혀 있는 모습. 고개는 약간 외로 돌려져 있었어. 한 손을 약간 들어

올리고, 그러나 눈은 아직 살아 숨쉬는 듯 맑았어. 그것을 본 순간

어떤 충격이 왔어. 아니 충격이라기보다 감명이었을 거야. 곰의 아

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곰의 조상, 곰이 살고 있는 어느

북구의 어느 숲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태고까지를 그 형상

은 끄집어내고 있었어.413) (강조-인용자)

지금 저 청년은 이 지구와 다른 시간대에 있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

하고 있는 것일까. 흑인 청년을 보며 춤에 빠져들고 있는 한 다른

시간대에 있을 수 있는 것일까. … 단조로운 음률, 그러나 반복됨에

따라 그들의 율동과 함께 사람 마음 깊은 곳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무엇이 있었다. … 그들은 그들의 전부를 건 하나의 힘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 점에 서 있을 것이다. 여자는 머리 속이 혼미해 오는 것

을 느꼈다. 무엇인지 아주 다른 어떤 것. 다른 질서 현상을 체험할

수 있을 듯했다. 일테면 아주 다른 인생 속으로 헤엄쳐 들어갈 수

있을 듯했다.414) (강조-인용자)

이제 먼 이국의 퐁피두 미술관 앞 군중들 틈에 서서 흑인의 춤을

구경하며 여자는 어린 시절의 그 대문을 떠올린 것이다. 마치 그 문

이 시간의 문인 것처럼…….415) (강조-인용자)

413) 김채원(1990), 137면.
414) 김채원(1990), 144-145면.
415) 김채원(1990),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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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보게 된 박제된 곰과 흑인의 춤으로부터 화자는 “충격”, “마음

깊은 곳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무엇”을 느끼며 반복적으로 초현실주의적

경이를 체험하고, “다른 시간대”를 마주한다. “다른 시간대”로 인도하는

춤은 화자가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다른 질서 현상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부여한다. 초현실주의에서 이러한 우연의 반복은,

객관적 현실과 화자의 무의식이 만나는 지점으로, 화자에게 무의식적으

로 진보적 질서를 거부코자 하는 욕망이 있었음을 의미한다.416)

이때 다시 한번 화자가 우연히 만나는 것은, 아이의 언어다. 수필에서

언급되었듯 아이는 화자를 다른 시간대로 이끄는 장치로 작용한다. 관계

를 맺지 못하고 소외되어 가는 화자와 달리, 아이는 ‘오락’을 통해 가족

체계에서 벗어나 캄푸치아 청소년들, 검둥이, 불란서 아이들과 어울리며

최초의 사회적 단위인 어머니-자녀417)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때 ‘오락’은 “사회 생활과 그 규범들의 압제에 대항하는”418) 놀

이로, 초현실주의의 표현 방식 중 하나다. 그러나 스스로를 ‘엄마’라 호칭

하며 자전거를 잃어버린 아이를 반복적으로 다그치고 오락을 비난하는

화자419)에게 그러한 ‘놀이’의 소리는 “소음”420)으로 만 들린다. 화자를 각

성케하고 규범에의 탈주를 욕망하게 하는 것은, “이희정 팬티에 똥이 묻

416) “chance is the form making manifest the exterior necessity which traces its
path in the human unconscious” (Andre Breton(1987), p.23.)

417) 마리아 미즈, 앞의 책, 141면.
418) 신현숙, 앞의 책, 98면.
419) “그것 봐, 오락한다고 맨날 오락실에 넋을 빼놓고 있으니까 벌받은 거야. 니가
자전거를 정말 잘 간수했으면 잃어버릴 리가 없어.”
여자는 갑자기 아이의 손을 내동댕이치듯 놓고 화를 낸다. 아이는 여자가 화를
냄으로 해서 이제까지 졸이던 마음을 풀어버리고 갑자기 저돌적으로 나온다. 잇
시, 하며 엄마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쥔다. 아이는 도망가듯이 어디론가 내빼 버린
다. (김채원(1990), 160면.)
“너 거기다 열쇠 고리를 채워 놓지 않았지? 엄마가 이제 환히 다 알겠어. 아까
는 그냥 잘 모르고 찾으러 다녔지만 그랬을 리가 없어. 쟤가 그냥 오락에 미쳐서
아마 오락실 바깥에 그냥 놔두고 들어갔던 것 같애요. … 2프랑 가지고 달려가서
오락하고 난 후 그제야 자전거가 없어진 걸 걱정하기 시작했어. 그렇지?”
아이는 무안쩍어하며 힘없이 부정한다. 이번에는 남자가 말한다.
“엄마 아빠한테는 거짓말을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 언제나 니 편이라는 걸 알
아야 해.” (김채원(1990), 165면.)

420) 김채원(1990),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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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아 따띠브 아 따띠브”421)라는 아이의 말이다. 오락을 억압하는 화자

에게 아이는 배설물을 언급하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는데, 화자는

“역으로 깨끗함을 느”422)끼고, 깨끗함을 욕망하게 된다.

그런 아이는 화자가 바닷가에서 자본주의적 경계를 목격했을 때 화자를

“바다의 깨끗한 해기”423)로 이끈다.

마담, 조금만 비켜나 주세요, 라고 나비넥타이를 맨 호텔 보이가 여

자에게 말한다. 왜요? 라는 의문을 담은 여자의 얼굴을 향해 호텔

보이는 그의 뒤편으로 멀찍이 서 있는 호텔을 가리킨다. 이곳은 호

텔의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해변인 모양이다. … 여자는 앉은 걸음

으로 몇 걸음 후퇴한다. 그러자 호텔 보이는 웃으며 됐다고 말하고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 야트막한 흰 나무담을 경계로 이쪽과 저쪽으

로 나뉘는 이 해수욕장은 실은 사람의 마음 속에 그다지 유쾌한 곳

은 아니지 않을까. 바닷가 고급호텔에 묵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나뉘는 것이구나. 더구나 저기 저 언덕 깎아지

른 바다 위에 세워진 별장들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식하지

않을 리 없다.424) (강조-인용자)

화자는 호텔을 사용할 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획하는

경계를 마주하고선 박탈감을 느낀 후, 파도를 타는 아이를 따라서 바다

에 들어간다. 바다로부터 화자는 “흑인이 추던 춤의 리듬과 같이 다른

어떤 리듬의 세계로 인도되어 가는 듯함”425), “이대로 이끌려가면 다른

시간대의 다른 인생 혹은 어딘가에 있을 영원”426)을 만날 것 같은 느낌

을 받는다. “여자의 몸이 바다를 향해 시간을 향해 전부 열”427)린다는

421) 김채원(1990), 134면.
422) 김채원(1990), 173면.
423) 김채원(1990), 198면.
424) 김채원(1990), 194-195면
425) 김채원(1990), 196면.
426) 김채원(1990), 196면.
427) 김채원(1990),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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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은, 화자가 규범으로 약속된 시간, 진보적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성

을 따르는 춤의 언어로써 메스꺼운 자본주의적, 규범적 질서에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화자는 아이가 그랬듯 가족 체계에서 벗어

나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무언가｣는 새로운 질서를 지닌 눈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 무언

가(無言歌)를 담는 소설이다. 아이를 “이상한 주술”428)에 걸린 듯 바라보

는 여자에게 아이가 들고온 매미채와 아이는 ｢오후의 세계｣의 아이가 그

랬듯 도시에서 “다른 시간대”429)를 경험하게 한다. 아이가 집어와 우연

히 마주한 매미채는 “옛날 일을 표상처럼 간직한 채 도시의 아파트 한

귀퉁이에 먼지를 쓰고 서 있”430)는 사물로, 그 매미채로써 어린 시절의

희망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옛날을 간직한 매미채를 아이가

뒤집어쓰자, 여인에게 아이는 갑자기 “비천하게 생긴 작디작은”431) 40세

의 남자로 보인다. 아이를 본 여인은 “시간과 영혼에 대한 슬픔”432), “시

간에 추방당한 느낌”433)을 느끼며, “영원히 시간의 밖을 떠돌아야 할까

봐”434) 두려워 한다. 여인은 아이가 “시간의 법칙”435)에서 벗어나, 매미

채를 뒤집어쓰다가는 도시의 “궤도”436)에서 배제된 사람이 될까 불안해

하는 것이다. 즉, 여인은 진보적 질서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을 무의식적으

로 지니면서도, 아직까지 직선적 시간관에 사로잡힌 존재라 할 수 있다.

이후 아이와 함께 거리로 나간 여인은 도시의 질서에 조종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다양한 아픔과 속사정을 탐구해본다. 혁명가 타입의 남

자는 시간이 없다며 역사와 정의를 실현하려 하는 한편, 허름한 점퍼를

입은, 어린시절 6.25를 겪고 광주사태 때 그와 똑같은 참상을 본 남자는

역사와 정의라는 것에 회의를 느끼며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이

428) 김채원(1990), 206면.
429) 김채원(1990), 206면.
430) 김채원(1990), 204면.
431) 김채원(1990), 206면.
432) 김채원(1990), 206면.
433) 김채원(1990), 207면.
434) 김채원(1990), 207면.
435) 김채원(1990), 207면.
436) 김채원(1990), 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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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자 남자는 “사회적 경쟁에서 낙후되

었다고 자인”437)하고, 깡통에 든 오렌지 쥬스를 마시는 여자는 그러한

가공된 문물을 만드는 공장의 폐수를 생각하며 살기 싫음을 느낀다. 이

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개별적 존재다. 그

러나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고 요원해보이는 서울역 광장의 풍경은 이

사람들에게 피로를 일으키며, 사람들이 그저 택시 정류장에 한 “줄”438)

을 만들고 서서 기다리도록 만든다.

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줄’에서 아이는 “줄을 이탈하여 여기저기 돌

아다니”439)며 “설사 미아가 되는 두려움에 빠지더라도…스릴을 즐기고

싶”440)어 하는 반면, 여인은 이상한 “조바심”441)에 휩싸인다.

아이는 무슨 신나는 일을 만난 듯 양 이마에 바람을 맞아 앞머리

를 가르며 달려간다. 아이는 신나게 뛰어간다. 줄을 살피지 않고 그

냥 경주 뛰듯이 달려간다.

｢저런 저기 줄을 살펴야지 간격이 떨어진 곳이 있나.｣

여인은 아이의 뒤통수에다 소리지른다.

여인 스스로도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더구나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잘 못 알아들을 듯한 마음에 함부로

말한다.

여인이 지금 가장 느끼는 것은 자신의 얘기가 어디에도 가닿지 않

는 듯한 불통감이다. 그녀의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바로 뒤에

서 있는 사람도 그녀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다. 그녀의 말

을 알아듣는다면 아이에게 이를 때 무어라고 응수라도 해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자신들의 일이 아닌 듯 초조한 빛으로 멀거니

서 있다.442) (강조-인용자)

437) 김채원(1990), 212면.
438) 김채원(1990), 215면.
439) 김채원(1990), 215면.
440) 김채원(1990), 216면.
441) 김채원(1990), 217면.
442) 김채원(1990), 219-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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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길 저편으로 가려면 어디로 어떻게 해서 가야하는지 전

혀 알 수 없이 아득하기만 한, 끝없는 대기층의 어둠과 회색 아스팔

트, 그 위로 씽씽 달려 지나가는 자동차 무리들.

사람들은 이 광장 앞에 서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집으로 돌아가

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영원히 집이라는 곳에 돌아갈 수 없이 이곳에 줄 서 있어야 하는

가.443)

구명대가 필요하다. 구명대를 찾아야 한다. 떠내려가지 않게, 심연

속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

여인은 필사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부른다. 전혀 들리지 않는 듯 아

이는 거대한 고속로 밑을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다. 여인은 발을 구

른다. 구두 뒷굽을 아끼려는 마음도 없이 그녀의 전무게를 가지고

힘껏 발을 구른다.444)

여인이 줄이라는 질서에 묶여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과 줄

에 서있는 사람들과의 불통감을 느끼는 반면, 아이는 질서에서 이탈해서

뛰어다닌다. 그러한 아이를 보며 여인은 아이를 부르며 “무의식적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데445), 여인이 “구명대가 필요하다”446)며 아이의 이름

을 부르며 “전 무게를 가지고 힘껏 발을 구”447)르는 장면은, 도시의 질

서를 벗어난 시간성을 가진 아이를 욕망하며 만들어낸 언어가 바로 리듬

을 담은 발구름, 무언가(無言歌)임을 나타낸다. ｢오후의 세계｣에서 엄마

가 진보적 질서를 벗어나기 위해 아이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는 과정이

형상화 됐다면, 이 소설에서는 도시와 진보의 질서의 구명대, 구원을 찾

기 위해 엄마인 화자가 아이를 바라보며 리듬이 담긴 침묵의 언어를 만

443) 김채원(1990), 220-221면.
444) 김채원(1990), 221면.
445) 김채원(1990), 218면.
446) 김채원(1990), 221면.
447) 김채원(1990),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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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내는 과정이 형상화된다. 요컨대 김채원은 아이를 통해 인식을 변화

시키는 모성적 사유를 통해 “파편들이 박혀있는 ‘지금시간’으로서의 현

재”448)라는 새로운 시간성으로써 진보적 질서, 직선적 시간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역설한다.

그러나 ｢오후의 세계｣와 ｢무언가｣에서 아이를 부르며 바다의 리듬에 뛰

어들고 발구름으로 박자를 만들어내는 화자들이 이후 어떤 새로운 질서

와 관계를 만들어갔는지는 이 소설들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는다. 이어지

는 3.2절에서 논의할 소설들에서 화자들은 아이가 아닌 자신의 분신들과

마주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불통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언어를

새로이 갖게 된다.

3.2. 분신의 관계에서 모색되는 미의 가능성

이 절에서는 김채원 소설에 나타난 분신 모티프가 초현실주의적 사랑이

라는 미적 체험으로까지 연결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채원 소설

에서 ‘분신’은 자매애를 의미하는데, 도시 질서에 상처받은 인물들은 자

매애로써 욕망, 사랑, 삶을 성찰하고 추구해간다. 인물들이 초현실주의적

분신을 경유해 ‘대립적이라 상정되는 것들의 조화’로서의 초현실주의적

사랑에 도달할 때, 사랑이 지닌 혁명적 에너지로써 예술을 창조할 수 있

다. 이제까지 두려움에 떨며 사랑에 실패하고 불통감을 느끼던 여성들은,

분신과의 교류를 통해 사랑이라는 욕망을 지니게 되며 “내가 하겠다”449)

라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노래”450)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즉, 분신의 존재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소리” 내기라는 행위를

하게 하며,451) 이렇게 자매애를 경유해 삶의 성찰과 사랑의 추구로써 창

조해낸 예술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이 가능해진다. 이때 현대 문명이 부

448) 발터 벤야민(2008), 349면.
449)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도서출판 창, 1993, 242면. 이 책은 앞으로 제목과
함께 표기.

450)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244면.
451) 변신원, 앞의 글,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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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상처 역시 치유된다.

김채원 소설에서 화자들은 어떤 측면에서 자신과 닮아 있는 여성들과

만나는데, 이들은 “쌍둥이”(｢자전거를 타고｣)452), “분신”453)(｢여름의 환-

미친 사랑의 노래｣)이라고 소설에서 직접 언급되는 한편, 연구자들 역시

“쌍둥이를 넘어서 분신”454) 같다고 논한다. 분신을 형성하는 관계는 친

구, 부부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김채원이 언니 김지원을 “分身”455)이라

언급한다는 점에서, 김채원의 분신 모티프는 ‘자매애’와 깊은 연관이 있

는 듯하다.456) 수필에서 김채원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살아 김지원과 서

로 너무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고 쓰는데, 이는 김채원과 김지원이 서로

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김채원은 언니와 “아직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든 일을 편지로 쓴다”고

밝히며, 언니의 편지가 항상 꿈, 이상한 향수, 동경을 준다고 말한다.457)

김채원 소설 전반에 편재해있는 시간의식도 김지원으로부터 들었다고 김

채원은 회고한다.458) 김지원의 타계 후 김채원이 “가는 매 길목마다 서

있던 언니”라며 그녀가 없는 세상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과제라고 언급

한 점에서,459) 자매 김지원은 김채원의 삶에서나, 문학관의 형성에서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채원이 미국에 사는 사촌언니와 전화 통화하는 이야기가 담긴

｢서산 너머에는｣(현대문학, 2002.5.)을 언니 김지원을 모델로 썼다고 밝

452) 김채원 외(1990), 216면.
453) 김채원, 가을의 환, 열림원, 2003, 282면.
454) 권택영, ｢수채화 같은 내면소설｣, 달의 강, 해냄, 1997, 195면.
455) 김채원, ｢언니의 편지｣, 조선일보, 1981.12.12.
456) 변신원 역시, ｢여름의 환-미친 사랑의 노래｣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 간의 감정
을 자매애라 논한 바 있다. (변신원, 위의 글, 133면.)

457) 김채원, ｢언니의 편지｣.
458) “‘시간은 수평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도 흐른다. 즉 과거, 현재, 미
래가 하나가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언니는 얘기했었다. 언니가 떠난 후 그것이
수직으로 흐른다는 시간의 한 지점이었을까 생각해본다.” (김채원, ｢비둘기｣, 현
대문학 721, 현대문학 편집부, 2015.1., 369면.)

459) “살아볼수록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더욱 간절하다-<쪽배의 노래>
작가 김채원.” Book DB. 2015.3.18. 수정,
http://news.bookdb.co.kr/bdb/Interview.do?_method=InterviewDetail&sc.mreview
No=60340.



- 87 -

힌 바 있듯,460) 김채원의 소설에 여성 화자가 누군가에게 쓰는 편지가

삽입되거나, 멀리 있어 통화로만 소통하는 듯한 여성이 주요 인물로 등

장하는 것은, 김지원과의 관계를 상정한 듯하다. 편지로 이야기를 나누던

김채원과 김지원은 국제전화가 발달된 시점부터는 전화로 자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며,461) 소설에서 편지를 받는 대상과 통화하는 여성은

동생, 사촌언니, 친구로 변화하기는 하지만, 김지원과 매우 닮아있기 때

문이다. 김채원, 김지원과 닮은 이 여성 인물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

을 나눔으로써 자기를 되돌아보고 삶을 성찰한다.

이러한 자매애로 맺어진 분신 관계는 초현실주의적 분신 모티프로 해석

이 가능하다. 핼 포스터는 초현실주의의 분신 모티프를 프로이트에 의거

해 설명하므로, 프로이트의 분신 모티프를 간략히 알아보자면, “한 인물

의 정신적 움직임이 다른 인물에게로 즉각적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통해

강조되어서 한 인물은 다른 인물의 지식과 감정과 모든 경험들에 관여”

하게 된다.462)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가 진정한 자아인지를 물어야 하거

나, 혹은 낯선 자아를 진정한 자아의 자리에 놓아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463) “자아의 분할, 구분, 교

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464) 이러한 과정을 지나

인물에게 자리 잡은 새로운 자아는 “옛날의 자아와 대립할 뿐만 아니라

자아를 관찰하고 비판하기도 한다”.465) 즉, 분신은 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아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과거에 상실한 자아와 욕망을 불러일으킨

다.466)

그러나, 핼 포스터도 지적했듯, 초현실주의, 특히 본고에서 참고하는 브

르통의 초현실주의는 정신분석학을 일부 차용하긴 하지만, 프로이트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골칫거리이기까지 했다.467) 무엇보다, 여성

460) 김채원, 앞의 인터뷰.
461) 김채원, ｢깊은 골짜기 등불 향하는 마음으로｣, 김지원 소설 선집 1- 폭설 外,
작가정신, 2014.

462)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장진 역,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열린책들, 1996, 122면.
463) 지그문트 프로이트, 위의 책, 122면.
464) 지그문트 프로이트, 위의 책, 122면.
465) 지그문트 프로이트, 위의 책, 123면.
466) 핼 포스터, 앞의 책,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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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실주의자들은 프로이트를 신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서,468) 프로이트의 분열적, 병리적 분신이 아닌 초현실주의적 양식인 ‘객

관적 우연’의 한 예로서의 분신 모티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술했

듯이 초현실주의의 존재 이유는 ‘화해’다.469) 젠더화된 도시를 살아가는

김채원 소설의 인물들은 자신과 닮은 듯, 다른 분신과 만남으로써 자기

를 객관화시켜 되돌아보고,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욕망을 발견한다. 그때

비로소 자기 소외에서 벗어나 욕망의 대상이 아닌 욕망의 주체로 거듭나

며, 욕망의 주체가 된 이들은 사랑과 삶의 원칙을 탐구함으로써 의식적

현실이 아닌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지니게 되고 초현실주의적 사랑이

라는 미적인 창조에로 나아간다. 초현실주의에서 사랑은 나만의 순수한

희열이 아닌 타자와의 합일이다. 사랑은 타자의 존재와 세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나의 인식의 공간을 확장시킨다. 이처럼 전혀 다른 성질을 가

진 두 세계의 융합으로서의 사랑은 초현실주의에서 예술의 창조적 에너

지가 되며,470) 연애는 혁명과 동격으로 찬양된다.471)

여성들 간의 욕망의 공유와 연대는 1970년대부터 소설 ｢밤인사｣(현대
문학, 1976.12.), ｢자전거를 타고｣(문학사상, 1977.6.), ｢밀월｣(문학사상
, 1978.2.)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980년대 소설 ｢공중에는 또 하나

의 다른 방이｣(문학사상, 1983.11.)에는 김채원이 묘사하는 김지원과 굉

장히 유사한 인물이 등장한다. 이 인물이 화자인 휘자에게 건네는 편지

가 서사 곳곳에 삽입되며, 편지로의 공감으로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다

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형자와 그 옆사람(1993)은 화자 형자, 분신인

윤희, 사랑과 미의 대상인 우진, 질서에 붙잡혀 있는 타자 ‘낯선 남자’의

구도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소설은 분신을 통해 타인과의

합일로서의 사랑을 배우고 추구함으로써 미적 언어를 창조할 수 있으며,

그 예술을 통해서 타자와 연결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이후 ｢달의

몰락｣(현대문학, 1994.12.)에 이르러서, 화자는 초현실주의적 사랑으로

467) 핼 포스터, 위의 책, 34면.
468) 휘트니 챠드윅, 앞의 책, 123면.
469) 핼 포스터, 앞의 책, 54면.
470) Andre Breton(1987), p.8.
471) 신현숙, 앞의 책,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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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합일에 성공하며, 새로운 신화를 쓸 것임을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봄날에 찍은 사진｣(문학사상, 1995.7.)에서는 시간의식과 미적인 창조

가 결합된다. 이 소설에서, 화자가 선적인 시간을 거슬러서 발견한 여성

들의 합창은, 새로이 질서를 만들어내며 화자의 상처를 치유한다. 새로운

시간 질서를 통해 창조해낸 미(美)로써 비로소 치유가 가능해진 것이다.

먼저 여성 화자가 친구와 만남으로써 욕망과 새로운 시선을 지니게 되

는 서사는 1970년대 소설 ｢밤인사｣, ｢자전거를 타고｣, ｢밀월｣에서부터 지

속적으로 나타나며, 여성들 간의 욕망의 공유를 통해 현대의 질서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밤인사｣는 일본으로 유학가

음악실에서 일하는 아자가 함께 일하는 하루나, 요시꼬와 교류하며, 손님

재일교포 박상과의 미묘한 관계를 변화시켜가는 이야기다. ｢밤인사｣에서

아자는 조국의 통일과 민족주의 이념을 좇는 재일교포 남성 박상이 강요

하는 질서에 악마의 얼굴로 변해가면서도,472) 그의 말을 따른다. 그러나

아자는 “내가 나를 맡아서 애인과 싸워 나가기는 싫”473)은 자신과 상반

되어 “내가 나를 맡아서 싸워 나가는 것에 살아나가는 재미가 있다고 생

각”474)하는 여성 하루나와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허영

적이고 에고에 찬 남자보다 하루나, 요시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475)

라며 박상에게 선언하자, 심장 주위가 아파오며, “살아가기에 고달파하는

같은 민족의 한 남자”476)를 목격하게 된다. 이념지향적 남성에 대해 분

노하던 감정은 슬픔으로 바뀌고, 그의 눈물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것

이다.

아자가 하루나처럼 행동하기를 상상해보는 마지막 장면은, 아자가 하루

나와 같이 적극적으로 사랑과 욕망의 주체로서 도취될 준비가 되어있음

을 드러낸다. 도시에서 여성들은 공과 사 모두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데, 이러한 감정을 해소케 하는 장치가 바로 무엇을 욕망하고 소비하는

472) 중세에서 멜랑콜리는 악마적인 것으로 간주됐다는 점에서, 아자가 멜랑콜리적
감각을 느끼고 있다고 가늠해볼 수 있다. (백수향, 앞의 글, 21면.)

473) 김채원 외(1990), 274면.
474) 김채원 외(1990), 274면.
475) 김채원 외(1990), 283면.
476) 김채원 외(1990),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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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다. 아자가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그러한 관심

과 감정을 공유하며 하루나와 공동체를 형성할 때, 착한 대상에서 벗어

난 이들은 젠더적 위계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뚜렷하다고 생각되는 주체의

정체성을 교란한다.477) 김채원 소설의 인물들은 상징적 질서의 ‘비체’가

되는 것이다.478)

여성들 간의 욕망의 공유와 연대는 ｢자전거를 타고｣, ｢밀월｣에서도 나

타난다. ｢자전거를 타고｣는 동경을 배경으로 하여, 동경유학생으로 아버

지는 북에, 어머니는 남에 둔 ‘나’가 북조선 출신의 재일교포 하자와의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다. ｢자전거를 타고｣에서 ‘나’는 동경에서 우연히

하자를 만나는데, 하자와의 대화를 통해 ‘나’는 자신의 처지를 객관화해

서 바라보고, “또래 같은 동족의 여자들 모습”479)을 떠올린다. ‘나’가 하

자를 만난 직후 소매를 잘라서 하자의 윗도리와 비슷한 윗도리를 만들어

입는 장면은, ‘나’가 하자와 욕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480) 자기

소외에 괴로워하던 여성들은 ｢자전거를 타고｣에서 “따로이 애인을 힘들

여 찾아가질 필요도 없이 그냥 둘이 친구하며 살아가도 좋으리라는 생

각”481)을 가지게 된다.

｢밀월｣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로 파리에 유학하는 이화가 남프

랑스 낭띠에서 남편과 함께 사는 현제를 만나러 낭띠로 와 보내는 여정

을 그리는데, 이 소설에서 이화는 “확 열려진 자유의 세계”482)를 욕망하

는 현제를 만나 상처를 치유 받는다. 현제와의 대화를 계기로 이화는 자

기를 너무 아끼는 자신을 반성하고, 현제의 말을 되받으며 자유의 세계

로 나갈 것을 결심한다. 현제가 이화의 임신 소식을 듣고 함께 병원에

가주겠다 말하자 이화의 가슴에 깨끗한 붕대가 감기기 시작하는 장면,

임신한 아기를 현제가 키워주겠다고 제안하자 이화의 아픔이 깨끗이 씻

477) 이현재, ｢도시화와 여성 비체의 등장｣, 여성혐오, 그 후-우리가 만난 비체들,
들녘, 2016 참고하여 정리.

478) 김인옥, 앞의 글, 467면.
479) 김채원 외(1990), 220면.
480) 조회경, 앞의 글, 200면.
481) 김채원 외(1990), 227면.
482) 김채원(1984), 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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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나가는 결말은 창조를 통해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공유하

는 이들이 지니는 힘을 드러낸다.

｢공중에는 또 하나의 다른 방이｣는 더 강한 자가 됨으로써 억압하는 자

의 위치로 올라서려 하는 방식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라는 점을 묘

파하는 소설로, 외국에 사는 동생과 휘자가 상처와 꿈을 나누며 살아가

는 과정이 그려진다. 중요한 점은, 소설 속 동생이 김채원이 묘사하는 김

지원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다. 김채원의 수필에서 김지원이 “너의

모습”을 신경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고 살라”고 김

채원에게 말한다고 서술되듯,483) 휘자의 동생은 휘자에게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라고 한다.484) 또, 같은 수필에서 김채원은, 김지

원이 보내는 선물이 반갑지 않다고 말하는데, 휘자 역시 동생이 보내오

는 선물을 반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지원과 유사하다. 김지원이 김채원

에게 꿈을 주듯, 휘자의 동생 역시 꿈을 가지고 ‘현재’를 살라고 말하고,

휘자는 동생을 따라 행동한다. 그렇다면, 결말에서 휘자 동생의 편지가

서술되며 비가 노래로 바뀌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꿈의 공유

로써 비로 상징되는 우울감을 노래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성된다는 의

식을 드러낸다.

김채원의 첫 장편 소설인 형자와 그 옆사람은 그 제목에서부터 관계

에 대한 사유가 드러나는 소설로,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분신과

함께 삶과 사랑을 성찰해가던 형자가 사랑이라는 미적 체험을 통해 세계

를 인식하고 예술을 창조해냄으로써 타자와 연결되고자 하는 과정을 그

린다. 이 소설은 어느 날 갑자기 어부 생활을 하느라 회사에 사표를 낸

남편을 둔 형자가 아들 승준, 태준을 외가에 데려다주고 난 후의 이야기

로,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부터 외가로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가기까지의

기간 동안, 어떤 낯선 남자로부터 전화오는 사건을 시작으로 형자에게

일어난 일들과 형자가 생각한 것들을 그린다. 소설에서 형자는 타인과의

관계를 기피하며, 지속적으로 일상에 “역겨움”485)을 느끼는 인물이다. 지

483) 김채원, ｢언니의 편지｣.
484) 김채원(1984), 287면.
485)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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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철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몸을 꽉 부딪으며 더러운 냄새를 맡는 것에

대해 “차라리 창녀였으면 좋겠다”486)는 생각을 하고, “개가 생리를 한다

는 일의 역겨움”487)과 심지어는 “혐오감”488)까지 느끼며, 초만원 지하철

을 타는 평범한 일상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지하철을 탄 다른

날에 형자는 “자신에게는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토리도 없이 무

미건조한 나날인 듯 여”기며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489) 그런 형자에게

주변 사람들의 소리는 “소음”으로만 들린다.490)

이 소설은 화자 형자의 분신인 윤희, 사랑과 미의 대상인 우진, 어느날

갑자기 전화온 타자, 낯선 남자의 구도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화자, 분신,

사랑, 타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형자와 자주 통

화하는 윤희를 살펴보면, 윤희는 형자의 친구로, 소설에서 “윤희라고 말

하며 형자는 잊고 있던 자신으로 돌아오는 듯했다”491)라고 서술된다는

점에서 윤희는 형자와 분신 관계를 이루는 인물이다. 윤희는 형자에게

전화로, “문명시대 사람들의 오염된 관계”492), 서구의 관계를 지적하며,

현대 사회의 합리성과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비판하고 “모성적” 관계,493)

희생의 관계를 강조한다.

중요한 점은, 윤희가 형자로 하여금 사랑을 사유케 하고, 무엇보다 전화

오는 낯선 남자와 관계를 맺어볼 것을 권유한다는 것이다.

“ …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자에게 키가 작으냐고 물어. 이 남자가

그렇다고 해. 그 여자는 자기는 화상을 입어서 얼굴 반쪽이 상처라

구, 눈두 찌그러졌다구 그것을 머리로 가리고 아파트 창으로 보이는

쪽은 언제나 성한 반쪽이었다고.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말하고 만나

지. 그래서 이 사람들 연인이 된다. 이 얘기 재미 있지. 그 남자는

486)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27면.
487)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27면.
488)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30면.
489)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71면.
490)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76면.
491)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172면.
492)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28면.
493)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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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가 재미있어서 이것을 실지 영화로까지 만들었대.”

“어마 그런 얘기가 다 있어? 그렇게 얘기보다 더 얘기 같은?”

“그래, 참 재미있지, 나두 이걸 어디서 읽었을 때 이 세상이 참 재

미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얼마든지 이야기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구. 너두 그 전화 오는 사람과 재미있는 관계를 한 번 만들어

봐라.”

“그런데 한 사람은 화상을 입구, 한 사람은 키가 작다는 그 얘기

가……그러구보니까 나도 나 자신을 불구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애. 그 얘기가 참 무언가 맞아떨어져주는 것 같다. 나를 칭칭 동

여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불구의 부분인 것 같구.”

“키가 작다거나 화상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494) (강조

-인용자)

형자야, 내가 요새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사랑하는 일이 가장 좋은

거랜다. 어쨌든 인생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하는거래. 그것이 최선

이래. 집에서 밥이 타고 있어도 상관 않고 달려가는 상태있지. 가장

선에 가까운 상태가 사랑이랜다. 가슴을 열리는 거, 머리로 아는 것

이 아니라 가슴이 열려서 가슴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래,495)

그 남자와 약점을 나눔으로써 재미있는 관계를 만들어보라는 윤희의 말

은 마치 “굴욕과 무지”496)라는 취약성으로부터 맺어지는 윤리에 대한 물

음을 형자에게 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낯선 사람이 산업화된 사회

의 인간 소외를 비판하고,497) “스스로에게 ”묶은 줄을 풀라“고 말하며 ”

숨어서 전화만을 걸고 있는“ 사람임을 고려할 때,498) 약점으로써 그 사

494)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55면.
495)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153면.
496) 주디스 버틀러(2013), 240면.
497)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주위세계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주의적 추구에 흐르기 쉬운 반면에 그 대신 심각한 소외감이나 정신적 스트
레스랑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지요.”(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144면.)

498)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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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 관계를 맺어보라는 윤희의 말은, 취약성을 기반한 타자와의 관계

맺음를 상정하는 듯도 하다.

형자는 분신 윤희의 이러한 문제 제기를 계기로, 자신이 불구라는 생각

과 관계와 사랑에 대한 사유를 개진해나가는데, 그 결과, 형자가 도달하

는 곳은 미적 체험으로서의 사랑이다.

조금 전까지 현실이었던 저밖의 세계가 창에서 멀어져 등을 기대고

앉아서 바라보는 그 작은 동작으로서 갑자기 비현실의 세계로 비쳤

다. … 거리는 어두워오고 있었다. 형자는 심우진을 생각했다. 단 한

번의 관계를 생각했다. 무언지 모를 미를 그에게서 느낀다. … 이제

부터 체험해 나가야할 미지의 존재로서 거기에 있었다.499) (강조-인

용자)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닐까. 미라는 것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희구, 둘만의 새

로운 어떤 길을 뚫어보고자 하는 희구, 그리하여 한 남자와 여자가

갈 수 이는 끝까지 끌어올려 보려는 희구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

어나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일이 아닐까. … 이 세상의

어떤 행위, 사상 혁명도 그 근저는 사랑이 아닐까.500) (강조-인용자)

이러한 순간을 미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일까. … 그리고 이것은 사

랑의 감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인가. 아마 그런 것 같다. … 내 밖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부드럽게 저절로 내 안에 융합

되어 오는 것, 내가 여기 있어야할 존재 이유를 말해주는 것 … 나

는 사랑에 대해 그렇게 이해한다.501) (강조-인용자)

미란 해방이다. 그리고 사랑도 아마 해방일 것이다. 나는 나를 해방

499)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129-130면.
500)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213면.
501)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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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싶다.502)

그가 오차가 적다는 것은 바로 주관과 객관의 조화에서 오는 것임

을.

또한 그가 이 지구와 오차가 적다고 내가 느끼는 것은 나와 가장

오차가 적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하지 않을까. … 집에서 밥이 타

고 있어도 상관 않고 달려가서 만날 사람, 왜? 라던가 어떻게? 라

는 논리나 생각 위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쿵, 하고 가슴이 열리

는 상태, 가슴이 먼저 아는 것, 그래서 가슴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503) (강조-인용자)

이 소설에서 사랑이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조금전

까지 현실이었던 저 밖의 세계”가 “갑자기 비현실의 세계로 비”쳐질 때

형자가 심우진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무언지 모를 미”를 느낀다는 부분,

심우진으로써 “미지의 존재”를 체험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은 초현실주

의적 사랑과의 연관성을 드러낸다. 초현실주의에서 사랑이 창조적 에너

지, 혁명적 힘을 지니듯, 이 소설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미적 체험”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혁명”, “해방”을 이끌어낸다. 중요한 점은, 이 사랑

이 또한 “주관과 객관의 조화”를 의미하며, 그 순간이 초현실주의 개념

중 하나인 객관적 우연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객관적 우연의 형식은 현

실 원칙에서 벗어나 상상력에 의한 현실과 비현실의 연결 관계를 생성해

낸다.504) 즉, 관계와 존재에 대해 사유하던 형자가 찾은 해답은 바로 혁

명과 해방을 가능케 하는 상상력에 의한 미적 체험, 예술이다.

그렇다면 형자가 사랑했던 임우진이 권유한 노래로써 “고통 속에있는

사람에게 … 잠을 못 자 뜬 눈으로 밝히는 사람들에게 … 어딘가에 숨어

서 전화만을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

502)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219면.
503)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224면.
504) 임재정, ｢초현실주의와 건축-‘객관적 우연’을 통한 건축 공간 탐구｣, 경기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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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말부는,505) 분신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을 통해

창조한 예술로 여러 소외된 타자들과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남자야말로 어디엔가 숨어서 형태를 감추고 목소리만으로 말하

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형자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던 자신을 묶은 줄을 풀라던 말은 그 남자가 스스로에게 들

려주던 말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자 자신이불러야 할 노래란 바로 그런 것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둠이 다 하면 밝음이 오고 밝음이 다 하면 어둠이 오는

빛과 어둠의 출몰 그 사이에 자신의 노래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

다. 노래는 하고 형자는 생각했다. 결국 내가 ‘하고자’하는 노래로

되어줄 것이다.506) (강조-인용자)

그녀는 자신의 전부로 노래를 부르리라 생각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붇는한 이 세상은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르지 않는 샘이나 맨 마지막 잠도 그곳에 있으리라 생각되었

다.507)

“‘하고자’하는 노래”를 “자신의 전부로” 부를 때, 즉, “타자들에 대해 철

저히 선택과 무관한 ‘전존재론적인’ 민감성을 가”508)지고 노래를 부르기

를 수행할 때, “이 세상은 안전할 것”이라는 다짐은, 미적 체험을 통해

윤리적 노래 부르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509) 윤리적 주체로 거듭

나 새로이 세계를 인식하고 타자에 다가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결말에서, 형자가 ‘거름구덩’에 빠진 것은 왜일까? 그것은 형자가 결국

505)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243면.
506)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243-244면.
507)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247면.
508) 주디스 버틀러(2013), 154면.
509)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수행적이란, “목적한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해가는 행
위”이다.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문학동네, 2008,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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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남자와 전화를 끊음으로써 실제로 재미있는 관계를 맺는 데는 실패

했기 때문일 수 있다. 형자는 결국 심우진과도, 윤희와도, 낯선 사람과도

통화만 할 뿐 만나지 못했다. 이러한 결말은, 타자와의 보다 적극적인 관

계 맺기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 관계 맺기의 양상

은 ｢달의 몰락｣과 ｢가을의 환｣(열림원, 2003)에서 시도된다.
｢달의 몰락｣에 이르러, 성적 합일되는 두 사람이 나타나며, 예술로써 기

존의 신화가 아닌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데에까지 논리가 이어

진다. 이 소설은 A, B, C, D 네 사람의 여행기인데, 소설은 여행에서 일

어나는 여러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다. 소설에서 화자 D는 시종일관

“사람들 사이에서 절벽”510)을 느끼는 여성으로, 개인주의적인 일본인을

마주할 때. 여행지에서 비정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절벽’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소설은 남성으로부터 관계를 당한 D가 담담하게 “새로운 신화

를 창조해야 하지 않겠어요?”511)라며 한 부인에게 쓰는 편지글로 끝이

난다. 해설을 쓴 장석주는 D의 반응에 대해 “작가가 의도하는 어떤 상징

성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서 솟

구쳐 일어나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512)며 해석하기를 유보하는데,

소설에서 D가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닌가”513),

이성이 “나의 언어인가”514)라고 생각하고, 관계 직후 “누군가를 진정 만

난다면 각자의 언어가 다른 이 혼란에 질서가 주어지는 것일까요”515)라

고 편지글을 썼음을 고려할 때, 마지막의 성적인 장면은 언어에 관한 환

상으로 보인다.

D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에게 해를 향하여 다리를 벌렸다.

… 왜인지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녹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미지의 빛이 제게 보이는 듯해요. 이 섬의 심장을 지금 이 순간 찾

510) 김채원(1995), 47면.
511) 김채원(1995), 97면.
512) 김채원(1995), 388면.
513) 김채원(1995), 76면.
514) 김채원(1995), 92면.
515) 김채원(1995),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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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느낌이에요. 이 섬의 심장과 저의 심장이 맞닿아 오는 것 같아

요.516)

위의 인용문은 형자와 그 옆사람의 형자와 심우진의 관계와 겹쳐읽을

때, 그 의미가 드러난다. 형자가 “심우진에게는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듯

만남”517)으로써 “미지의 존재”518)를 체험해 나가고 “쿵, 하고 가슴이 열

리는 상태”519)를 경험하듯, 타인으로부터 절벽을 느끼던 D가 에게 바다

를 향하여 자신을 바치자, 미지의 빛이 보이며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는

다. 그렇다면 남성과 D의 관계 장면과 D의 편지 내용은, 초현실주의적

사랑이라는 미적인 체험을 통해 창조되는 예술이라는 언어로써 다시금

신화를 쓸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한 신화는 “지금 여기 이곳, 이

곳을 향한, 이곳에 가닿을 수 있는 새로움”의 이야기라는 점에서,520) 예

술을 통해 기존의 신화적 역사를 탈피한 ‘현재성’의 세계를 창출해내고자

하는 김채원의 뜻이 담겨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재성

의 세계는 “억장, 절벽, 절규라는 단어를 거슬러 올라가 닿을 수 있는 그

곳”으로,521) 타자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구원 가능성이 엿보이는 곳

이다. 김채원은 이 소설에서 현재를 사유할 수 있는, 구원 가능성을 탐색

할 수 있는 새로운 신화를 써야한다는 작가의식을 내보인다.

｢봄날에 찍은 사진｣은 3.1절의 시간의식과 미적인 창조의 양상이 결합

되어 나타나는 소설로, 시간의 뒤섞임과 실존적 탐구를 노래하는 여학생

합창단의 노래부르기가 세상의 질서에 상처받은 여성 화자를 치유하는

것으로 그려지며, 김채원이 미적인 언어로써 창조되는 ‘현재성’의 세계가

지니는 힘을 믿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봄날에 찍은 사진｣은

아이의 엄마이자, 생물교사인 며느리가 성묘를 가서 산소에서 일가친척

들과 함께 밥을 먹고 헤어지기까지의 여정을 담는다. 소설은 어느 봄날

516) 김채원(1995), 95면.
517)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233면.
518)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129-130면.
519)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129-130면.
520) 김채원(1995), 97면.
521) 김채원(1995),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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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들과 함께 비탈진 나무 밑에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밥을 먹는 지

점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곧 납북된 남편의 형의 사진을 보

았던 기억이 귀환한다.

그러나 그보다 며느리는 그 사진으로서 개인적인 어떤 느낌을 갖

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편이 맞으리라. 허공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가능할까. 그 느낌을 찾아들어 가보면 자신이 안고 있는 허공의 줄

기가 잡혀질 듯한.

단편적인 어떤 장면이 실지로 며느리에게 다가온 적도 있다.

수업이 없는 오후 한산한 교무실에 앉아 있을 때 소강당 쪽에서

여학생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왔다. … 그런데 그 여학생들 속에 사

진에서 보았던 맏이의 애인도 섞이어 노래 부르고 있었다.522) (강조

-인용자)

대학생이 된 후의 여러 스냅들에는 누군가의 애인으로 변모한 여

인의 빛나는 기쁨이 있어보였다. … 그들의 어느 시간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기보다 그저 몸으로 봄의 기운을 느끼듯 그 기운을 느껴보았

다.523) (강조-인용자)

남편의 형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지만 6.25 때 납북되는데, 그 형이 찍

힌 사진을 보고 며느리는 합창하는 “여학생”들을 떠올리는 한편 “허공을

잡는”, “개인적인 어떤 느낌을 갖게” 된다. 이 느낌을 구체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서는 김채원의 수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 후 10년이 지난 다까다노바바의 긴 길에서 밤 불빛 속에 비친

여자가 웃고 있는 선전 포스터를 보며 나는 문득너무도 현실감이

없는 이 현실이라는 것, 지금 웃고 있는 저 여자도 내가 보고 있는

이 순간에 이미 저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현실의 틈바구니를 처음

522) 김채원(2004) 207-208면.
523) 김채원(2004),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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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몸소 체험하듯 느끼었던 것 같다.

현실의 틈바구니—허공이나 계단, 사다리 같은 이미지로 대치될 수

있는 그 틈바구니를 감지하며 무화되어 가는 실존을 느꼈던 것 같

다.524)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일상에서 마주한 사진은 김채원에게 초현

실주의적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김채원은 길가에 붙어 있는 사진으

로부터 어떤 충격 체험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는 초현실주의

의 ‘경이’의 느낌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초현실주의에서 사진은 발작적

아름다움, 즉 경이를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525) 그런데 초현실주의에

서 사진이 불러일으키는 경이는 롤랑바르트의 ‘푼크툼’ 개념과 연관지을

수 있다.526) 밝은 방-사진에 관한 노트527)에서 바르트는 보는 자로서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바를 스튜디움과 푼크툼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데, 스튜디움은 보는 자로 하여금 열정적인 전념, ‘좋아함’ 정도의 반쪽

관심을 부여/투자하게 만드는 데에 반해, 무의도적 디테일이 확장되어

나타나는 푼크툼은 보는 자를 찌르고 상처 내며 소란을 일으킨다. 이는

보는 자가 사진에서 눈을 뗐을 때나 눈을 감았을 때 깊은 생각에 잠김으

로써 발견할 수 있으며 이때 숨겨진 부분 역시 창조된다. 즉, 푼크툼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 너머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며, 이러한 푼크툼 읽

기는 순간적이면서 능동적인 행위라 바르트는 논한다.

바르트의 푼크툼 읽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시간과 존재다. 바르

트는 죽은 어머니의 사진으로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소녀로서 어머니

를 경험했으며, 자신이 대문자 엄마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나의 어머니,

영혼을 잃었음을 느꼈다. 상실로 인한 슬픔을 애도나 그 어떤 담론으로

도 바꾸거나 승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함을 깨닫고, 가능한 것은 오로지

그 안에 자신의 죽음이 새겨져 있다는 생각임을 알아차리며, 바르트는

524) 김채원(1993), 39면.
525) 핼 포스터, 앞의 책, 67면.
526) 핼 포스터, 위의 책, 67면.
527) 이 단락과 다음 단락 롤랑 바르트, 김웅권 역, 밝은 방-사진에 관한 노트, 동
문선, 2006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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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방식으로 죽음을 해결한다. 사진의 대상으로부터 바르트가 읽는

것은 ‘곧 죽을 것이다’는 푼크툼이고, 이는 죽음이 존재했고, 그것이 존재

할 것이라는 과거와 미래의 뒤섞임이다. 사진은 ‘그것이 존재했다’는 과

거를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곧 죽을 것임이라는 미래의 죽음을 보여주며

시간을 무너뜨리고 보는 자를 찌른다. 이렇게 하나의 존재와 그 존재에

대한 상실을 사진으로부터 사유하는 과정을 통해 바르트는 사진의 본성

이 ‘그것이 거기에 존재했음’임을 읽어낸다. 이때 사진은 그것이 존재했

음을 강요할 수 없는 다른 재현 체계들과 구분되며, 이것이 바르트가 다

른 것이 아닌 사진에 천착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사진이라는 매체는,

시간을 뒤섞음으로써 존재를 사유케하는 것이다.

즉, 의식에 무의식이 개입된 매체로서의 사진이 보는 자로 하여금 보지

못했던 사실을 찾아내게 하기도 하고, 뒤섞인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초

현실주의적인 경이를 감각하고, 실존을 느끼게 한다고 할 때, 며느리는

사진을 통해 초현실주의적인 경이, 롤랑 바르트 식의 푼크툼을 경험하는

것이다. 며느리는 사진으로써 ‘형이 존재했음’이라는 과거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현재를 느낀다. 납북된 형의

사진은 시간을 뒤섞음으로써 ‘죽음’을 인지시키면서 며느리로 하여금 계

속해서 존재와 부재에 대해 사유하게 만든다.

그 사진을 본 기억에서 시작하여 며느리는 “내게도 자아가 있는가” 질

문하며 몽상 속에서 “약속된 자아”가 아닌 “약속 이전의 진정한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탐구해나간다528). 몽상해나가며 며느리는 일상에 생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자기와는 가장 무관한 것”으로 느끼면서도,529)

세상의 “약속노름”을 “약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을 본다.530) 그러

다가, 한 소년이 빙빙 돌리던 낚싯바늘이 며느리의 팔에 떨어져 며느리

는 상처를 입지만, “무엇인가 맘모스적인 것, 철통 같은 것이 자신의 생

각들을 가로막는 것 같”531)이 느끼면서 그 상처를 “안 보려 애쓰며 …

528) 김채원(2004), 224면.
529) 김채원(2004), 217면.
530) 김채원(2004), 217-218면.
531) 김채원(2004),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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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팔처럼 자신의 상처를 꽉 묶”532)어 치유없이 고통만을 둔화시켜버

린다. 여러 거대한 세상의 질서에 맞춰나가느라,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자

신을 발견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이때의 질서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이 동원될 수는 없는”533) 합리적 질서일 수도 있고, “한 남자와

소년이 … 원을 그리며 허공을”534) 낚시줄로 만드느라 생성해낸 질서일

수도 있다.

세상의 질서 때문에 만들어진 며느리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은

며느리가 뒤섞이는 시간을 경험하고 떠올렸던 여학생들의 합창을 다시금

기억한 후, “그 소녀들과 피아노를 바라볼 것”535)이라고 다짐하면서부터

다. 피아노가 “옛날에 있던 피아노가 아직도 그대로 있을 수 있겠다”536)

는 희망을 주는 사물이고, 그 피아노를 바라보는 여학생들이 “영원을 향

하여 노래 부르고 있”537)었음을 상기할 때, 화자의 다짐은 세상의 질서

에 의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학생들과 함께 부르는 영원을 향한

노래가 필요함을 가리킨다. 이러한 깨우침 이후 화자가 인사하는 사람들

로부터 “생명의 흐름”538)을 보는 장면,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차에 타는

모습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약속과는 반대 방

향에”539) 서 있어 “무엇인지 조금 회복되는 기미”540)를 느끼는 결말은,

시간과 실존에 대한 탐구와 그 탐구를 노래하는 예술로써 사람들과 인사

하며 관계 맺을 수 있으며, 그러한 관계를 통해 형과 아우를 갈라놓은

세상의 질서로부터의 상처, 남자와 소년으로부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즉, 김채원은 이 소설에서 독특한 시간성을 지니는 예술

의 힘을 모색했으며, 이는 4.1절에서 살펴볼 소설들에서 예술이라는 미적

인 언어을 통한 역사 다시 쓰기로 실천된다.

532) 김채원(2004), 223면.
533) 김채원(2004), 225면.
534) 김채원(2004), 222면.
535) 김채원(2004), 229면.
536) 김채원(2004), 210면.
537) 김채원(2004), 210면.
538) 김채원(2004), 231면.
539) 김채원(2004), 233면.
540) 김채원(2004),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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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를 구원하는 소설 쓰기

4.1. 현재성의 세계에서 발견한 사랑의 윤리

이 절에서는 전쟁의 장면이 나타나는 소설들과 역사가 언급되는 텍스트

를 중심으로, 김채원이 독특한 시간의식에 의거한 미적 언어를 통해 역

사주의적 역사에 대항하는 현재성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양상을 알아보고

자 한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 일상을 초현실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에

따라, 김채원은 균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이 아닌 순간, 순간의 충만한 시

간의 시간의식을 지닐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김채원 소설에서는 역사가

일직선으로 흐른다는 진보적 역사관, 역사주의적 역사가 부정되며,541) 대

신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 파편적으로 출몰하는 ‘현재성’의 역사가 등장한

다. 김채원 소설에 나타난 전쟁 기억은 기억되는 시점과 “모순, 대립되는

요소들을 동일한 화폭에서 결합시키거나, 어떤 오브제를 전혀 엉뚱한 환

경에 위치시켜서 시각적 충격과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542) 콜라주의 한

방식인 ‘데페이즈망(depaysement)’을 따르며, 기억의 주체를 각성시키는

데서 나아가, 현재와 미래의 파국을 구원할 “미약한 메시아적 힘”543)을

불러온다. 이렇게 과거 이미지와 현재의 성좌를 만듦으로써 김채원이 찾

은 것은, 전쟁이 결국 ‘너’와 ‘나’의 윤리의 문제이며, 사랑을 경유한 윤리

적 만남으로써 역사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메시아적 계시다.544)

541) 김종욱에 따르면, 이러한 직선적인 시간관은 진보적 역사관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서구 근대 과학에 의해 정립된 “동질적이고 분할 가능한 시간” 개념은
“자연 도태의 시간적 축적을 통해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다윈의 진화론으로 이어
지며, 나아가 시간의 누적을 통한 발전이라는 역사주의로 발전한다. 이렇듯 분할
가능한 시간이라는 관념과 계량화된 시간의 누적을 통한 질적 진화 혹은 발전이
라는 관념은 근대의 시간관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김종욱, 앞의
책, 26면.)

542) 신현숙, 앞의 책, 218면.
543) 발터 벤야민(2008), 332면.
544) 이는 형자와 그 옆사람을 자기 탐색에서 타자와의 만남으로 나아가는 소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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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폭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체의 이름으로

해소할 수 없는 취약성”을 발견하고,545) 상해를 입은 자의 관점에서 “관

계성의 양태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깨우친다.546) 이러한 상해에 대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 안에 있지 않은, 눈멀고 맹목적이지 않은, 황

폐함에 취약하지 않은, 매혹에 종속된 존재가 아닌 그런 존재”라고 인식

하며 상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547)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의 불투명성, 우리 자신의 무지의 장소들, 우리 자신의 상해에 굴복

하고 그것들을 따”름으로써 상해를 막는 데 실패할 때,548) 우리는 인간

이 된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기꺼이 훼손당하려는 자발성이 인간이 될

기회를 구성할 때”, 우리는 개인주의적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 “신속히

행동하게 되고, 어딘가에 말”을 걺으로써 윤리적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무책임하지 않을 수 있다.549) 김채원 소설에서 “상해에

맞설 권리를 주장”550)하던 자기보존적인 화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함

으로써 상해에 굴복하고, 자신이 “서로의 자비를 바라는”551), 취약성을

지닌 존재임을 이해하여 폭력으로 선회하기보다 충분히 슬퍼할 때, 이들

은 타자와 연결되고 구원에 다다른다.

먼저 전쟁 기억을 담은 1980년대 소설들에서는, 사랑이 진보적 역사의

타자들을 구원할 옅은 실마리로 제시된다. 김채원의 초기 단편소설들에

서부터 과거의 기억은 반복적으로 회귀하는데, 전쟁과 관련된 기억은 60

여 편의 소설들 중 20여 편의 소설들에 나타나며, 김채원의 문학 세계에

해석하는 논의(김화영, ｢<만남>으로 가는 미완의 노래-김채원의 ｢형자와 그 옆
사람｣｣, 형자와 그 옆사람, 도서출판 창, 1993.), 지붕 밑의 바이올린(2004)의
소설들에서 “타자에 대한 생각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논의(문혜
원(2004), 381면.), ｢환｣ 연작이 존재와 관계에 대한 탐구를 담는다는 논의(김수
이, ｢삶의 추상성과 구체성의 마법｣, 가을의 환, 열림원, 2003.)와 맥락을 같이
한다.

545) 주디스 버틀러(2013), 175면.
546) 주디스 버틀러(2013), 177면.
547) 주디스 버틀러(2013), 178면.
548) 주디스 버틀러(2013), 178면.
549) 주디스 버틀러(2013), 223면.
550) 주디스 버틀러(2013), 179면.
551) 주디스 버틀러(2013),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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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광주 항쟁 시기 이후의 소설들에서부

터 납북된 김동환, 학도병 김익조, 이응노 화백 등 전쟁으로 뿔뿔이 흩어

져버린 사람들의 기억이 차례로 등장한다는 점은, 전쟁의 기억이 단순한

추억이라기보다 지금 여기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광

주 항쟁 즈음 한국에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암살 사건, 1980년 5

월 18일 광주 항쟁이 차례로 일어나며, 혼란이 심화되고 있었다. 김채원

이 소속된 작가 1집에서, 작가 동인을 대표하는 필자가 “작년 10월

의 돌발사건을 겪으면서, 그 희귀한 역사적 경험을 한 연대”552)라고 칭

한 데서도 알 수 있듯, 김채원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김채원이 소설 ｢무언가｣에서 “어린 시절 6·25 동란을 겪었고, 그리

고 광주사태 때 그와 똑같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일어나는 실상을 보

았”553)다고 서술한 바 있듯이, 1980년 5월 18일 광주항쟁은 김채원에게

전쟁과 유사한 이데올로기 폭력의 경험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즉,

광주 항쟁 이후의 소설들에서 반복적으로 전쟁의 기억이 회귀하고, 소설

의 화자들이 회귀한 기억에 의해 전쟁으로부터 희생된 타자들에 대해 자

각하며 ‘사랑’이라는 구원 방식을 발견하는 서사는 김채원이 전쟁과 광주

항쟁을 병치시킴으로써 현재성의 세계를 만들어내고자 했으며,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메시아적 힘을 찾고자 했음을 암시한다. 과거의 기억은 성

장 과정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 현재의 ‘나’의 일상을 깨뜨리고 ‘나’를

각성케하는 억압된 무의식인 것이다.554)

광주 항쟁 이후 발표한 ｢아이네 크라이네｣(문예중앙, 1980.6.)와 ｢오월

의 숨결｣(작가, 1982.7.)에서 사이렌, 시위 소리와 같은 음성은 국가적

항쟁이 벌어지던 시대적 배경의 암시이며, 그 소리가 들려올 때 명여와

552) 김원우 외, 작가 1, 민음사, 1980, 286면.
553) 김채원(1990), 210면.
554) 이는 “유년의 의미를 성장한 어른의 특정 이데올로기로 환원하는 작업은, 현재
가 과거를 호출하기도 하고 과거가 현재에게 말을 걸기도 하는 기억의 복잡한 메
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며 산업화의 무의식으로서의 ‘나
-아이’와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는 ‘나-어른’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고찰한 손유
경의 논의를 참고한 것이다. (손유경, ｢유년의 기억과 각성의 순간-산업화시대
‘성장’‘서사’의 무의식에 관한 일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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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게 전쟁과 관련된 과거의 기억이 환기되는 장면은 김채원이 전쟁

의 기억으로써 지금 여기의 현실의 구원을 찾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독자들이 전쟁기 희생자들의 기억을 다시 상기함으로써

1980년대에 다시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기를 바

라며, 전쟁기와 1980년대를 병치한다.

｢아이네 크라이네｣는 교통이 마비된 다리에서 명여가 분단으로 아들과

헤어진 운무 선생과의 파리에서 만났던 것을 기억하는 소설로, 단순히

‘간첩’으로 기록된 한 인물의 뒷얘기가 펼쳐지는 한편, 폴 엘뤼아르의 ｢

공습경보｣라는 시가 삽입되며 ‘사랑’이라는 타개책이 제시된다. 소설의

화자 명여는 다리 위에서 도시 밖으로 나가는 길이 모두 다 봉쇄되어 있

다는 말을 듣고서는 “6.25 같은 동란이 또……아니면이 혼란기를 틈타서

어떤 내란 같은 것이라도……”555)라며 6.25 전쟁 때와 같은 불안감을 느

낀다. 이때 고막 속에 갑자기 “긴 공습경보가 울려오기 시작”556)하며 운

무 선생의 기억이 회귀한다.

소설 속 운무 선생은 전쟁이라는 진보 문명으로부터 아이를 잃은 진보

의 희생자로 그려진다. 운무 선생은 6.25 전쟁 때 납북된 아들을 만나기

위해 동백림 사건 당시 동독을 다녀온 인물로, 김채원이 파리 체류 시기

일을 도왔던 이응노 화백과 유사하다.557) 이응노가 6.25 전쟁 당시 생이

별한 아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으나, 동백림 사건에 연루

되어 간첩 화가로 옥고를 치르고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듯, 운무 선생

역시 간첩으로 밝혀진다. 그러나 운무 선생은 이 소설에서 젊은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명여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외로워서 명여를

불러내고,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을 말하며, 간첩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

되기 어려운 다양한 면모를 내보인다. 기억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 명

여는 운무선생이 북쪽 공작원으로서 자신을 이용한 것이냐는 의문에 대

해 아니라고 부정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558)을 드러내고 당시 정부의

555) 김채원(1984), 16면.
556) 김채원(1984), 17면.
557) 김채원이 이응노 화백에 대해 회상하는 부분은 김채원, ｢시간 속의 시간｣, 현
대문학 744, 현대문학 편집부, 2016.12., 223면 참고.

558) 김채원(1984),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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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반항한다. 즉, 기억은 명여로 하여금 이데올로기 갈등 안에서 간

첩으로 몰려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와보지도 못한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하고, 국가라는 거대 질서에 반발케 한다. 결말에서 화자가 엘뤼아르의

시를 외우며 사랑을 찾는 장면은, 이러한 역사적 타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념이 아닌 사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1980년 12월 김채원이 아들을 출산한 이후의 소설들에서는 아이를 가진

엄마인 화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의 가능성이 탐

색된다. ｢오월의 숨결｣은 광주 항쟁 이후 1982년 발표된 소설로, 한 여인

이 학교 주변 숲에서 솔방울을 따면서 한국전쟁기를 회고하다가 한 사내

를 마주치는 내용이 소설의 중심을 이룬다. 그 시기와 제목은 5월 항쟁

을 연상시키지만, 소설에 나타나는 당시 시대 상황에 관한 서술은 학교

가 문을 닫고 학교 마당에서 군가가 들려온다는 정도뿐이다. 중요한 점

은 ｢아이네 크라이네｣에서 그랬듯 ｢오월의 숨결｣에서 역시 과거인 전쟁

기와 현재인 1980년이 지속적으로 교차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여의도 광장에 전시된 전투기를 구경하다가 B-29기를 보는

순간부터 여자는 확실히 그런 것을 자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B-29

기를 보던 순간 여자의 가슴이 울렁거리고 피가 뛰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B-27기를 보던 순간 그런 느낌이 온 몸에 퍼

졌습니다. … 그러다가 발걸음이 B-27기 앞에 머무를 순간 여자는

아, 하고 발을 멈추었습니다. B-27기에서 B-29를 떠올릴 수 있던

때문이지요. 어릴 때 모두들 삐십꾸 삐십꾸 뜻도 모르고 발음하던

비행기의 이름이 B-27기를 보는 순간 아, B-29기인 것이구나 하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감동과 함께 목마르게 기다리던 그 비행기를

이제 눈 앞에 직접 놓고 보는 감격이었던 것이지요.559) (강조-인용

자)

여자는 군가 소리가 들려 오는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또 무

559) 김채원(1984),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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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뉴스가 있으려나, 남쪽 지방의 사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았을까,

결국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자 다시 공포에 가

까운 짙은 불안이 들이밀립니다.560) (강조-인용자)

“세계 종말이라구요, 그러면 전쟁이 결국 일어난다는 얘기인가요

?”561) (강조-인용자)

화자는 ‘현재’ 전시된 B-27을 보고 ‘전쟁기’의 B-29를 떠올리며, B-27을

보는 순간 B-29가 어릴 때 모두 삐십꾸라 부르던 비행기의 이름임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감동”에 휩싸인다. 유사하지만 다른, 현재의 B-27

을 보면서 전쟁기의 삐십꾸를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화자는

군가 소리가 들려오는 ‘현재’의 상태를 ‘전쟁’과 대응시키기도 한다. 즉,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콜라주를 통해 화자는 “감격”과 “감동”, 즉 경이를

느끼며, 비행기를 새로이 인식한다. 화자가 ‘현재’ 여의도 광장에 전시된

B-27기 전투기를 보며 ‘6.25 전쟁기’의 전투기 B-29기를 떠올리는 장면

이 소설의 도입부에 등장하며 서사가 시작된다는 점은, 이러한 기억의

작동 방식이 이 소설의 중심을 이룰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화자의 기억을 중점으로 살펴보면, 이념적 진보를 외치는 무

리에 의해 해를 입은 여성들이 기억에 등장한다.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

지 나타나는 숲의 속삭임은 서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562), 화

자가 숲이 속삭이는 소리를 알아들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한 사내와

대화를 나눈 후 전쟁기의 기억을 통해 문제점을 자각하면서다. 그 사내

560) 김채원(1984), 141면.
561) 김채원(1984), 142면.
562) “눈의 아우성, 정말 아무것도 안보이는 허공은 그대로의 눈의 세계였지요. 그것
은 하나의 비밀이요 예감이기도 했습니다. 눈은 무엇이라고 속삭거리며 한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을 얼른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눈은
그쳐 버리고 오월이 왔습니다.”(김채원(1984), 131면.) “여자는 이제야 지난 겨우
내내 숲이 속삭이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채원(1984), 147
면.) “여자는 행렬 속에서 잠재워 놓고 온 아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달나라에
가기 위해 조그만 등에 커다란 짐을 걸머지고 있습니다. 안돼 안돼, 여자는 고개
를 숙이고 손바닥으로 입을 가립니다. 숲은 밤 속에서 더욱 뚜렷이 열기를 뿜어
내듯 속삭이고 있읍니다.” (김채원(1984), 147-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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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이라는 제국을 비판하고 “세계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언지(강조-인용자)”563) 생각하면서도, 자기를 떠나려 하

는 여성에게는 죽일 듯이 폭력을 휘두르는 인물이다. 화자의 기억 속에

서 이 사내는 전쟁기 휴전협정반대 데모를 하던 무리와 겹쳐진다. 어렸

던 화자는 데모 현장을 지나가다 그 무리로부터 “얘 얘, 너희들한테 여

대생 언니 있니?”라는 질문으로 “히야까시”를 당했다.564) 사내와 화자의

기억 속 데모 무리는 제국의 파시즘에 저항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 소유를 욕망하는, 또 다른 파시즘을 내면화한 이들인 것이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화자는 엉엉 울어버린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 겹쳐지는 것은, “컹컹컹”565)하는 소리와 함께 무

너져가는 집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가 못을 박는 기억이다. 이 기억은 무

너져가는 집을 지키기 위해 못을 박는 소리로부터 시작되어, 엄마, 화자,

화자의 언니가 벼랑에 빠진 사촌언니를 등불을 켜 구원해내는 장면으로

끝이나는데, 이는 2장에서 살펴보았듯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전술했듯

이, 최정희의 삶이 페미니즘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한 기억이라면, 소설에

서 남자가 사귀던 여자에게 휘둘렀던 폭력을 고백하자 동숭동 집 어머니

와의 삶의 기억이 귀환한 것은, 여성의식의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때

에야 화자는 속삭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내와 함께 걸어가는 자신의

아이를 보고서 “안돼”566)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아이의 세대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성된 의식인 것이다.

요컨대, 작가는 국가적 파시즘에 저항하는 진보적 집단이 여성들에게

가하는 또 다른 폭력이 전쟁으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문제점임을 역설

한다. 그러한 연쇄적인 폭력을 드러내며 거대 질서의 타자를 현재에 기

입하고 각성케 하는 것이 바로 기억이다. 기억으로부터 타자들을 발견한

화자가 엄마로서 걸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안돼’라고 속삭인다는 결말

은,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써 연쇄적인 폭력의 문제를 자각하

563) 김채원(1984), 142면.
564) 김채원(1984), 147면.
565) 김채원(1984), 140면.
566) 김채원(1984),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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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쳐나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애천｣(문학사상, 1984.1.)은 소자의 꿈에 대한 속이야기

와, 엄마가 된 소자가 꿈에서 깨어나 승일에 대해 슬퍼하는 밖이야기로

구성된 소설로, 이 소설에서 역시 진보의 타자들에 대응하는 삶의 방식

으로서의 ‘마음’이 제시된다. ｢애천｣의 소자는 꿈에서 무의지적으로 회귀

하는 기억을 맞닥뜨리는데, 그 기억에는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가한 후

고독병을 앓다 사망한 승일과 군복을 입은 문둥이 걸인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 승일은 최정희와 김유영의 아들이자 김채원의 이복오빠였던 김익

조를 모델로 한다. 소설에서 승일이 어린 시절 엄마와 떨어져 있었던

점567), 창경원에서 승일과 소자, 형자, 소자와 형자의 아빠가 함께 사진

을 찍었다는 점568), 실제로 일찍 사망한 점이 김익조와 닮아 있다. 최정

희의 ｢야국초｣(국민문학, 1942.11.)에 등장하는 아들의 이름이 승일인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특히 형자의 기억 속에서 승일이 등장하는 장

면과, 최정희의 전기 속에서 익조가 집에 돌아오는 모습은 굉장히 유사

하여 승일과 익조의 연관성을 드러낸다.

문밖엔 군복차림에 철모까지 쓴 키큰 군인 한사람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노인은 지레 겁을 집어먹고 그의 얼굴은 살펴볼 생각조

차 하지 않았다. 다리가 저절로 후들거렸다.

｢할머니 접니다, 익조예요.｣

｢엉?｣

풀썩 주저앉으려는 외할머니를 손자가 건장한 팔을 내밀어 부축했

다. 그와 동시에 방안에서 바깥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던 그녀도 방

문을 메다꽂고 뛰어나왔다.569)(최정희 전기)

그때 홀연히 한 군인이 국방색 우비를 입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어

567) 최정희와 김익조가 떨어져 지낸 사실은 서영은, ｢생의 태풍속을 무구한 노로｣,
문학사상 131, 문학사상사, 1983.9., 242면 참고.

568) 최정희, 김동환, 김익조, 김지원, 김채원이 찍은 창경원에서의 사진은 김지원, ｢
작가사진｣, 김지원 소설 선집1-폭설 외, 작가정신, 2014 참고.

569) 서영은, ｢생의 태풍속을 무구한 노로｣, 문학사상 136, 문학사상사,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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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는 버선발로 달려나가 빗속에서 군인을 부등켜안고 울었다. 군

화에 군모를 쓰고 있으나 우비 속에서 솟아나온 가느다란 목이 아

직 여물지 못해 앳된 소년의 얼굴이었다.570)(｢애천｣)

그런데 소설에서 열 일곱 살에 학도병으로 끌려나갔다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오빠 승일은 어느 날 집안으로 들어온, 더러운 군복을 입은 문둥

이 걸인과 아코디언으로 겹쳐진다.

아코디언은 소자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닌 어쩐지 상이군인 같은 모

습을 하고 있었다. 거기 놓인 것보다 작고 서정적인 모양이라고 생

각했었다.571)

승일은 아코디언을 산 그날부터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고 노래반주

를 서투르게 맞추기 시작했다. 승일의 노랫소리는 바람결을 타고 동

네 구석까지 퍼졌다.572)

그녀는 아직도 문둥이를 쫓는 환상을 보곤 했다. 그리고 그 환상 속

에는 아코디언 꽃잎 등불 같은 것이 찾아들곤 했다. 꽃잎들은 아직

떨어지고 있을 것이다. 꽃잎은 과거로 떨어져 갔고 또 미래에까지

떨어져 올 것이다. 아코디언 소리 또한 그럴 것이다. … 그 음은 이

미 노래는 아니었다. 가슴을 흔들고 지나가는 추억, 잃어진 유년시

절 속의 승일로 대치되었다.573)

승일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했던 아코디언은 소자의 눈에 상이군인으로

비쳐지는데, 꿈에서 깨어난 소자가 군복을 입고 팔을 잃은 문둥이 걸인

을 떠올릴 때 아코디언 소리가 들려오며, 그 소리는 다시 유년시절 승일

570) 김채원(1984), 53-54면.
571) 김채원(1984), 43면.
572) 김채원(1984), 47면.
573) 김채원(1984), 60-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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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억을 불러온다. 이 장면은, 승일을 “전우들이 순식간에 시체로 딩굴

고 하는”574) 모습을 보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575)겨야 했던 전쟁이

라는 이데올로기 갈등의 희생자, 한 상이군인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박미진과 이혜령이 지적하듯, 승일은 전쟁의 피해자만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던 승일은 엄마에 뜻에 따라 공부를

하고 취직하지만, 그 직장에서 죽어버린다. 승일은 꿈보다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 일반의 “뿌리 뽑힌 자들의 불행”576)을 담는 존재

인 것이다. 승일이 죽고나서야 엄마를 비롯한 가족은 승일의 고독병을

알게 된다. 이에 대해 소자가 “피를 나눈 형제의 일이었는데” “교과서에

서 배우듯이 하나의 사실로서만” “막연히 오빠는 전장에서 돌아왔다”라

고 인지하고 있었음을 반성하는 부분577)은 교과서의 역사책에 씌어진

사실로는 느끼지 못하는 지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소자가 승일을 “자신

의 아들처럼 조그맣게 부르며, 그의 손을 잡아 가슴속으로 끌어들이”578)

고 싶다고 생각하는 결말은 교과서의 ‘사실’이 아닌 ‘가슴’으로 타자를 끌

어들이는 연민으로써 이러한 타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울어야 함을 그린

다.579)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채원은 역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는데,580) 이 시점에서, 시에 나타난 사랑,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가

574) 김채원(1984), 55면.
575) 김채원(1984), 55면.
576) 박미진·이혜령, ｢우리 시대 여성 정체성의 탐구｣, 20세기 한국소설 33, 2005,
370면.

577) 김채원(1984), 62-63면.
578) 김채원(1984), 63면.
579) 박미진·이혜령, 위의 글, 371면.
580) ｢자전거를 타고｣와 ｢아이네 크라이네｣를 합쳐서 장편화한 소설 달의 강
(1997)을 1997년 펴내면서, 김채원은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달의 강
을 홍보하는 기사에서 “지금까지 정치라든지, 역사라든지 하는 것들과 무심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 가계의 이야기”를 그대로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 밝히는 한편(동아일보, 1997.6.10.), 달의 강의 작가의 말에서는 소설 창작
후 “무엇인가에 접근되었다는 느낌”을 받으며 앞으로 분단에 대한 소설을 더 써
나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김채원(1997), 5면.) 1990년대 후반 이후 발표된 소설 ｢
돌아온다는 사람｣(문예중앙, 1997 가을), ｢2000년의 꽃밭｣(21세기 문학, 1999
여름), ｢바다의 거울｣(문학사상, 2002.11.) 등, 소설에서도 ‘역사’라는 단어를 더
욱 빈번히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이 시기 김채원의 소설은 역사에 초점이 맞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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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으로 타자를 끌어들이는 마음 등으로 분화되었던 구원가능성은 사랑에

기반한 ‘너’와 ‘나’의 윤리적 만남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너’와

‘나’의 만남이 파국을 막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

설은 ｢돌아온다는 사람｣(문예중앙, 1997 가을)이다. 이 소설은 중년의

여성 화자가 유학 시절 알고 지냈던 무국적자 재일교포 남성의 아들을

4.19 탑이 내려다보이는 찻집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담은 소설로,

아리랑 고개와 미아리고개, 한국과 일본, 과거와 현재의 데페이즈망이 삽

입되는데, 이 소설에서 김채원은 이러한 병치 속에서 “곰팡이 난 기

록”581)으로서의 역사가 아닌 “지금 내가 있는 여기 이 자리”582)의 꽃이

필 것임을 그려낸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인 화자와 남성의 관계는 김채

원의 등단작 ｢밤인사｣의 민족과 통일을 주장하는 변호사였던 박상, 그를

만날 때면 매일 악마의 얼굴로 변하던 아자의 관계와 닮아있어 이 소설

을 ｢밤인사｣와 비교해볼 수도 있는데, 역사에 대한 관념과 두 가지 현실

이 콜라주되는 데페이즈망의 양상이 ｢밤인사｣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현재성의 역사라는 관점이 1990년대 심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리랑 고개나 미아리 고개 중 하나를 넘어야 갈 수 있는 곳에 사는 화

자는 이 두 고개를 생각하다가, 북조선에 적을 갖고 있었지만 조직을 나

간 후 공민권 없는 무국적자로 생활하며 민족 문제, 재일 문제로 강연과

변호를 하고 다니던, 일본 유학 시절 만난 한 재일교포를 떠올린다. 화자

는 유학 시절 그를 만날 때면 너무 긴장해 얼굴에 알레르기가 생기곤 했

고, 언제나 센티멘털해져 있었으며, 그를 만나기를 원했다. 그러나 “남에

서는 남쪽 사람끼리 북에서는 북쪽 사람끼리 살면 되”는 우리나라 땅덩

이에서와 달리 일본에서는 “남과 북으로 갈려야 하는 첨예한 삶의 문제”

가 있어 무국적자인 그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다.583) 무국적자로 일본

에 사는 그는 “북을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남은 아니었”다.584) “북과 남이

것으로 보인다.
581) 김채원, ｢돌아온다는 사람｣, 문예중앙 20권 2호, 중앙일보사, 1997 여름, 235
면. 이 소설은 소설 제목과 함께 표기.

582) 김채원, ｢돌아온다는 사람｣, 235면.
583) 김채원, ｢돌아온다는 사람｣,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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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신의 조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585) 그를 떠올리며

화자가 함께 상기한 기억은 일본 유학 시절 일본 대학생들이 한국의 유

신체제 반대 서명을 하던 것, 이 서명과 관련해 그가 화자를 도운 것이

다. 기억은 단면적이지 않은 한일 관계, 남북 관계를 상기시킨다.

남과 북을 함께 조국으로 느끼며 무국적자로 살던 그가 환갑이 다 되어

단체 대표로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화자가 그에게 선물하

는 것은 색깔과 모양이 복제품처럼 똑같지만, “일제”와 “메이드 인 코리

아”로 국적이 다른, 모순적인 손톱깎이 두 개다.586) 이러한 장면은 국적

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던지는 한편, 이에 이어서 화자가 데페이즈망으로

이루어진 선물을 건네며 “멀리서 사랑하겠다”587)는 쪽지를 쓰고, 선물을

받은 그가 “손톱깎이가 그를 구해주었다고 말”588)하는 부분은 현실의 재

현을 넘어선 콜라주 이미지의 창조589)로써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후에 그와의 통화에서, 선물을 통해 국적에 의문을 던진 화자는 너무

조국에 의미를 두지 말고, 재일이라는 자체가 그의 고향일 수도 있다, 아

직은 돌아오지 말라는 의견을 그에게 내비치지만, 서울에 온 그의 아들

지오를 만나면서 이러한 자신의 생각이 과거보다 현재가 낫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는 직선적 시간관을 기반으로 하는 진보적 신화에

의거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반성한다.

나는 지오와 만나면서 삼면이 유리로 된 창에 4.19 탑이 보이고 있

584) 김채원, ｢돌아온다는 사람｣, 229면.
585) 김채원, ｢돌아온다는 사람｣, 229면.
586) 김채원, ｢돌아온다는 사람｣, 231면.
587) 김채원, ｢돌아온다는 사람｣, 231면.
588) 김채원, ｢돌아온다는 사람｣, 232면.
589) 콜라주와 데페이즈망의 대표적인 예술가는 르네 마그리트인데, 이것은 파이프
가 아니다에서 푸코는 마그리트의 그림텍스트가 재현의 이데올로기를 깨뜨리고
비가시적인 것을 보게한다고 논한다. (Foucault, Michel, This Is Not a P ipe
With Illustrations and Letters by Rene Magritte, Trans. James Harknes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미셸 푸코, 김
현 역,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참고하여 다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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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답답하다고 느꼈으나 실은 내가 상상하던 모습, 아버지의

모습과 닮지 않은 데서 온 답답함이었는지 몰랐다.590)

“선생님 앞날의 청사진은 어떤 것이에요?” … 그가 개인의 삶이라

고 말할 때 나는 손톱깎이를 떠올렸다. 내게는 손톱깎이 같은 부분

이 삶의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며 지오 아버지는 그 반대였던 것인

가 더듬어보았다. …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란 누구인가, 그리

고 또 너란 누구인가 이런 개인의 물음들이 중요합니다.” … 내게는

손톱깎이 같은 부분, 그러니까 무엇인가하려 해도 손톱이 자라고 있

는—그런 부분이 삶 속에서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그에게 아직

돌아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그런 면의 표출인가 전화를 받

으며 생각했다.591) (강조-인용자)

지오가 당연히 자신의 아버지와 닮았으리라는 화자의 믿음은 4.19 탑이

라는 역사적 기록물이 보이지 않는 데에 대한 답답함과 연결되며, 화자

가 세상의 질서에 붙들려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자 화자아게 자신이 지

오의 아버지인 그에게 “앞날의 청사진”을 묻는 기억이 회귀하고, 화자는

“손톱이 자라고 있”다는 시간 질서에 연연하며 언젠가 만나리라는 신화

에만 기대어 “나란 누구인가”, “너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무심했음을

깨우친다.

지오와 헤어지는 “인사”592)를 할 때, 화자는 지오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귀환자들의 행렬과 아리랑 고개가 “과거와 현재

의 두 모습으로 컴퓨터 그래픽처럼 겹”치는 장면을 보는데,593) 그러한

과거와 현재의 콜라주를 본 화자가 아리랑 노래에 “썩은 고목 가지에서

도 꽃은 피리라”594)라는 마지막 구절을 붙이는 결말은, 과거와 현재의

관계로서의 역사가 필요하며, 그러한 역사로부터 구원을 찾을 수 있음을

590) 김채원, ｢돌아온다는 사람｣, 240면.
591) 김채원, ｢돌아온다는 사람｣, 241-242면.
592) 김채원, ｢돌아온다는 사람｣, 244면.
593) 김채원, ｢돌아온다는 사람｣, 244면.
594) 김채원, ｢돌아온다는 사람｣,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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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나아가 그 구원의 내용은,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파국이 오더

라도 ‘너’와 ‘나’의 만남과 인사를 통해 국적을 넘어선 미약한 메시아적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김채원은 곰팡이 난 기록으로서의 역

사가 아닌, ‘나란 누구인가’, ‘너란 누구인가’라는 말걸기와 물음이 새로이

역사를 재구성하고 구원할 수 있음을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

다른 소설들에서 콜라주와 데페이즈망이 서사 상에서 간접적으로 실험

되었던 데에 반해, 콜라주와 데페이즈망이 소설의 형식에 직접적으로 적

용되는 ｢2000년의 꽃밭｣(21세기 문학, 1999 여름)은 중년 여성 화자가

일상을 전쟁으로 느끼며 전쟁의 기억을 회고하다가, 역사란 “인간과 인

간의 관계”595)이며, 반복되는 전쟁의 역사를 사랑이라는 평화의 감각으

로 구원할 수 있다는 관점에 다다르는 소설이다. 소설의 화자에게는 지

하철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아닌 어떤 사람”, “무엇인가에

의해 지배당하고 조종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596) “무엇 때문에 사

람들은 이런 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질문하고,597) “개인의 실존 뒤에

거대한 무엇”598), 거대한 질서가 있음을 느끼는 화자는 이 세상을 “죽음

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화되어 있는”599) 속이라 여긴다.

중요한 점은, 이 소설에서 ‘현재1-(전쟁)-기억-(다시 전쟁)-현재2-ㄱ에

의 편지-(평화)-현재3’와 같이 여러 시간대와 서사 양식이 콜라주로 중

첩되는 형식 실험이 시도되고, 화자가 그 구조 속에 삽입된, (전쟁), (다

시 전쟁) 사이의 기억들(전쟁기 할머니와 아버지의 기억, 전쟁을 담은 영

화의 기억)을 통해 역사의 새로운 정의와 평화의 감각을 찾아낸다는 것

이다.

(1) 어느 날 극장 인파 속에 섞여 나오는 옛사람 ㄱ을 보았다.

무성영화의 한 컷처럼 아무 소음도 들리지 않는 공간에 ㄱ은 고개

595) 김채원(2004), 342면.
596) 김채원(2004), 338면.
597) 김채원(2004), 326면.
598) 김채원(2004), 338면.
599) 김채원(2004), 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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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약간 숙이고 상을 찌푸린 채 있었다. 기억 속에서보다 훨씬 작은

모습이었다. 그는 사람들 속에 섞여 움직이고 있었으나 내가 바라보

았던 그 순간은 한 컷의 정지된, 이미 사진이었다. … 그 위로 어떤

환영들이 어리어온다.

(전쟁)

노을이 지는 저녁녘 꽃밭에 서서 ‘서기 2000년에 예수 재림하신다’

라고 생각하던 유년 시절이 있다.600)

아버지는 아이들 앞에서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 손을 묶

지 말아 달라고 인민군에게 간청했다. 대문이 부서져라 밀치고 들어

와 총대에 꽂은 칼을 달빛에 번쩍이던 인상만 내게 남아 있을 뿐

그런 내용은 큰 후 어머니에게 들어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되도록

평온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잠시 어디 다녀오듯 인사하였다고 했다.

이즈음 상영되고 있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히틀러 시대의

유대인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이 모든 비극을 장난이나 놀이

로 보이게 하기 위해 애쓰는 얘기라고 했다. 죽으러 가는 현장에서

까지도 놀이인 듯 보이게 한다고 했다. 아들에게만은 어떻게 해서든

지 이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싹 하나를 완전

히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미라고.601) (강조-인용자)

할머니는 인민군들의 밥을 해주며 지내다가 인민군들이 후퇴한 후

에는 텃밭에 심은 무와 배추로 김치를 담가 시장에 내다 팔았다. …

어느 날 할머니는 김치를 이고 가다가 미군 지프에 치였다.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때 낯선 곳에 누워 있었으며 미군 병사가 통역을 시

켜 할머니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미군 병사가 할머니를 지프에

실어 집에까지 데려다주었다.602)

600) 김채원(2004), 325-326면.
601) 김채원(2004), 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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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참으로 골똘히 기도하였다. 할머니의 정수리로 세상은 모

여들었다. 어린 눈으로 보기에도 그 집중된 힘이 굉장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불멸하는 힘 같았다.603)

(2) 이 세계에 발을 딛고 서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졌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다시 전쟁)

어느날 나는 극장 인파 속에 섞여 나오는 옛사람 ㄱ을 보았다. 무

성영화의 한 컷처럼 아무 소음도 들리지 않는 공간에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상을 찌푸린 채 있었다. 기억속에서보다 작은 몸집이었

다. 그는 사람들 속에 섞여 움직이고 있었으나 내가 바라보았던 그

순간은 한컷의 정지된, 이미 사진이었다.

극장 건물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저 영화는 히틀러 시대의 유대인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모든

비극을 장난이나 놀이로 보이게 하기 위해 애쓰는 얘기라고 했다.

가스실로 죽으러 가는 현장에서까지 놀이인 듯 보이게 한다고 했다.

아들에게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싹 하나를 완전히 보호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찌 된 걸까. 히틀러 시대의 유대인 대학

살을 증언하고 고발하는 그렇게 많은 영화와 문학이 나왔으면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고의 인간청소 전쟁은 무엇인가. 왜 반복하는

가. 같은 시대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그들의 행동은 우리는 이해조

차 할 수 없는가.604) (강조-인용자)

602) 김채원(2004), 334면.
603) 김채원(2004), 335면.
604) 김채원(2004), 338-3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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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영화의 장면 전환처럼 이 소설에서는 전쟁의 기억이 괄호 안 제목

을 붙여 등장한다. (1)은 ‘현재1-(전쟁)-기억’의 구간이고, (2)는 ‘기억-

(다시 전쟁)-현재2’의 구간인데, ‘현재1’과 ‘현재2’ 사이에 끼인 ‘기억’에서

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아버지, 화자의 아버지, 할머니의 기억이

화자에게 회귀하며 평화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먼저 화자는 영화의 아버

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전쟁의 비극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행

위를 “인간의 고귀함”이라 말하며,605) 인간의 행동으로써 지금 현재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화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할

머니의 기억이다. 할머니는 미군 지프 차에 치였지만 다시 깨어남으로써

자기 주소를 말할 수 있었고, 미군 병사는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이 기억은 ‘현재3’에서 현재의 화자를 구해낸다는 점에서 화자가 전쟁의

기억으로부터 찾은 결정적인 평화의 감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재3’

을 논하는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그런데, ‘현재1’과 ‘기억’이 콜라주될 때, 화자는 전쟁이 반복되어 역사의

반대편에 있는 인간의 존엄이 무시된다는 문제점을 자각하고 인간 사이

의 사랑이 역사를 구원할 것이라고 깨닫는데, 이는 과거와 현재의 데페

이즈망을 통해 메시아적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벤야민의 논의와 맞닿는

지점이다.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살펴보면, ‘현재1’의 한 부분과 (전

쟁)과 (다시 전쟁) 사이에 끼인 과거 ‘기억’의 한 부분, 즉 두 부분이 ‘현

재2’에 이르러 한 부분으로 합쳐지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현재1’과 ‘기억’이 콜라주되자 ‘현재2’에서 화자는 전쟁을 “왜 반복하는

가” 의문을 제기하고, “별다른 것이 역사나 지리가 아니라 바로 그런 인

간의 삶의 자취가 역사”606)임을 깨우친다. “인류 역사의 이야기”607)에서

“개인은 있지도 않은 듯”608)하다고 생각하던 화자는 ㄱ에게 편지를 쓰는

데, 그 편지에서 화자는 “아이 러브 유, 너무 흔해서 감흥이 없던 이 말

이 … 인간의 역사 전체인 듯 느”609)낀다고 밝힌다. 즉, 화자는 ‘현재1’과

605) 김채원(2004), 336면.
606) 김채원(2004), 342면.
607) 김채원(2004), 343면.
608) 김채원(2004), 343면.
609) 김채원(2004),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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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콜라주로 반복되는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발견한 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역사를 구원할 실마

리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화자가 ‘아이 러브 유’가 인간의 역사라고 편지를 쓴 후 비로소 등장하

는 (평화)와 (평화) 이후의 ‘현재3’을 살펴볼 때, ‘아이 러브 유’의 의미가

｢돌아온다는 사람｣에서와 같이 나와 너 사이의 만남과 소통임을 알 수

있다.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가 누군가 와서 물으면 집 전화번호와 주소

를 말해주어야 했다. 미군 지프에 치였던 할머니는 의식을 잃었다가

겨우 깨어나 집이 어디라고 말할 수 있었다.

빈 동네 깜깜 절벽 같은 어둠 속에 혼자 있는 할머니. 할머니가 기

도 할 때 정수리로 모여들던 세상이 느껴졌다. 어떤 힘이 나를 받치

고 있었다. … 절망에서 끌어올려지는 희망 같은 것 … 나는 나를

위해 열심히 구급차 부르는 소리를 아득히 듣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내게 아이 러브 유라고 말하는 듯 들렸다.610) (강조-인용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정신을 잃으려 하던 화자는 미군 지프차에서 깨

어 있으려 했던 할머니의 기억을 떠올리며 의식을 찾고자 하는데, 그러

자 “희망”같은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결말 부분은 과거의 기억으로부

터 현재의 구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며, ‘너와 나의 사랑’이라는 그 메시아적 힘의 형상이

나타난다. 지하철로 내려가던 화자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사람들이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있어”라며 “[화자-인용자]를 위해” 구급차를 부

를 때, 화자는 “아이 러브 유”를 듣는다. 이는 고통받는 너에게 내가 말

을 건네는 관계, 사랑에 의거한 윤리적 만남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아이 러브 유’가 인간의 역사라는 화자의 말은 역사란 신속

히 말을 걸어 행동함으로써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아이 러브 유’라는 윤

610) 김채원(2004), 349-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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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언어611)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너와 나의 관계를

강조해 온 김채원이 추구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푸른 미로｣(
문학사상, 2000.2.)는 진보적 역사관을 타개할 증언을 위해서는 모성적

사유와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이 결합된 언어에 덧붙여서, 너와 나 사이에

취약성에 기반한 만남이 필요함을 그린다. ｢푸른 미로｣는 초현실주의 화

가 미로와 클레의 이름이 언급되는 동시에, 김채원의 다른 소설들에 빈

번히 등장했던 진보에 대한 은유들, 메스꺼움의 감각, 증언대와 전쟁의

기억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중요한 점은 소설에서 처음과 끝

을 이루는 것이 미로의 ‘미로’와 클레의 그림에 나타난 ‘화살표’라는 것이

다. 벤야민이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클레의 ｢새로운 천사｣를 인용

한 것, 클레의 ｢새로운 천사｣에서 화살표가 진보의 폭풍으로 떠다니는

잔해를 가리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 소설을 현재성의 세계 구성의 일

환으로 읽을 수 있다.

이 소설은 연상의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제자를 위해 증언대에 오

르게 된 화자의 이야기로, 증언대로 향하는 길의 정경, 변호사와 판검사

에게 예와 아니오로밖에 말하지 못한 화자의 속얘기, 증언대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의 사건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의 중반부에서 화

자는 증언대에서 말하고 싶었으나 말하지 못한 내용을 서술하는데, 그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피고인이 직각과 직선의 세계에서 곡선을

만들어 불협화음을 냈으며, 그런 피고인이 정신 감호소에 수용된 상황을

화자가 메스꺼워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 밤인가 피고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요. 지금 자신은 여

장을 하고 화장도 하고 거울을 보며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치는 여자와 마주 앉아서 미소를 교환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어느새 두 사람의 남녀가 앉아 있게 된 셈이

지요.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자기는 익숙한 늘 그대로의 자기이고

611) 주디스 버틀러(2013),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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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속에 보이는 여자는 타인인 여자이지요. 나는 그 말을 아주 재

미있게 들었습니다. 아하 참 그런 방법도 다 있구나 하고 말이지요.

프랑스 작가 장 콕토의 끝없는 탐미의 작품세계 같기도 했고요,612)

(강조-인용자)

그는 한자 혼용과 한글 세로쓰기를 이른바 진보라고 말하고 있습

니다.613) (강조-인용자)

컴퓨터라는 것은 진보 문화요 개방적인 것인데 한자 혼용, 한글 세

로쓰기라고 하면 유교 사상이나 할아버지, 고리타분, 이런 것을 연

상하지만 결코 아니에요. 컴퓨터 시대에 맞는 글이 고해상도인 한자

혼용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겨우 힘들여 한글 전용을 만들어놓

았는데 그 현실을 깨뜨리려는 얘기로 받아들여서 배척하지요. … 여

하튼 그는 스스로가 진보라고 말하는 그대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

가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는데도 아직 결혼도 못하고 일

정한 수입도 없이 빈털터리로 지내고 있지요.614) (강조-인용자)

직각과 직선의 세계에서 그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곡선이 결국

불협화음을 일으킨 걸 거예요. 그의 나체 사진을 우편으로 받은 여

자가 그를 고소해버린 겁니다.

연상인 그 여자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직선적이며 직각적이

고 반듯하기만 하여 그를 처벌하기로 한 겁니다. 그는 정신 감호소

에 유치되어 정신이상으로 몰려 쇠줄로 묶인 후 주사를 맞기도 했

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해들었을 때 하루 종일 속이 느글거

리고 메스꺼웠지요. 두려움과 소외로 인해 붕괴되어가는 개인을 느

꼈습니다. … 그 반듯하기만 한 여자가 입었을 심한 불쾌감과 모멸

감 따위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 그렇다고 그것이 감옥에까지 붙들

612) 김채원(2004), 300면.
613) 김채원(2004), 302면.
614) 김채원(2004), 303-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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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야 할 죄몫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하긴 이 행위가 이조시대

였으면 아마 관가에 잡혀가 죽도록 곤장을 맞고 어딘가 풀섶에 버

려졌을지도 모르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더구나 지위를 갖고 있는

쪽의 일이니까요.615) (강조- 인용자)

화자가 증언을 나선 제자는 “한글”보다 이전의 전통적 사상인 “한자 혼

용, 한글 세로쓰기”가 컴퓨터라는 “진보 문화”에 가장 어울리는 글이라

고 말하며, 옛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낫다는 진보 개념을 부정하는, 한

글이 무조건적으로 낫다는 “현실을 깨뜨리려는” 새로운 진보를 주장한

다. 그런가하면 여장을 하며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규범으로부터 벗어

나고자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 규범을 어기는 일

까지 저지르고 만다. 화자는 나체 사진을 받은 여자가 느꼈을 모멸감에

공감하지만, 동시에 제자가 벌인 일이 “감옥에까지 붙들려가야 할 죄몫”

인지 의문을 표하며 “지위를 갖고 있는 쪽의 일”이라 과도하게 처벌되었

다는 의견을 내비친다. 그렇다면, 화자가 말하는 ‘직선’과 ‘직각’이란 진보

의 직선적 시간관과 “규율의 규범과 조절의 규범이 직각으로 교차되”616)

는, “권력이 생명을 장악”617)하는 규격화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

다. 그런 사회에서 직선적 시간과 직각의 규범을 벗어나려 하는 제자가

감호소에 갇혀버리는 것을 화자는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이후 화자는 초현실주의적 환상을 보고서, 다시금 증언할 결심을 한다.

증언대에서 내려와 법원을 나온 화자는 여고생이 칼을 든 남자에게 찔리

는 장면을 슈퍼마켓 문을 닫고 지켜보기만 하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질

서 정연”618)한 “유리벽 너머로 보는 데에 길들여”619)진 세태를 안타까이

여긴다. 한편, 화자는 버스가 안 와 택시에 합승하게 되지만, 합승한 사

람들이 보인 “백 원까지도 계산하게 되는 심리”620)에 집에 가지 못하고

615) 김채원(2004), 304-305면.
616) 미셸 푸코, 박정자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976,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 동문선, 1998, 291면.

617) 미셸 푸코, 위의 책, 291면.
618) 김채원(2004), 308면.
619) 김채원(2004), 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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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내려버리는데, 이때 화자는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그 위

에 새카맣게 올라가 앉아 있는”621) 젊은이들을 떠올린다. 그러자 화자에

게 거대한 아파트 단지는 “유령선”처럼 보이기 시작하며, “갑자기 아파

트 앞면이 허물어져 버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양상”이 나타난

다.622) 이러한 초현실주의적 환상과 조우한 화자는 이 세상이란 “존재하

는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남과 같은 자기를 안고 몸

부림치는 그곳”임을 깨닫고,623) “미래의 아이”624)를 위해 다시 한번 증언

하기로 결심한다.

다시 증언대에 오른 화자가 “구원처럼”625) 붙잡은 기억은 아이인 화자

를 미군과 국군이 탄 비행기가 추락한 장소에 가지 못하게 막는 어머니

의 모습인데,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은 사랑의 윤리가 구원이 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전쟁기 어머니의 기억으로써 화자는 “보지 않은 그 부분

이 어떤 공백으로 남아 몸 속에 세포화되었던 듯”626)한 느낌, “늘 보이

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이해하지 못할 미로의 심연과도 같은 부분을 안

고 있었던 듯”627)한 무지의 감각을 느낀다. 전쟁의 기억은 어린 시절 전

쟁을 경험한 화자로 하여금 역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감각

하게 하며, 버틀러 식의 취약성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서 화자는

윤리를 남녀의 성에 대한 그리움부터, 무엇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것, 진

짜 인생, “자식의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잘못도 노프라블럼이라는”628)

어머니의 손으로까지 연결하는데, 이 역시 판단을 중지하고 타자를 경험

한 뒤 그 타자의 인간성을 성찰해야 함을 주장하는 버틀러의 논의629)와

맞닿는다. 즉, 전쟁기 어머니의 기억은, 인간을 소외하는 질서에 맞서서

620) 김채원(2004), 316면.
621) 김채원(2004), 318면.
622) 김채원(2004), 318면.
623) 김채원(2004), 319면.
624) 김채원(2004), 318면.
625) 김채원(2004), 321면.
626) 김채원(2004), 321면.
627) 김채원(2004), 322면.
628) 김채원(2004), 306면.
629) 주디스 버틀러(2013),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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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하기 위해서는 무지의 감각으로써 자신을 관계성630)으로 파악하고,

우리 자신의 불투명성과 상해에 굴복하고 따르는 사랑631)이 인간에게 필

요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언대에 선 화자가 전쟁의 기억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속에

서 취약성에 기반한 만남이라는 구원을 찾아내는 장면은, 화자가 찾은

증언의 방식이 3장에서 살펴본 새로운 시간성과 미적 언어가 결합되어

탄생한 새로운 언어, 벤야민 식으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는 현

재성의 세계를 그리는 언어임을 의미한다. 결말부에서 클레의 화살표가

‘어머니’, ‘십자성’, 화가 장콕토가 말한 ‘진주의 저 안’을 가리키는 장면

역시 이 가설을 방증하는데, ‘어머니’의 사유와 장 콕토의 상상력으로써,

‘십자성’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법원의 증언대에서 속말만 하다 온 화자-화자가 마주한 세상의 질서와

미래의 아이-초현실주의적 환상을 본 화자-다시 증언대에 선 화자-전쟁

기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으로부터 발견한 자신의 취약성’ 순으로 이어

지는 이 소설은, 직선의 세계를 살아가는 곡선의 아이들에 대한 증언을

위해서는 미래의 아이를 생각하는 모성적 사유와 현실을 달리 보는 초현

실주의적 상상력의 결합에 덧붙여서,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고도 건네는

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4.2. ｢환(幻)｣ 연작에 나타난 윤리와 언어의 문제

초현실주의적 미학을 지니면서도 타자와의 연결을 가능케하는 미적 언

어가 ‘소설’을 의미함은,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씌어진 ｢환｣ 연작에 이

르러 밝혀진다. 1985년 ｢여름의 환｣(문학사상, 1985.5.)을 시초로 시작

630) 자신에 대한 무지의 순간은 타자들과의 맥락에서 출현하는데, 의존성의 관계들
속에서 형성된 ‘나’에서 그러한 불투명성이 나오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2013),
38면.)

631)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투명성, 우리 자신의 무지의 장소들, 우리 자신의 상해에 굴복하고 그것을 따르
는 일을 포함”한다. (주디스 버틀러(2013),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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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환｣ 연작은 1980년대에서 시작해 2000년대에 완성된다는 점에서, 김

채원의 소설 창작 기간의 절반을 아우르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채원이 ｢환｣ 연작을 한데 모아 2003년 가을의 환(열림원, 2003)이
라는 단행본으로 펴낸다는 점은, ｢환｣ 연작의 작품들을 함께 읽을 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제까지 살펴

본 김채원의 문제의식과 창작 방식을 참고하여 ｢환｣ 연작을 차례로 분석

함으로써, 초현실주의적이면서 윤리적인 글쓰기로서의 소설을 통해 진보

적 역사의 타자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환｣ 연작의 주제를 밝힐 것이다.

발표된 시기 순으로, ｢겨울의 환｣, ｢봄의 환｣(문학사상, 1990.5.), ｢미
친 사랑의 노래-여름의 환｣(세계의 문학, 1991.9.), ｢가을의 환｣을 차례

로 읽어보면, ‘환’이란 “겉으로는 상치되는 꿈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두

상태”632)가 해소되는 초현실로, 2장에서 살펴보았듯 소설의 화자들에게

‘경이’를 불러일으켜 현실을 새로이 인식하게 하고 발화하게 만드는 초현

실주의적 상상력임이 드러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환｣ 연작에는 1)진보

적 역사를 전복하는 과거과 현재의 콜라주(｢겨울의 환｣), 2)새로운 질서

를 정립하는 언어의 생성(｢봄의 환｣) 3)분신과의 만남을 통한 삶의 성찰

과 상처의 치유(｢미친 사랑의 노래-여름의 환｣) 4)탈융합 상태의 극복과

사랑을 통한 창조(｢가을의 환｣)의 과정이 형상화된다. 김채원의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겨울의 환｣을 시작으로,

소설의 생성 과정이 형상화된 ｢가을의 환｣으로 결말을 맺는 ｢환｣ 연작은

김채원이 소설이라는 언어를 통해 진보적 역사에 기입되지 않은 이들과

연결되고자 했음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먼저 ｢겨울의 환｣부터 살펴보자면, 김채원은 1985년에 ｢여름의 환｣(문
학사상, 1985.5.)과 ｢저문날 허공에｣(현대문학, 1985.12.)를 쓰고 1986

년에 “지금 현재 내게 글쓰는 일은 암흑 벌판”633)이라며 소설 창작의 벽

에 부딪혔음을 밝힌 후, 4년 후 ｢여름의 환｣의 모티프를 가져온 ｢겨울의

환｣을 발표하는데, ｢겨울의 환｣은 “사건보다 의식을 주조로한 소설 스타

632) 앙드레 브르통, 앞의 책, 76면.
633) 김채원, ｢새아침의 한마디-물 흐르듯이｣, 문학사상 159, 문학사상사, 1986.1.,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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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종전의 그의 그것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634), “여지껏 써온 세계를

뛰어넘은 일품”635)이다, “그 변신이 놀랍다”636)는 평을 받으며 이상문학

상을 수상한다는 점에서 김채원 작품세계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전 소설들과의 차이점을 역사의식의 발화로 본다.

｢겨울의 환｣에서는 “우리나라 역사”637), “흑인 노예”638), “짓밟혀진 사람

들”639)과 같은 단어가 등장하며 김채원의 서발턴의 목소리에 대한 문제

의식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겨울의 환｣에는 할머니와 실향

민이라는 “짓밟혀진 사람들”640)의 기억이 삽입되며 진보적 역사관이 부

정되는 한편, 그 기억으로부터 모성적 사유와 사랑이라는 구원 가능성이

희미하게 제시된다.

｢겨울의 환｣은 화자가 ‘당신’으로부터 ‘늙어가는 여자의 떨림’에 대해 글

을 쓸 것을 권유받고, 실향민 묘에 불이 난 날, 글을 쓰는 과정을 담는

다. 이때 화자는 처음으로 여성이라는 성과 실향민 무리에 대해 눈을 떴

다며, 당신, 엄마, 동생, 할머니, 외삼촌과의 기억을 순서 없이 써 내려간

다. 이 작품에서는 어머니의 기억이 주가 되었던 ｢오후의 숨결｣과 달리

할머니의 기억이 주가 되며, 아이도 없는 화자가 할머니를 통해 모성적

으로 사유함으로써 친족을 넘어선 평화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과정이 나타난다.

소설에서 화투를 치는 엄마는 최정희의 모습과 유사하기도 한데,641)

“당신에게로 가졌던 저의 열정이 고조됐을 때 어머니와의 싸움 또한 극

에 달했”다고 화자가 표현한다는 점에서, 엄마와 당신은 양극단에, 화자

는 그 사이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엄마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634) 김동리, ｢자연 속에 핀 의식의 꽃｣, 겨울의 환-1989년도 제13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1989, 462면.

635) 박완서, ｢떨리는 듯한 감동의 인간의 운명적 쓸쓸함｣, 겨울의 환-1989년도 제
13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1989, 468면.

636) 권영민, ｢잔잔하게 밀려드는 이상스런 감동｣, 471면.
637) 김채원(1990), 109면.
638) 김채원(1990), 109면.
639) 김채원(1990), 109면.
640) 김채원(1990), 109면.
641) 최정희가 화투를 좋아했다는 사실은 서영은, ｢생의 태풍속을 무구한 노로｣, 문
학사상 139, 문학사상사, 1984.5., 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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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그 관계에서 갑갑함과 “갈증”642)을 느낀다. 엄마는 화자가 열정

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 타락이나 광기라고 생각하며, 이에 화자가 “어머

니 젊었을 때를 좀 기억해보세요.”라며 대응하는 모습은,643) 어머니와의

갈등이 세대적 갈등임을 추측케 한다. 어머니는 “소멸해 가는” 옛 것의,

오래된 존재다.644)

반대로 ‘당신’은, 엄마와의 공간인 집 안에서 갑갑함과 “갈증”645)을 느끼

던 화자가 “새로움의 장을 기대해보는 소망”646)으로 밖에 나갔을 때 만

나는 인물로, 화자의 진보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초현실주의적 장치다.

처음 어둠 속에 서 있는 당신을 발견했을 때 저는 당신이 저의 상

상의 산물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당신의 출현은 의

외였으면서도 또한 필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647) (강조-인용

자)

당신이 지명한 어느 호텔 커피숍으로 가기 위해, 택시운전사는 차에

서 두 번이나 내려 사람들에게 장소를 물었습니다. 그 호텔은 이즈

음 새로 지은 아직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인가 봅니다. 고층빌딩

과 널찍한 길이 뚫린 새로운 도시 강남은 제게 무척 낯설고 조금

두렵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 그것이 백화점이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허전함이 기억났습니다. 그럼에

도 제게는 어쩐지 자격이 모자라는 것 같이면 여겨졌어요. 이곳을

걷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조금 더

젊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 새로 생긴 이곳 길이라기보다 당신 앞에

나타나기 위해 저는 무척이나 모자란 듯이 느껴지는 것이었어요.648)

642) 김채원(1990), 86면.
643) 김채원(1990), 120면.
644) 김채원(1990), 127면.
645) 김채원(1990), 86면.
646) 김채원(1990), 87면.
647) 김채원(1990), 87면.
648) 김채원(1990),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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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인용자)

이런 의문을 당신에게 한번 실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를

위해서 사는 것일까 하고요. 그때 당신은, 어차피 사는 일은 하나의

준비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명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는 일은 하나의 준비과정, 정말 그런가 봅니다. 어딘가로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649) (강조-인용자)

어두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당신은 저만큼 먼저 걸어가고, 가로등

불빛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뒤를 멀리서 따라 밟아 갈 때 그

형용할 수 없는 당신과 나의 고독감을 봅니다. … 그때 저만큼 멀어

져 가는 당신의 그림자를 보며 저는 죽으리만큼 외로워하지요. …

당신을 좋아하면서도 그럼에도 전해져오는 허기, 어린 시절부터의

갈증이 고스란히 내몸을 둘러쳐 헉헉거려지는 것이에요.650) (강조-

인용자)

화자가 당신에 대해 “상상의 산물”인가 했다면서, 당신과의 만남을 “의

외였으면서도 또한 필연”이라고 표현하는 점은, 우연이란 외적인 필연성

과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이 만나는 형식이라는 ‘객관적 우연’을 떠올리게

끔 한다. 즉, 우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만남이 사실은 주체의 욕망을 증명

하는 것이라면, 당신의 정체를 알아봄으로써 화자의 욕망을 파악할 수

있을 터인데, 화자는 그를 만나기 위해 기술적 진보의 상징인 강남에 가

고, 그는 화자에게 인생이란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언제나 화자에게 앞서서 걸어나가며, 이를 따라가는 화자는

“고독감”을 맛본다. 즉, ‘당신’은 언제나 화자의 자리보다 앞서서 위치하

는 진보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이며, 화자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만나는

것은, 진보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화자에게 고독감을 초래

할 뿐이며, 당신을 만나도 “전해져 오는 허기, 어린 시절부터의 갈증”651)

649) 김채원(1990), 121면.
650) 김채원(1990), 122-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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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소되지 않는다.

그런 화자가 비로소 갈증에 대한 자각을 얻는 것은, 불을 본 뒤 할머니

와 실향민 무리를 기억하며 글을 쓸 때다. 화자는 불을 보고난 후 할머

니의 기억을 떠올리고 글쓰기에의 도취를 거치며, 결국 “새로운 눈”652)

으로 세상을 보겠다고 각성한다. 진보를 욕망하던 화자는 진보적 역사를

거스르는 ‘옛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음으로써 진보적 질서를 전복하는 것

이다. 이러한 할머니의 기억을 통한 각성과 구원의 발견을 전통적 여성

의 삶으로의 회귀라 분석하는 연구자들도 있지만653), 딸과 손녀들을 피

난보내고 홀로 집에 남겨진 할머니가 불도 켜지 못한 채 자식들을 기다

리는 기억은 최정희의 전기, 소설 ｢오월의 숨결｣, ｢겨울의 환｣, ｢2000년

의 꽃밭｣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수차례 등장한다는 점에서 할머니의 기억

을 단순히 전통적 여성으로 환원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들을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는 그동안 옥수수튀기 장사랑 양담배 장사를 하면서 연명했

노라고 했다. … 자고 나면 언덕 아랫동네를 내다보며, 누가 오지

않나, 하다못해 강아지 한 마리라도 얼씬거리지를 않나, 기다리는

것이 하루일이었다고 했다. 어느날은 너무 오래 눈덮인 동네를 내다

보고 있어 현기증이 일어나 쓰러졌다고 했다. 쓰러진 채로 일렁거리

는 하얀 파도에 전신을 맡기고 있노라니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

다고 했다. 불현 듯 ｢할머니!｣하고 부르는 어느 손녀의 목소리가 깨

워주지 않았더라면 창턱에 몸을 반 넘어 걸친 채로 죽었을지도 모

른다고 했다. 그 뒤로 ｢행여 그것들이 돌아오게 되면 집이 비어서야

쓰겠냐｣고, 끼니를 꼭꼭 찾아 먹어가며 기운을 차렸다고 했다.654)

(최정희 전기)

651) 김채원(1990), 123면.
652) 김채원(1990), 130면.
653) 김영미·김은하, 앞의 글.
654) 서영은, ｢생의 태풍 속을 무구한 노로｣, 문학사상 136, 문학사상사, 1984.2.,
130-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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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어마이 실루 고생두 죽살하게 했슴메.” 이따금씩 어머니의 이

런 탄식 비슷한 소리를 잠결에 듣던 것을 여자는 기억하고 있읍니

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이제 새삼스레 할머니의 숨결이 느껴져 옵니

다. 다 피난 떠나 버린 외진 산밑 동네에서 혼자 숨 쉬며 밤의 어둠

이 무서워 호롱불도 켜지 못하고 지내던 것이 가슴아프게 전해져

옵니다. … 할머니의 그 무서움을 한번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 보

지 못했던 죄의식과 함께—그리고 외아들을 잃어 비탄에 젖은 할머

니를 그리 무심히 보아넘기며 자라온 것에 대해서도.655) (｢오월의

숨결｣)

피난지에서 돌아온 날 밤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는 에구

우, 에구우 실루 고생두 측살하게 했구마, 하고 눈물지으며 할머니

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 내가 얼핏얼핏 들은 얘기는, 할머니는

인민군들이 어디선가 가져온 쌀로 그들에게 밥을 지어주며 지냈다

고 합니다. 여자 빨치산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할머니에게 어마이라

고 부르며 딸처럼 따르다가 동상이 걸린 발을 절룩이면서 며칠만에

떠났다고요.656) (강조-인용자, ｢겨울의 환｣)

최정희 전기, 1982년 발표된 ｢오월의 숨결｣, ｢겨울의 환｣을 함께 겹쳐

읽을 때 흥미로운 점은, 할머니의 기억이 주된 서사로 등장하지 않는 ｢

오월의 숨결｣에서 할머니는 전쟁으로 슬퍼하는 한 희생자로 그려지는 데

에서 그치는 반면, 할머니의 기억이 중심을 차지하는 ｢겨울의 환｣에서는

최정희 전기에도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첨가된다는 것이다. ｢겨

울의 환｣에서 할머니는 피난을 가지 않고 홀로 남아 “싸리문 여잡고 기

다”657)릴 뿐 아니라, 빨치산들에게 “밥상을 차리”658)며 그 빨치산들과 새

655) 김채원(1984), 137면.
656) 김채원(1990), 113-134면.
657) 김채원(1990), 128면.
658) 김채원(1990),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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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관계를 맺어간다.

먼저 할머니는 “구한 말기에 태어나 일제의 압박을 겪고 해방을 맞은

후 다시 6.25를 겪으면서 살아나온 그 과정이 우리나라 역사와 꽉 맞물

려 있”659)으며, “흑인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처럼 “짓밟혀진 사람들의 생

활”을 해온 인물로660), 전쟁으로 고통 받는 타자다. 그러나 피난을 가지

않고 싸리문 여잡고 홀로 기다린다는 점에서, 보편이 되기 위한 규범적

질서에 반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소설에서 할머니를 제외한, 주권을

가지지 못한 실향민들은 남한 공동체의 주권을 가진, 보편적인 자가 되

려는 욕망을 지닌다. 실향민 무리의 가정은 전형적인 가족이 아닌 형태

로 나타나는데, 그런 가정의 이들이 본인이나 아들의 결혼을 통해 가족

을 재건하려 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남한 공동체에 속하려

는 욕망에서일 것이다. 해방 후 민족 국가 재건이라는 사회적 목표 아래

남한은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사회를 구축했다.661) 아버지 질서 수립을

위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서 여성의 역할은 제2국민,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원을 길러내는 것이었다.662) 전통적이지 않은 전쟁미망인, 자유부인,

양공주는 이런 가부장제를 해치는 존재로 여겨졌다. 한국 전쟁기 창간한

잡지 희망에서도 가족 재건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됐다.663) 결혼은 보

편적 인정을 향한 욕망이며, 외로운 특이성을 벗어나려는 욕망이고, 무엇

보다 국가에 승인을 얻으려는 욕망이다.664) 화자가 이들의 결혼을 보며

659) 김채원(1990), 109면.
660) 김채원(1990), 109면.
661) 강지윤, ｢원한과 내면-탈식민 주체와 젠더 역학의 불안들｣, 상허학보 50, 상
허학회, 2017, 10면.

662) 김은경, ｢한국 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45,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6, 32면.

663) 허윤, ｢전쟁기 희망과 남성성의 젠더 전략｣, 이화어문논집 43, 이화어문학
회, 2017, 165면.

664) “결혼은, 최소한 논리적으로는 보편적 인정을 강요한다. 다시 말해 모두가 당신
이 병원의 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하고, 모두가 당신의 애도할 권리를 존
중해야 하며, 모두가 자녀에 대한 당신의 기본권을 전제할 것이며, 모두가 당신이
맺는 관계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으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보편적 인정을 향한
욕망은 보편적인 것이 되려는 욕망이며, 누군가의 보편성 안에서 상호 교환되려
는 욕망이자, 승인되지 않은 관계 속의 외로운 특이성을 벗어나려는 욕망이고, 아
마 무엇보다도 국가와의 상상적 관계 속에서 입지도 얻고 승인도 얻으려는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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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에서 발을 붙여 보려고 무척 힘겨웠을 것”665)이라 말하는 부분에서

실향민 무리의 결혼이 자신을 배제하는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욕망에서

발생한 것임이 강조된다. 자신이 보편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이들은 보편

자가 되고자 한다.

이때 할머니는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욕망을 가지고 스스로 혼자되

기를 자처하며 보편적 규범을 거스르고, 심지어는 가족과의 피난길에도

함께하지 않으며 가족 체계, 국가 체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형

성한다. 할머니는 밥을 지어서 빨치산들과 나눠먹는데, 모계 집단에서 여

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음식을 생산하는 행위는, 최초의 사회적 관계인

어머니-자녀 관계에서 자신의 생산물을 아이와 나누는 사회적 행위이다.

여성은 아이를 그저 키운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경험들을 분석, 고찰하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아이들의 생계 수단을 생산했다. 여성은 자신의 생

산물을 아이들과 나눔으로써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내일을 계

획’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서로 배우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며, 미래

로 지식을 전수하는, 다시 말하면 역사를 만드는 능력”666)을 지니게 된

다. 할머니가 가족뿐만 아니라 빨치산들에게 밥을 지어주며 그 빨치산들

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서사는 이러한 모성적 활동으로써 타

자를 포용하는 친족 이상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다.

그렇다면, 형자와 그 옆사람에서 노래부르기라는 행위를 통해 윤리적

주체가 되고자 했던 형자와 같이, 할머니의 기억을 통해 “‘밥상을 차리

는’과 ‘싸리문 여잡고 기다리는’”667)이라는 두 영상을 이끌어내고 삶의

열쇠를 찾았다는 화자의 선언은 전통적 여성이라는 고정된 정체성이 되

겠다는 의미라기 보다, 규범적 보편성을 거스르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

가는 ‘행위’를 모방하겠다는 의미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끝까지 기

다려 주”는 사람으로 “자리잡”겠다는 화자의 결심은668), 상실한 것을 기

이다.”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역, 젠더 허물기, 문학과 지성사, 2015, 180-181
면)

665) 김채원(1990), 105면.
666) 마리아 미즈, 앞의 책, 141-142면.
667) 김채원(1990),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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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며 홀로 밥상을 생성하는 행위로써 여자 빨치산들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었던 할머니와 같이669), 자신의 생산물을 생성하고 나눔으로써

가족 질서 체계 밖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새로운 질서의 역사를 만들겠다

는 의지의 표명이다. 밥상을 깨부수는 성정을 지녔지만, 밥상을 ‘생성’하

는 행위를 해나감으로써, 즉 “어머니로서 … 스스로 사유”함으로써,670)

“평화를 창출”671)할 수 있는 것이다.

화자가 할머니를 통한 모성적 사유와 당신이라는 초현실주의적 상상력

을 경유하는 인식 체계를 통해서 결국 도달한 곳은, ‘사랑’이라는 인간의

조건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

당신이 잃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왜 옛집에 찾아오셨나요(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실향민이라고 느껴집니다).672)

저는 굳건하게 여기에 섭니다. 그것은 여자로서 서는 것일 뿐 아니

라 또한 할머니나 순젱이, 그 이전의 선조들이 전해준 마지막 인간

의 조건으로서이기도 하지요.673)

저는 조금 눈을 붙여 한숨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지어야겠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들창을 열고 눈의 세계를 아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674)

668) 김채원(1990), 129면.
669) “내가 얼핏얼핏 들은 얘기는, 할머니는 인민군들이 어디선가 가져온 쌀로 그들
에게 밥을 지어주며 지냈다고 합니다. 여자 빨치산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할머니
에게 어마이라고 부르며 딸처럼 따르다가 동상이 걸린 발을 절룩이면서 며칠 만
에 떠났다고요.” (김채원(1990), 114면, 강조-인용자.)

670) 사라 러딕, 앞의 책, 51면.
671) 사라 러딕, 위의 책, 28면.
672) 김채원(1990), 128면.
673) 김채원(1990), 129면.
674) 김채원(1990),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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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규범적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잃어가는” 타자와 관계

하려 하는 “사랑”을 가짐으로써, 버틀러 식으로 말하면 “상실과 연약함

의 경험에서 다른 종류의 유대관계를 형성”675)할 때, “인간”으로서 굳건

하게 설 수 있음을 깨닫는다. “‘밥상을 차리는 여인’이란 여성들간의 근

원적인 연대의식이자 나아가 인간존재에 대한 연민이자 긍정으로까지 의

미가 확장”676)되는 것이다. 즉, 김채원은 이 소설을 통해 진보적 질서를

전복하는 초현실주의적 상상력과 새로운 질서와 관계를 창조해내는 할머

니의 모성적 사유로써 역사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음을 그리

는 한편, 자신이 취약성을 지닌 “실향민”임을 이해하고 다른 실향민들과

어쩔 수 없이 사랑하고 연대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

다.

｢겨울의 환｣에서 초현실주의적 상상력과 모성적 사유가 결합된 체계를

그려냈다면, ｢봄의 환｣에서는, 그러한 인식 체계의 언어화 과정을 형상화

한다. ｢봄의 환｣(문학사상, 1990.5.)은 2장에서 살펴보았던 젠더화된 도

시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 단절이라는 문제의식과, 3장의 아이를 통

한 새로운 시간 질서의 가능성이 제시된 소설로, 아이가 이끌어간 세상

에서 초현실주의적 ‘경이’를 느낀 여성 화자가 획일화된 질서에서 벗어난

언어를 창조해내는 과정을 그린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결국 소통에

실패할 때, 아이는 죽어버린다.

이 소설에서 남자와 여자는 “현대인이 공유하고 있는 황폐한 내면이 하

나의 인격으로 전환되어 탄생한 인물들”로,677) 철저히 고립, 단절되어 있

는 현대 사회를 상징한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과 여성의 서사가 콜라주,

몽타주적 방식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김수이는 이러한 형식이 현대인

의 단절을 소설의 구성적 차원에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논하지만,678) 공

간과 성별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소설에 <도시를 걸어다면서 고립을 겪

675) 주디스 버틀러(2018), 73면.
676) 박미진·이혜령, 앞의 글, 375면.
677) 김수이, 앞의 글, 295면.
678) 김수이, 위의 글, 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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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성-집 안에서 실패감을 느끼는 여성>이라는 구도가 콜라주 형식으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김채원은 근대 문명이 공간을 도시

와 가정으로 이분화하고 전자는 남성성과 후자는 여성성과 결부시킴으로

써 만들어낸 젠더화된 도시의 구조를 서사 형식을 통해 보여주고, 문제

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가 근대 문명의 산물인 기계, 아스팔트와

같은 도시의 모든 사물과 자신을 동일시 하는 장면은, 김채원이 남성중

심적 도시를 상정하고 이러한 구도를 만들었음을 방증한다.

그 자신도 기계가 싫지 않았다. 사람보다 기계가 좋다는 생각도 가

지고 있다.679)

지하철 수많은 인파 중 한 사람의 기억도 없으며 또한 지금 지하식

품부에 메어질 듯 수많은 사람들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는다. 사람

들은 그저 밀려가고 밀려올 뿐이다. 그들은 차라리 사람이기보다 기

계라 해도 좋았다. 그에게 우동을 내민 손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

러서 나온 기계 장치와 다를 것이 없다.680)

나무가 되어 거기 아스팔트 밑으로 굳게 뿌리를 뻗고 서서 수액을

빨아올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매우 낯선 감정이면서도

또한 전혀 낯설지 않았다. 일단 그런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자 나무

뿐 아니라 지하철, 빌딩, 차도로 그 외에 모든 사물에게도 그런 의

식이 가능해진다. 빌딩 지하도 차량은 그에게 낯설고 위협적이다.

그러나 그와 동질인 것을 그는 어렴풋이 감지한다.681) (강조-인용

자)

“사람보다 기계가 좋”다 느끼고, “빌딩 지하도 차량”을 위협적으로 느끼

면서도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 남성은 마치 인격화된 근대 문명과도 같

679) 김채원(1990), 24면.
680) 김채원(1990), 40면.
681) 김채원(1990), 54면.



- 137 -

다. 특히 시간을 공허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과거를 사라진 것으로 여기

는 남성의 시간관은, 진보를 추구하는 근대사회가 상정하는 시간관이라

는 점에서, 이 남성을 근대 문명이 만들어낸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인물

로 간주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커다란 버스바퀴에 의해서 순간순간 시간 속으로 달려나

가고 있다. 내 실체란 순간 속에 존재할 뿐이다.682)

그렇다면 결국 한 사람의 실체란 결국 영상이 아닌가. 그 생각이 새

로이 처음으로 솟아났기 때문에 그는 골똘히 그 생각에 집착한다.

즉 나를 보더라도, 내 지난 시절은 이제는 내 머리 속에 남아 있는

하나의 영상일 뿐 지난 시절을 살던 내 실체란 없어져 있다.683) (강

조-인용자)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사람들을 보는 것은 아니다. 조금 전에

갔던 지하 다방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본 것 같지 않다(레지만은 인

상에 남아 있다). 지하철 수많은 인파 중 한 사람의 기억도 없으며

또한 지금 지하 식품부에 메어질 듯 수많은 사람들 중 아무도 눈여

겨 보지 않는다.684)

언젠가부터 그에게 자기의 생각이 없어져 버렸다. 누군가 그에게 시

원하다고 말하면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보라색이 예쁘다고 말하면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를 그라고 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

다.685)

근대 문명의 산물인 버스바퀴와 자신을 빗대는 남성에게 실체는 존재하

682) 김채원, 가을의 환, 열림원, 2003, 194면.
683) 김채원(1990), 26면.
684) 김채원(2003), 209면.
685) 김채원(1990),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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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사유와 감각 역시 부재한다.

한편, 여자의 특이점은 질서를 중시하며, 모든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성격이라는 것이다.

(1) 이미 지각인 시각을 시계바늘은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이 실랑

이 하는 동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여자는 한동안 시계

바늘을 쳐다보며 마음을 진정하려 하였다. 이런 순간 으레 찾아드는

실패의 느낌이 찾아들었다.686) (강조-인용자)

세탁기니 청소기니 생활은 편해졌다고 해도 시간은 갈수록 없으니

까.687)

매일 되풀이되는 일이면서 쓰레기 버리는 일 하나에도 아직 질서가

없다. 그래서 여자는 실패의 느낌을 갖는다.688)

아이는 장난감을 찾아 쥐고 급히 달려나간다. 붙잡혀 피아노를 치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여자는 아이를 따라 일어서며 아이의 간염

예방주사 맞힐 날이 훨씬 지났음을 상기한다. 5년마다 한 번씩 한

달 간격으로 세 번을 맞혀야 된다고 했다. 여자는 아이가 나간 현관

문을 잠근다. 자신의 시간을 아끼듯 급히 돌아와 식탁에 앉는다. 아

이는 오늘도 피아노를 쳐야 한다. 그것이 아이의 임무다. 피아노만

잘 치면 모든 것을 다 용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는 피아노를

치기 싫어한다. … 아이는 조바심 내며 울음을 터뜨린다. 벌써 밤이

겠다 벌써 밤이겠다라고 말하며 아이는 엄마에게 반항한다.689) (강

조-인용자)

686) 김채원(2003), 198면.
687) 김채원(2003), 215면.
688) 김채원(2003), 213면.
689) 김채원(2003), 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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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는 길을 걸으며 아침에 바지 때문에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

고 학교까지 보내지 못한 일이 의아해졌다. 이렇게 조금만 벗어나도

생각이 달라지는데 왜 좁은 공간에서 판에 박힌 듯한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 그것은 며칠 전 아이와 함께 개구리알을 잡기 위해 산에

올랐을 때도 절실히 느꼈던 생각이다. 아니 그때 여자는 어떤 신선

한 충격에 튕겨오르는 느낌을 받았다.690) (강조-인용자)

아이가 잡아온 비닐봉지 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 개천 냄새 속에서

알들이 서로 꽉 부둥켜안고 있었다. 흐물흐물한 운무질 속에 검은

알알이 박혀 있었다. … 그리고 검은 알알은. 그들은 알 속에서 오

직 시간이 지나면 꼬리를 내미는 것이다. 꼬리를 내밀고 갸름하게

모양이 변하여 헤엄쳐 다니기 시작한다. 개구리알, 이 세상에서 개

구리알이 있는 거이지. 여자는 이 세상의 순수성을 확인이라도 하려

는 듯 개구알에 매달린다. 여자는 자신의 몸이 시간으로 환원됨을

느낀다.691) (강조-인용자)

여자는 만화책을 주섬주섬 간추리며 자신의 손이 시간으로 환원됨

을 느낀다. 분명 어제 이 방을 치웠으며 부엌도 마루도 식탁도 어제

치웠다. 그럼에도 집 안은 때가 낀 듯 먼지가 앉은 듯 어수선하다.

청소를 막 하고 난 후의 긴장된 청결감은 얼마만의 시간 뒤에 흐트

러져 버리는가.692)

(1)의 상황에서 여자는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에 얽매여 자신의 규칙과

시간이 어긋날 때마다 굉장한 실패감을 느끼고, 아이는 그런 여자의 곁

에서 울고 반항한다. 그러나 (2)의 상황에서 여자는 변모하는데, 여자가

‘신선한 충격’을 받는 것은 아이에 의해 밖으로 나가 알알이 박힌 개구리

알을 보면서다. 알알이 박힌 그 모습은, 퀼트의 미학이라고도 불리는 김

690) 김채원(2003), 213면.
691) 김채원(2003), 228면.
692) 김채원(2003),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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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의 소설을 상상케하기도 하고, ｢지붕위의 바이올린-꿈의 흐름｣에서

따닥따닥 반복적으로 붙어있는 비둘기가 초현실주의 그림 같다고 서술된

장면을 떠올리게도 한다.693) 초현실주의 미학 중 반복이 있음을 상기할

때, 여자가 느낀 신선한 충격이란, 초현실주의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경이’, 롤랑 바르트 식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의 푼크툼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환언하자면, 시간과 질서에 사로잡혔던 여자가 아이에 의해 밖으로

나가 개구리알을 봤을 때, 여자는 ‘경이’를 느꼈던 듯 하며, 그 느낌에 여

자가 “판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초현실주의적인 콜라

주가 주는 힘으로써 계산으로 점철된 질서로부터 벗어날 여지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 개구리알을 떠올리며 여자의 몸이 시간으로 환원되는 장

면은, ｢오후의 세계｣에서 아이를 따라 반복적인 리듬의 파도를 타는 여

성 화자, ｢무언가｣에서 발을 구르는 여성 화자와 유사하게, 여자가 아이

를 따라 자신의 리듬을 만드는 과정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즉, 이 소설에서 김채원은 아이가 이끌어간 세상에서 마주한 초현실주

의적 경이로 여자가 질서에서 벗어난 리듬을 창조해내는 과정을 그리는

셈인데, 문제는 결국에 아이가 호수에 빠져버리는 결말로 소설이 끝난다

는 점에 있다. 근대 문명의 인격화된 인물인 남성은 아이가 빠지는 것을

보고도 인식하지 못하며, 여자도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그때는 이미

아이가 빠지고 난 후다. 이러한 결말은 직선적 시간관을 탈피하는 새로

운 시간의 리듬이라 하더라도, 언어화되지 않아 소통되지 못하면, 결국

미래에는 파국을 맞이 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다.

｢여름의 환-미친 사랑의 노래｣는 이십여 년만에 재회하는 화자 종희와

순미의 이야기로, 종희가 순미를 “분신”694)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순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고 순미를

종속화시키려 했던 남성에게서 벗어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인물이

다. 그 남성은 순미와 헤어진 이후 심지어 종희에게 구애하는데, 이에 종

희가 전화를 해서 “정신병원에 가보세요”라고 말하자,695) 남성은 “미친

693) “한 줄로 나란히 창가에 앉아 있는 열여섯 마리의 비둘기들은 초현실주의 그림
같았다.”(김채원(2004), 37면.)

694) 김채원(2003), 2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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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그가 아니라 그녀와 나라고” 대응한다.696)

무엇인가가 바뀌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현실이 돋아나고 있었다. 우

리는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697)

그것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녀의 삶을 지배해왔고 내 삶을

지배해왔으며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해온 어떤 것에 대한 무궁한

아픔이었다. 무엇을 숨기려 했는가, 무엇을 두려워한 걸까. 무엇 때

문에 발광을 하다가도 삶에게 시치미를 떼는 것일까.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뵈어주는 다른 어떤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걸까.698)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새로이 확인되는, 삶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고

갑자기 생소하고도 측은함을 느끼게 되는-아니 그보다 조금 다른

감정, 내가 잘 아는 내 분신과도 같은 그녀가 그렇게도 객관화되고

일반화되어 거기에 있다는, 바로 그런 객관화된 모습으로 삶을 꾸려

가고 있다는,699) (강조-인용자)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어디로 데려가다오.700)

중요한 점은, 분신이라는 존재로써 종희에게 “새로운 현실이 돋아”나고,

종희가 객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순미를 보

면서 “조금 다른 감정”, 초현실주의적 경이를 느낀 종희는, 순미의 “정신

적 움직임이 … 즉각적으로 전이되는 과정”701)을 느끼고 “다른 인물의

695) 김채원(2003), 255면.
696) 김채원(2003), 256면.
697) 김채원(2003), 256면.
698) 김채원(2003), 277면.
699) 김채원(2003), 282면.
700) 김채원(2003), 283면.
701) 지그문트 프로이트, 앞의 책,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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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감정과 모든 경험들에 관여”702)하며, 의식적 현실이 아닌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어딘가로 가고 싶다는 욕망까지도 가지게 된 것이

다.

이러한 순미의 존재로 종희의 “입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703)하고 순미

의 옛 동창을 만나 순미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한다는 서사는,

분신으로써 사랑, 광기와 같은 욕망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도달을 통해

예술이 창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랑의 극치에 도달하지 못

할 때, 종희는 입은 열지만 “소리를 내지 않”704)는다. 이때 옛동창과 화

자는 “서로 더 볼일이 없는 사람처럼 각기 다른 쪽으로 걸어”705)가 헤어

진다. 아직 발화되지 못하는 것이다.

화자의 발화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은 성적 합일이 이루어지는 ｢가을

의 환｣에서다. ｢가을의 환｣은 ｢환｣ 연작의 마지막 편으로, 중년의 여성

소설가 ‘나’와, 처음 통화를 한 시점에 스물다섯 살이었던 남성 ‘너’는 10

년간 한 번의 만남도 없이 전화로만 소통하다가, 기나긴 인연 끝에 서로

가면을 쓰고 만나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화자의 통

화 상대인 남성 ‘너’는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환락을 즐기다 마

약에 중독되었고, 에이즈 혹은 암에 걸렸을지 모르는 인물로, 신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모순구조”로 등장한, “가치관의 혼돈이 빚어낸 산물”로 객

관화된다.706) “즐겁지만 또한 정말 즐겁지는 않”은,707) 고통과 슬픔을 담

지한 인물인 것이다.

이러한 ‘너’와 ‘나’에 대해 생각하며, 화자 ‘나’는 육체의 취약성, “역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시간 위에 서 있으며 그래서 육체의 손상”708)이

옴을 자각하고, 사랑이란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가서 진심으로 안아

주”는 것이라는 사유에 도달한다.709) 그리고 “존재가 일치한다면 그것은

702) 지그문트 프로이트, 앞의 책, 122면.
703) 김채원(2003), 267면.
704) 김채원(2003), 274면.
705) 김채원(2003), 275면.
706) 김채원(2003), 82면.
707) 김채원(2003), 72면.
708) 김채원(2003), 82면.
709) 김채원(2003),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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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타인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타인일 때 서로 끌어안을 수 있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710)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우리가 몸으로서 타자에 의해 손상될 수 있고, 이 취약성이야말로 윤리

적 물음들이 제기되어야 하는 지점이라고 주장하는 버틀러의 논의와 맞

닿는다. 즉, 작가는 단수성에 의해 서로에게 묶여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서로의 자비를 바라는”711), 취약성을 지닌 존재임을 이해

하여 폭력으로 선회하기보다 사랑으로 함께 끌어안고 충분히 슬퍼하는

것이다. 그 결과, 타자와 연결될 수 있으며, 그런 사랑을 통한 연결은

“전체의 흐름을 뛰어넘”어, “지금 여기를 붙들고 있”게 한다.712)

이때 3.2절에서 남녀 합일의 서사가 초현실주의적 사랑을 의미한다고

논증한 점을 상기하면, 마지막의 육체적 관계는 창조적 에너지를 담지한

미적 체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는 아름다운 너를 하나의 미(美)로서 그냥 바라보았던 것이다.713)

나는 일어나 주섬주섬 노트를 찾아 앉는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게임을 걸어오는 그 대상과 결투라도 하듯 펜을 잡는다.

이제부터 무엇인가 터져나올 것 같다. 나는 우선 떠오르는 대로 공

책 맨 위에 제목부터 적는다.

<가을의 환>714)

작가인 ‘나’가 “미(美)”로 바라보던 ‘너’와의 관계 후에, 무엇인가 터져나

올 것 같은느낌을 받으며 공책의 맨 위에 “<가을의 환>”이라는 제목을

적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결말은, 미적 언어로 이루어진 소설 쓰기란

‘전체의 흐름’에 대항해 ‘나’와 ‘너’의 사랑과 연대를 가능케하는 윤리적

글쓰기임을 의미한다.

710) 김채원(2003), 107면.
711) 주디스 버틀러(2013), 175면.
712) 김채원(2003), 86면.
713) 김채원(2003), 101-102면.
714) 김채원(2003),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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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환｣ 시리즈가 진보적 역사관의 부정에서부터 시작했음을 상기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모순 구조의 타자인 ‘너’와 적극적으로 관

계를 맺음으로써 소설을 쓸 수 있다는 이 결말을 통해 김채원은, 사회

구조의 타자까지도 포괄하기 위한 역사 쓰기를 위해서는 ‘소설’이라는 윤

리적이고도 미적인 언어가 필요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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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김채원의 문학은 ‘소설의 시대’라고 불리우던 1970년대로부터 벗어나는

데서 시작되었다. 작가 동인에 윤후명, 이문열 등과 함께 합류하여, 70

년대를 획일성과 경직성으로 판단하고, 이에 다양성으로 대응하며 작품

창작을 해나간 것이다. 회화를 전공한 김채원이 찾은 다양성이란 초현실

주의였으며, 초현실주의는 특정 주제나 유파에 국한되지 않는 전방위적

미학 방식이었다.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김채원은 진

보적 역사관과 젠더화된 도시의 문제를 탐색해나가며, 문제들에 대한 여

성의 대응 방식을 소설에 그려냈다.

이때 세대적으로 이청준(1939), 김승옥(1941), 윤흥길(1942), 황석영

(1943) 등 6.25 전쟁을 유소년기에 체험한 작가군715)에 속하는 김채원의

소설은 성인이 되어 전쟁을 경험한 박완서의 소설716)과도, 동화적이기보

다 점액질의 감각으로 유년기를 그린 윤흥길, 황석영, 오정희의 소설717)

과도 구분된다. 박완서의 전쟁에 대한 소설이 “자신의 경험들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인과율을 지닌 사건으로 재구성하는 과정”718)으로 박완

서가 전쟁 체험을 “‘반복’서사화”719)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슬픔이라는 감

정으로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제공한다면, 유년기에 전쟁을 경험한 김채

원 소설에서 전쟁의 기억은 명확한 서사보다는 단편적인 이미지로 회귀

하며 소설의 화자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 기억은, 어두운

시공간으로 형상화되는 오정희의 기억과는 달리, 파국과 평화의 양가적

감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며 소설의 화자로 하여금 전쟁으로부터 폭력

715)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연구의 방법｣, 춘원연구학보 11, 춘원연구학회, 2017,
182면.

716) 김정은, ｢박완서 전쟁체험 소설에 나타난 여성 목소리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5, 19면.

717) 손유경(2012), 332면.
718) 김정은, 위의 글, 22면.
719) 김정은, 위의 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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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원을 함께 느끼도록 한다. 김채원 소설의 화자들이 기억을 통해 도

달한 곳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취약성에 기반한 만남의 필요

성이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김채원이 물질문명과 가부장제라는 거대 질서의 폭

력으로 인한 관계 단절로부터 탈피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초현

실주의적 인식 체계를 소설에서 내보였으며, 그러한 인식이 가능한 미적

언어, 소설로써 새로운 역사를 쓰려 했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2

장에서는 먼저 김채원의 소설과 김동환, 최정희의 문학관을 함께 살펴봄

으로써 김채원이 현실을 그 이면에 신비와 구원이라는 비합리적 요소를

내포한 초현실주의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논증하

고자 했다. 김채원은 전쟁으로 아버지 김동환을 상실했으나, 어머니 최정

희를 중심으로 새로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전쟁의 현실로부터 꿈을 꾸는

방법을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980년대 초반까지의 김채원 소

설들을 읽어봄으로써 김채원 소설을 초현실주의적 이론으로 설명할 근거

역시 찾아보았다. 초기 소설들에서 김채원은 예술가 여성들이 만들어내

는 1)뮤즈로서의 남성 3)파편화된 육체 3)콜라주와 같은 초현실주의적

상상력들이 구체적으로 그려내며 초현실주의적 양식에 대한 경도를 보여

주는 한편, 젠더화된 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3장에서는 김채원이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을 통해 진보된 도시의 물질문

명, 가부장제를 전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보적 시간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와 언어를 만들고자 했음을 보이고자 했다. 먼저 주목한 부

분은 김채원이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에 모성적 사유를 결부시킨다는 점이

다. 김채원의 소설에 등장하는 어머니 화자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주부의

일상을 초현실주의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아이를 통해 근대 과학이 정립한

직선적 시간관을 탈주하는 시간성을 발견한다. 화자들은 아이를 통해 새

로운 질서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다. 나아가 불통감을 느끼던 여성들

은 자매와 같은 분신과 만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욕망을 지니게

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서로 닮은 여성 인물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을 나눔으로써 자기를 되돌아보고 삶과 사랑을 성찰하며, 자매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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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해 예술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로써 타인과의 소통이 가능해지고,

현대 문명이 부여한 상처 역시 치유된다. 김채원 소설에서 화자들은 우

연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간 질서와 예술이라는 언어를 지니게 된다.

4장에서는 김채원이 소설을 통해 현재성의 세계를 구성하고 인간 사이

의 ‘관계’의 필요성을 역설했음을 논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역사가 현재

와 과거의 콜라주로 재구성되는 양상과, 이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파국을

구원할 사랑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상처받을 수 있

음을 알면서도 사랑에 의해 타자와 연결되고자 할 때, 역사의 파국을 막

고 현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이 소설들은 그려낸다. 1980년대부터 2000

년대까지 씌어진 ｢환｣ 연작에 이르러, 독특한 시간의식을 지니면서 타자

와의 연결을 가능케하는 윤리의식을 지닌 미적 언어가 바로 ‘소설’임이

밝혀진다. 진보적 역사관을 부정하고 기억 속 역사의 타자를 소환하는 ｢

겨울의 환｣을 시작으로, ｢가을의 환｣, ｢미친 사랑의 노래-여름의 환｣에

서는 타자와 연결될 수 있는 언어가 모색된다. 사회 모순 구조의 타자인

‘너’와 적극적으로 씨름하고 관여함으로써 소설이 탄생한다는 결말의 ｢가

을의 환｣에서 진보의 타자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언어가 소설임이 발견

되면서, 언어 모색의 긴 여정이 끝난다. 김채원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함

으로써 사회 구조의 타자까지 포괄하면서도 몽상의 감각을 통해 현실을

전복할 수 있는 소설이야말로 진보만이 답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음을 자신의 소설을 통해 끊임없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김채원의 소설이 문학사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민중문화로만 한정짓는 역사에 빈틈을 만드는 한편, 실험적 서사 양식이

현실을 교란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내용과 형식이 구분되어 논해지는

연구 방식에도 반기를 든다. 김채원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초현실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밝히고자 한 이 연구를 시작으로, 문학에서 몽상이 지

니는 의미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연구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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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수리 공원에 내리는 가을721) 먼집 먼바다(지
식산업사) 1977

달의 손 현대문학 1977.4.
자전거를 타고 문학사상 1977.6.
얼음집 한국문학 1977.8.
밀월 문학사상 1978.2.
봄의 끝 현대문학 1978.8.
나이애가라 뿌리깊은나무 1978.11.
안개 학원 1978.12.
초록빛 모자 현대문학 1979.6.
희유곡 문학사상 1979.9.

1980년대
제목 발표지면 발표시기
가을햇빛 작가 1980.5.
아이네 크라이네 문예중앙 1980 여름
냇물 문학사상 1980.10.
산중기 한국문학 1981.3.
물 위에 어린 그림자 월간조선 1981.8.
점묘화 두점 소설문학 1981.10.
잃어진 노래 현대문학 1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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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의 숨결 작가 1982.7.
오솔길로 가는 사람들 문예중앙 1982.9.
가득찬 조용함 현대문학 1983.1.
공중에는 또 하나의 다른 방이 문학사상 1983.11.

빗물 흐르는 우산을 접고 일곱 무지개 빛깔
같은 1983.12.

애천 문학사상 1984.1.
여름의 환 문학사상 1985.5.
저문날 허공에 현대문학 1985.12.
슬픈 단념 문학정신 1987.6.
오후의 세계 문학사상 1989.2.
겨울의 환 현대문학 1989.8.
무언가 문예중앙 1989.9.
묘약 미상 1980 추정722)
꿈과 재생 미상 1985 추정723)

1990년대
제목 발표지면 발표시기
봄의 환 문학사상 1990.5.
미친 사랑의 노래-여름의 환 세계의 문학 1991.9.
형자와 그 옆사람 도서출판 창 1993
달의 몰락 현대문학 1994.12.
봄날에 찍은 사진 문학사상 1995.7.
그 여자는 거기에 없다 한국문학 1996 여름
초여름 폭풍 라쁠륨 1996 가을
달의 강 현대문학 1997.4.
돌아온다는 사람 문예중앙 1997 가을

바다 아닌 바다 문학동네 1997 겨
울~1998 여름

인 마이 메모리 내일을 여는 작가 1999.3.
2000년의 꽃밭 21세기 문학 1999 여름

2000년대
제목 발표지면 발표시기
푸른 미로 문학사상 2000.2.
자정 가까이 문예주의보 2001.2.
서산 너머에는 현대문학 2002.5.
바다의 거울 문학사상 2002.11.
지붕 밑의 바이올린(1)-부르는 소
리 한국문학 2003 여름

지붕 밑의 바이올린(2)-꿈의 흐름 현대문학 2003.7.
지붕 밑의 바이올린(3)-아홉 개의 미상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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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한국여성문인사전과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에는 1976년 현대문학에
발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1976년과 1977년의 현대문학 잡지에서 본 소
설을 찾을 수 없었다. 본고가 찾은 최초의 지면은 김지원·김채원, 먼집 먼바다,
지식산업사, 1977이다.

722) 김채원, 오늘의 한국문학 33인선 28, 양우당, 1987의 작가 연보에는 1980년에
발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723) 김채원, 오늘의 한국문학 33인선 28, 양우당, 1987의 작가 연보에는 1985년에
발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영가
지붕 밑의 바이올린(4)-유쾌한 장
난 문학사상 2004.1.

가을의 환 가을의 환(열림
원) 2003

2010년대
제목 발표지면 발표시기
등 뒤의 세상 현대문학 2010.1.
베레모를 쓴 여인(엽편소설) 현대문학 2010.7.
조금 더 가까이 문학사상 2011.9.
물과 희롱-무와의 입맞춤 현대문학 2012.1.
소묘 두 점 현대문학 2014.1.
누가 빨강 파랑 노랑을 두려워하
는가 문학사상 2014.3.

쪽배의 노래 현대문학 2014.11.

거울 속의 샘물 쪽배의 노래 단행
본 2015.1.

베를린 필 현대문학 2015.10.
흐름 속으로 현대문학 2016.5.
흐름 속으로(2)-광야 현대문학 2018.1.
흐름 속으로-등잔 현대문학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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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urrealistic

Imagination in the Works of

Kim Chae-won

Yoo Jin Oh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Kim Chae-won’s aesthetic peculiarity,

which makes her distinguished from other contemporary writers, by

examining the surrealistic imagination and its meaning in her novels.

In the 1970s and 1980s, when Kim Chae-won started her literary

career and was highly active, minjok(nation) literature that

emphasizes ‘progress’ and ideology arose in the literary circles. At the

same time, realism exercised a strong binding force on the perception

of literature. It was also a time when a new horizon for women’s

movement appeared. Marxist Feminists advocating ‘progres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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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sm as a framework for perception, as was the case with the

minjok(nation) literature, and set up the prototype of female

characters similar to that of male workers and then criticized other

novels when their characters differed from the prototype. To them,

Kim's novel which contains traditional female characters, non-linear

narrative with dreams, fantasies and unconsciousness was considered

to follow the feudal values. However, given that Kim showed interest

in surrealism paintings by questioning realism in her earlier career,

the unique form of narrative in Kim's novel should be interpreted not

from the theory of realism, but from that of surrealism.

Examining the surrealistic imagination shown in her novel and

literary practicality contained in such avant-garde art, this study will

clarify that Kim intended to respond first to the ideology of progress

which promotes materialism and reification, and then to gendered

norms and order.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surrealism-European

artists who witnessed the destruction of science, philosophy and

civilization after World War I initiated surrealism against the ideology

of progress and materialism-is similar to the condition of Korea that

Kim Chae-won faced in the 70s and 80s. Considering that various

literary groups in Korea adopted surrealism under the harsh

oppression of Japan, this study assumes that Kim acquired a

surrealistic sense not because she unconditionally followed foreign

theories but because she hoped to change the realities she faced.

Shedding light on surrealism as well as Kim’s novel would suggest a

new methodology that allows the reevaluation of literary works

sternly categorized as modernism or realism.

Chapter 2 first focuses on how Kim came to bear a surrealistic

sense through the family history of war and division, and how she

attempts to subvert the gendered order of city using surrea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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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ation. Comparing Kim's novels with Kim Dong-hwan and Choi

Jeong-hee's literary views, it turns out that Kim Chae-won regards

the war and post-war division as mysterious and surrealistic

incidents that contains salvation. Based on the unique perception, in

her novels, Kim aims to break the illusion of progress and resist to

the violence of the patriarchal system combined with materialism and

selfishness in capitalist society with many surrealistic imaginations.

What makes Kim’s surrealistic imagination special is her interest in

gender issues. Kim goes against the male-centered surrealism of

objectifing a woman by relating gender issues with the problems that

surrealism attempts to overcome and by showing a female character’s

strong desire to confront such troubles with her own imagination.

The surrealistic style itself cracks the ideology of progress and

subverts the gendered hierarchy.

Applying ‘hasard objectif’ to Kim’s novel, Chapter 3 will demonstrate

that Kim attempts to create the order and language of ‘the other’

excluded by modernity. In modern civilization, the subaltern groups of

‘the other or the abnormal’ such as female workers, communists, and

homosexuals did not own the language. When female characters

encounter underage children, women like their alter ego, and figures

isolated from modern society in Kim’s novels, they look back on their

lives and create a new language with a distinct rhythm. They try to

accept the order of the other and create the language of the other.

The mother narrators in the novel discover a time order that breaks

the linear time frame established by modern science, by looking

surrealistically at the housewife’s everyday life and their children.

Furthermore, through the encounter with a sister-like alter ego,

women create their own voice through artistic language which has

the potential to heal wounds by civilization. Kim insists that aes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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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beyond the chronological, and linear time frame can be

created by combining surrealistic imagination with maternal thinking

and that such language could heal the Other. In these novels, Kim

explores the potential of creative thinking that has emerged from the

lives of women in Korean society.

Chapter 4 firstly deals with the novels in which Kim creates a

history as a collage of the past and present, namely, Walter

Benjamin’s Actuality. In these novels, when the memory of the

Korean War comes in contact with the present, the narrator discovers

the salvation in love. Referring to Judith Butler’s theory, the novels

portray that people can prevent the collapse of history and save the

present by realizing their vulnerability and making a bond of

vulnerablity. From the series of “Hwan” written from the 1980s to

2000s, it turns out that the novel enables people to bond with others

with aesthetic and ethical language. Firstly, “Winter's Hwan” denies

a linear time frame and a history of progress by inserting the

memory of the Other. In “Spring's Hwan” and “Crazy Song of Love

- Summer's Hwan,” the author seeks a language that makes possible

to communicate with the Other. Lastly, in “Autumn’s Hwan,” the

main character starts to write a novel after actively tackling and

engaging with ‘you’, the Other of social structure. This means that

the language for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of progress is certain

to be a novel. Kim intends to show that only the novel can both

subvert reality through the surrealistic imagination and bond with the

Other.

Kim Chae-won responded to 70s’ uniformity and rigidity with the

diversity of surrealism. Through surrealistic imagination, she resists

to the violence of material civilization and patriarchal system, build a

new relationship with the Other, and to re-establish a histor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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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esthetic language, a novel. Her tendency to view the memory of

war as both catastrophe and salvation makes her distinguishable from

Park Wan-seo and Oh Jung-hee, who also portray the war in their

novels. Closing this study, which aims to disclose the literary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Kim Chae-won's novels by referring to

surrealism, I expect the imagination, fantasy and daydreaming in

literature to be studied more intensively.

keywords : surrealism, avantgarde, imagination, fantasy, hasard

objectif, materialism, city, progress, gender, patriarchy, maternal

thinking, Korean War, history, actuality, love

Student Number : 2017-2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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