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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한국문학사에서 ‘여성문학’의 시대로 일컬어진 1990년대에 주

목하여, 1990년대 여성문학 담론의 화두였던 ‘여성 정체성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경린과 배수아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 문학사에서 1990년대 여성문학에 대한 평가가 다소 제한적인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1990년대는 ‘여성문학’의 전성

기로 기억되곤 하지만, 정작 문학사에서 1990년대 여성문학은 보편성이 결

여되어 있으며 여성적 특수성에 천착했다는 한계를 지적받아왔다. 뿐만 아

니라 기존의 연구사는 많은 경우 신경숙, 공지영, 은희경이라는 ‘대표적’ 작

가들의 이름을 통과해서만 1990년대 여성문학의 의의를 확인해왔다는 점에

서 1990년대 등단, 활동한 많은 여성작가들의 스펙트럼을 협소화한 측면이 

있었다. 본고가 1990년대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경린과 

배수아의 소설을 살펴본 것은 이들이 여성 정체성 서사라는 당대의 테마와 

관련해 ‘자전적 글쓰기’로 수렴되지 않는 각자의 서사적 전략을 통해 여성 

주체화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여성문학’을 규범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성의 특수한 경험과 위치

를 문학의 언어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판적 개념으로 상정하고, 

1990년대라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여성문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

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1990년대 여성서사는 ‘여성 정체성’과 ‘여성성’ 

재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집중적으로 담론화되었으나, 여성(성)의 재현 전

략에 관한 연속적인 고찰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 정체성을 ‘본질화’한다는 

손쉬운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본고는 바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

르는 시기에 여성적 차이, 혹은 여성성 재현에 관한 담론이 차이로서의 ‘여

성(성)’을 강조할 것인가와 ‘여성’이라는 범주를 넘어설 것인가라는 딜레마

에 봉착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은 곧 여성 주체화라는 동시대 페미니즘 

정치의 의제와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먼저, 본론 2장에서는 1980년대의 여성해방문학 담론과 그로부터 이어지

는 1990년대 여성문학 담론의 형성을 살펴봄으로써, 여성‘해방’문학에서 ‘여

성’문학으로의 이행과 잔여들을 짚어보았다. 본고는 특히 1980년대 후반에

서 1990년대 초반으로 이어지는 이행기 속에서 집나간 딸들의 ‘귀환’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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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고 있는 소설들이 1990년대 ‘집’의 정치화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 주

목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여성서사의 쟁점으로 부상한 ‘여성성’ 개념을 

살펴보고, 당대 여성작가의 개략적인 지형도를 그려보았으며, 전반적인 테마

와 경향에 따라 작품들의 계열을 분류해보았다.  

3장에서는 아버지-남편에 의해 여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가족의 풍경을 

그린 전경린의 작품들을 살피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삶의 조건들로부터 여

성인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위반과 저항의 욕망을 드러내는지를 분석하였

다. 전경린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은 ‘성차’의 적극적인 긍정을 통

해 여성(성)의 기원에 접근하며, 이 과정은 여성신화 다시-쓰기라는 여성 

주체화의 방법론으로서 나타난다. 또한 전경린의 소설은 여성의 욕망에 주

목하며 성차화된 몸을 적극적으로 가시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와 같은 특징들은 이른바 ‘불륜소설’로 분류된 작품들에서도 확인된다. 이러

한 고찰을 통해 본고는 전경린의 ‘불륜소설’이 단지 통속화의 소산이라기보

다는, 일상 속에서 부단히 낯선 몸의 감각을 요청하는 변화 혹은 해방의 출

발점으로서 독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장에서는 배수아의 소설들에 나타난 소녀고아와 여성청년 인물들을 살펴

보며, 가족의 해체라는 조건 하에서 자리를 교환하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여

성들의 운명이 그들로 하여금 실존적 소외와 불안의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배수아 소설의 중심인물인 ‘소녀’들은 성장소설의 문법

이나 남근로고스중심주의 체제에 포획되지 않은 존재들이다. 배수아가 보여

주는 소녀의 서사는 복수적인 목소리들과 시간성이 내재하고 있는 반(反)-

기억의 형식으로 ‘소녀-되기’의 생성을 드러낸다. 본고는 이어서 1990년대 

후반 발표된 배수아의 소설에서는 폭력과 가난이라는 극한의 조건에 내몰린 

소녀와 여성청년들이 등장하며, 이들을 통해 일상적 시간의 악무한적 반복

에 대한 의식과 서사적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두 작가의 소설적 전략을 분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전경린의 문

학이 차이로서의 여성성을 과잉 재현함으로써 여성이 계속해서 스스로의 욕

망을 긍정하고 그것을 언어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반면, 배수아의 문학

은 규범적 정체성을 가로지르는 주체의 복수화를 통한 새로운 여성서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했다. 즉, 여성 주체화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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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린의 소설은 여성의 욕망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을 통해 ‘전략적 본질주

의’의 방식을, 배수아의 소설은 타자화된 여성의 위치로부터 ‘복수적 주체

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 새롭게 독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2000년대 문학/비평(장)에서 전경린의 소설은 나르시시즘적이고 통

속적인 ‘불륜서사’를 재생산하거나, 여성성을 지나치게 신비화화한다는 이유

로 외면받기 시작했으며, 배수아의 소설은 보편성과 예술성(미학성)을 구현

하는 문학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함께 탈성화된다. 여성-되기의 과정이 생물

학적 성별에 의거한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별권력의 비대칭성

을 가시화하고 저항하며 형성되는 부단한 운동이라고 할 때, 2000년대 이후

로도 계속된 전경린의 여성(성)의 탐구를 지배적인 것으로부터 차이화하는 

여성서사의 실천으로, 배수아의 소녀-되기의 서사전략을 탈본질화, 혹은 복

수화하는 여성주체의 가능성으로 읽어내는 일이 가능해진다. 본 논의는 ‘여

성(성)’의 이름으로만 호명되었던 전경린의 문학과 ‘여성’을 넘어선 ‘보편’으

로 독해된 배수아의 문학을 ‘젠더 프리즘’을 통해 다시 여과시킴으로써 

1980년대의 유산 속에서,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로 이어지는 여성문학

의 계보와 새로운 페미니즘 문학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기를 목표하

였다.

주 요 어: 여성문학, 1990년대, 전경린, 배수아, 여성 정체성 서사, 여성서

사, 여성성, 되기, 여성-되기, 소녀-되기, 신체, 반기억, 시간성, 

여성 글쓰기, 주체화, 성차 

학    번: 2017-2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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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제기

본 논의는 한국문학사에서 ‘여성문학’의 시대로 일컬어진 1990년대에 주

목하여, 1990년대 여성문학 담론의 화두였던 ‘여성 정체성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경린과 배수아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0

년대는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역사의 종언’이라는 세계사적 정황 이후에 

나타난 일련의 정치사회적 변동과 함께 1980년대의 유산 위에서 이를 딛고 

넘어서기 위한 반성과 모색의 시간으로 나타난다. “정치적 일원론”이 붕괴

된 1990년대는 1980년대의 정치사회적 ‘대의’ 아래 비가시화 되었던 삶의 

여러 국면들이 문제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시대였던 것이다.1) 비슷한 맥락

에서, 1987년의 항쟁으로부터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 사이의 ‘환멸

의 시간’2)을 거친 1990년대가 지속적으로 ‘위기’를 자각하는 혼란의 시기3)

이자, 1980년대라는 과거와 2000년대라는 미래 사이의 “복수의 시간성들”

이 공존적 이접을 통해서만 시대적 정체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시대4)라

는 설명들 또한 단일한 특질로 규정될 수 없는 1990년대의 혼란과 과도기

성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1) 방민호, ｢1990년대 소설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 예
옥, 2018, 276면. 

2) 서영채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다시 움직인 시계가 흐르지 않고 멈춰 있
던 1990년대 초반까지의 오 년의 시간(“민자당이라는 거대여당의 출현,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 적이 사라졌는데 사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보이지 않게 
된 시대”)이 바로 ‘환멸의 시간’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는 
1993년, 정확히는 불법적으로 국권을 장악했던 신군부가 법정에 세워진 1995년
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서영채, ｢신경숙의 『외딴방』과 
1990년대의 마음｣, 문학동네 통권 90호, 2017.

3) 조연정에 따르면, 이러한 1990년대 비평계의 ‘위기론’, ‘단절론’은 새로운 시대의 
헤게모니를 선취하기 위한 신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인정 투쟁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994년 창간된 문학동네가 노정한 ‘개인’과 ‘내
면’(진정성)이라는 비평적 레짐은 90년대 문학을 80년대와 차별화하려는 문학
동네의 욕망이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알려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조연정, ｢
문학동네의 90년대와 386세대의 한국 문학｣, 한국문화 81, 서울대학교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한국문화), 2018, 225-228면 참조.

4) 김영찬, 「‘90년대는 없다’: 하나의 시론, ‘1990년대’를 읽는 코드」, 한국학논
집 5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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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해서 ‘사회과학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의 이행이라 불리는 1990

년대 사회문화구조의 변동 속에서 90년대 한국문학의 변화는 ‘개인 주체의 

귀환’5)의 양상으로 규정되곤 했다. 이때 80년대 문학을 대변하는 이데올로

기적, 역사적 상상력에 의해 짓눌린 개인, 욕망, 일상의 주제가 ‘내면(성)성’, 

‘진정성’이라는 비평적 용어와 연동되어 90년대의 지배적인 문학적 경향을 

이루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6) 과거를 반성하는 성찰적 자아나, 과거와의 

전면적인 단절을 선언하는 자아의 등장 등 1990년대 문학(장)은 어떠한 방

식으로든 자기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인 주체’들의 문학적 반란이 시도되는 

장소였으며,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여성문학’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

다. 80년대적인 것과 90년대적인 것이 분할되고 이를 통해 새로움의 감각이 

재구성되는 90년대의 분위기 속에서 페미니즘 혹은 ‘여성문학’은 새로운 시

대의 개인 주체로서 부상한 여성들의 자기발화가 시도되는 가장 첨예한 정

치적 지대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중반 여성문학에 대한 비평계의 적극

적인 조명이 주로 ‘여성 주체’의 ‘내면성’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는 사실7)이 내포하는바, 여성문학의 부흥은 근대/한국/남성 ‘주체’의 문학과

는 다른, 타자로서의 ‘새로운 주체’의 발견(에 대한 탈근대적 욕망)과 맞물

려 있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1990년대에 비로소 “여성문학의 새 시대”8)가 도래했다는 평가

는 수많은 한국 여성작가의 출현과 활약이 지극히 ‘90년대적’인 현상임을 

설명해준다.9)10) 그러나 여성문학이라는 90년대적 현상이 생산된 텍스트의 

5) 황종연, ｢내향적 인간의 진실｣,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6) 1990년대 문학비평(장)에서 이루어진 ‘내면’과 ‘진정성’의 가치를 둘러싼 담론투

쟁과 ‘내면성’ 개념의 재고 과정은 다음과 같은 최근의 연구들에서 상세히 고찰
되고 있다.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김영현과 장정일의 소설을 통해 본 1990
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회, 
2016; 강동호, ｢‘언표’로서의 내면-1990년대 문학사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한 예
비적 고찰들-｣, 한국학연구 5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7) 1990년대 초의 비평 담론에서 신경숙은 개인과 여성 주체의 ‘내면성’을 구현한 
대표적인 여성작가로 조명되었다. 배하은, 위의 글, 550면. 그밖에 1990년대의 
‘신경숙 현상’과 출판자본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
다. 천정환, ｢창비와 ‘신경숙’이 만났을 때—1990년대 한국문학장의 재편과 여성
문학의 발흥｣, 역사비평 2015 가을.

8) 천정환, 위의 글, 294면. 
9) 1990년대는 그 출발선에서나, 결산의 자리에서나 공통적으로 여성문학의 시대로 

호명된다. 일례로 90년대적인 것을 표방하며 창간된 문학동네는 1995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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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풍부함과는 별개로 비평담론의 중심부에서 얼마나 유효한 방식으로 다

루어졌는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서영인은 “여성문학 담론을 

90년대의 특징이며 주류적 경향으로 이해하는 흐름이 주로 90년대 여성작

가의 약진에 바탕을 둔 작가론의 차원에서 구성되었다”11)고 지적하며, 

1990년대 여성문학을 둘러싼 비평담론이 다분히 여성성을 협소화하거나 추

상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한계를 예리하게 포착한다.

실제로 1990년대 말부터, 당대 한국문학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여성문학에 

주로 제기된 비판은 여성소설의 여성성 재현 문제와 관련된다. 이때 여성문

학에 대한 평단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여성문학이 여성

의 ‘특수성’에 천착하여 정치성을 상실하거나,12) 문학일반의 ‘보편성’을 확

성, 여성성, 여성소설〉이라는 기획을 통해 “90년대 문학의 새로운 특성 중 하
나”로 거론된 ‘여성작가의 부상’을 심층적이고 근원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이
후 1990년대 말에 벌어진 여러 좌담에서도 90년대는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본
다면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연대”로 기억되고 있다. 황종연․진정석․김동식․이광호, 
｢좌담: 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1999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민음사, 1999, 44면.

10) 그러나 1990년대를 여성문학의 전성기로 호명, 기억하는 과정이 그 자체로 여
성문학의 ‘탄생’을 의미하지 않듯, 개화기와 식민지, 해방기와 군사독재로 이어
지는 한국근현대사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여성해방의 상상력이 각기 다른 방식
으로 역사와 관계 맺으며 지속/변화되어 왔다는 사실은 90년대 여성문학의 부상
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 이는 여성문학 계보의 연속성을 모색하는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 1980년대 민중운동과 접합한 여성운동은 1990년대 여
성주의 문학과 대립적/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90년대 여성문학의 가능조
건이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여성문학의 가능조건으로
서의 80년대의 분위기 및 ‘여성문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논문의 2장
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11)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24(2), 대중서
사학회, 2018, 20면.

12) 가령, 앞의 좌담에서 한 평론가는 여성 체험 서사의 확산을 1인칭 ‘나’의 관점
에서 벗어나지 못한 “즉자적 한계”로 설정하면서 1999년의 여성문학을 “위기의 
국면”으로 인식한다. 1990년대에 나타난 여성서사에 대한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여성적 체험의 서사화에 대한 저의 소박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전체적
으로 볼 때 1인칭 <나>의 관점과 즉자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는 생각을 합니다. 씩씩하게 혼자서 가라는 식으로 의지를 강조하는 명령법의 
주지주의나, 아니면 여성들이 테러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계몽적인 설교나, 불
륜이나 이혼 경험을 통해서 여성을 주체 정립의 욕망을 지닌 존재로 설정해 가
는 여러 작품들에서 어떤 찜찜한 느낌을 받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
니다. (…)” 황종연․진정석․김동식․이광호, 앞의 글, 47면.



4

보하지 못함으로써13) 스스로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 둘째, 90년대 여성문

학/비평을 대표하는 수사인 ‘여성적 글쓰기’라는 범주 자체가 본질주의로 회

귀하면서 다시금 위계적인 젠더 이분법을 반복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14) 

이러한 비판으로 미루어보건대, 1990년대 문학(장)에서 여성적 정체성을 확

보하는 문제는 근대적 자아의 ‘자기동일성’에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면서도 

여성인 ‘나’로서 발화할 것을 요청하는 이중의 과제에 다름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여성문학이 본질주의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비판되거나, 또 다른 중심의 구축 혹은 미학성의 결여라는 이유로 혹독하게 

비판되었다는 조연정의 지적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15) 

실제로 1990년대 여성문학에 대한 비평적 요구는 의도하지 않게 여성문

학 ‘위기론’을 (재)강화하는 가운데, 1990년대 여성문학작품의 성취를 축소

하는 효과를 낳는 듯 보인다. 여성문학 비평의 언어가 지나치게 ‘여성적인 

것’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해석적 풍부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반성은 비

평이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가의 프레임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여성문학 비평의 언어가 ‘여성적인 것’을 다소 정형화

하거나, 반복적으로 의미화하는 것에 그쳤다는 사실을 승인한다면, 오히려 

90년대에 상상된 ‘여성적인 것’과 그 재현전략에 관해서는 더 많은 물음과 

해석적 작업이 필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본고는 1990년대 여성문학을 현재

적 관점에서 재독하는 과정에 있어 ‘여성적인 것’ 혹은 ‘여성성’의 주제를 

시효가 만료된 개념으로 간주해 삭제하거나, 반대로 ‘여성성’의 이름하에 여

13) 김재용·김종회·임우기·정호웅·황종연, ｢특별좌담: 한국 문학비평의 오늘과 내일
｣, 계간 한국문학평론 1999 여름, 33면.

14) 1990년대에 부상한 탈근대 담론과 여성문학의 논의가 “기계적으로 결합”되었
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문학 내부에서 제출된 반성의 목소리들은 구체적인 
이론적 공과를 짚으며 90년대 여성문학/비평의 문제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서 주목된다. 비판의 주된 골자는 1990년대 여성문학을 둘러싼 담론들에 나타난 
‘여성’ 범주의 보편성에 대한 문제제기, ‘여성적 글쓰기’의 정치적 모호함, 젠더 
이분법 및 신비주의적 본질주의 등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다. 김은하·박숙자·심진
경·이정희, ｢90년대 여성문학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성과사회 10, 한국
여성연구소, 1999, 140-142면 참조.

15) “‘남성성을 내면화한 여성성’, 즉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성’을 구현한 여성문학
이라는 평가는, 1960년대 여류문학 뿐 아니라, 여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
었던 1990년대의 여성문학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제출된 의견이다.” 조연정, ｢
‘여성시인’이 시를 쓴다는 것-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관점에서 ‘다시’ 읽는 
김혜순의 초기시｣, 2019년 제2차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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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차이들을 실체화하는 것에 거리를 두고, 여성(성) 및 여성서사를 복잡

화하여 읽어내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덧붙여서 본고는 90년대 여성문학에 관한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소환되는 

신경숙과 은희경이 당대의 중심적인 작가였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

들에 대한 거듭된 호명이 1990년대 여성문학의 스펙트럼을 다시금 ‘여성 성

장소설’16), ‘자전적 글쓰기’17)와 연동된 ‘내면성’의 문학으로 협소화할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자기체험에 근거한 여성 성장서사와 자전적 

글쓰기가 가지는 분명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문학(장)에서 두 개

념을 통한 여성문학에 대한 관습적 접근은 오히려 ‘여성 정체성 서사’를 새

롭게 독해하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18) 또한 1990년대 여성문학의 의

미가 언제나 신경숙, 은희경의 이름을 거쳐야만 말할 수 있는 것이 될 때 

1990년대 여성문학을 구성하던 많은 작가/작품들은 언제나 ‘적게’ 말해질 

수밖에 없다. 이 글은 그런 의미에서 ‘여성 정체성’을 곧바로 ‘여성작가’로 

환원하는 방식에 거리를 두며, 여성성과 여성 정체성의 의미를 다층화하기 

위해 전경린, 배수아의 문학을 1990년대 여성문학 담론과 접속시키고자 한

다. 

본고가 1990년대 한국여성문학을 되돌아보기 위한 중심축으로 전경린과 

배수아의 문학을 설정한 이유는, 이들이 여성 정체성 재현의 아포리아(자기

16) 일반적으로 독일 교양소설(Bildungsroman)과 한국 성장소설의 차이로서 강조
되는 ‘아버지의 부재’의 원리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더욱 심한 제약을 받는 
여성성장소설에서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여성의 성장은 
그 사회적 경험의 과정 자체가 남성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화된 갈등으로 
드러나며, 그 결과 타협보다는 파멸과 비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나병철, 「여성 성장소설과 아버지의 부재｣,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
학회, 2003, 188면.) 그러나 여성 성장 소설의 특징을 성장하지 않고 유년에 머
무른다거나, 성장을 거부하는 이탈과 광기를 통해 비극적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반성장의 프레임을 통해 규정할 때의 문제성 역시 지적될 필요가 있다. 고정적
인 ‘성장’ 개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것에 결여나 부정으로서 여성성장을 정
의하는 것은 여성‘도’ 성장 ‘할 수’ 있다거나, 여성‘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식의 
순환 속에 여성성장 서사의 가능성을 한계 짓는 정의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17) 김연숙·이정희, ｢여성의 자기발견 서사, ‘자전적 글쓰기’｣, 여성과사회 8, 한
국여성연구소, 1997.

18) 위의 각주에서 언급했듯이 여성 성장소설을 기존의 (남성)성장소설의 결여나 
부정태로서 정의하게 된다는 한계 및 자전적 소설을 작가의 ‘사적인’ 체험으로 
환원시키는 독법에 거리를 둔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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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의 거부, 여성 주체로서 말하기)에 대해 하나의 대안적인 가능성을 

선취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경린과 배수아의 소설은 유년기의 

가족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여성 정체성’이라는 1990년대 여성문학의 공통 

주제를 드러내면서도, 자전적 체험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성에 대한 심원

한 탐색(전경린)과 성장의 도식을 벗어난 소녀들의 반-기억 서사(배수아)라

는 독자적인 미학적 실천을 보여준다. 

전경린(全鏡潾, 1962~ )과 배수아(裵琇亞, 1965~ )는 각각 1995, 1993

년에 등단하여 90년대의 젊은 작가로 주목받은 여성소설가에 해당한다.19) 

‘정념과 귀기’의 문학으로 일컬어진 전경린과 ‘낯선’ 문체와 ‘이미지’의 문학

으로 불린 배수아는 통상 1990년대 한국문학(장)에서 상이한 자리에 위치하

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가부장제의 질서에서 억압된 여성의 성적 욕망을 가

시화하고 규범과 금기를 위반하는 여성 주부의 ‘일탈’로 의미화 되었던 전

경린의 문학과20) 형식과 주제의 차원에서 모두 ‘신세대’ 혹은 ‘소비세대’의 

새로움과 방황의 감각과 연관하여 조명된 배수아의 문학은21) 1990년대의 

젊은 작가 혹은 여성 작가라는 거친 범주가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비교되지 

않았던 것이다.22) 

19) 배수아는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화학과를 졸업, 1993년 소설과사
상에 ｢천구백팔십팔년의 어두운 방」을 발표하며 등단한다. 1990년대에 발표된 
작품으로는 소설집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1995), 바람인형(1996), 심야통
신(1998), 그 사람의 첫사랑(1999), 장편소설 랩소디 인 블루(1995), 부
주의한 사랑(1996), 철수(1998)가 있다. 한편 전경린은 1962년 경남 함안에
서 태어나 경남대 독문과를 졸업, 1995년 ｢사막의 달」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문학 활동을 시작한다. 1990년대에 발표된 작품으로는 소설집 염소를 
모는 여자(1996), 바닷가 마지막 집(1998), 장편소설로는 아무 곳에도 없는 
남자(1997), 내 생에 꼭 하루뿐인 특별한 날(1999)이 있다. 

20) 박철화, ｢무서운 사랑—정념(情念)의 미학」, 작가세계 1998 여름, 293~294
면; 신승엽, ｢벗어날 수 없는 일탈, 머무를 수 없는 定住)—전경린·한창훈·공선
옥 소설을 통해 본 90년대 소설의 길찾기」, 창작과비평 1999 여름; 이선옥, 
｢사랑의 서사, 전복인가 퇴행인가｣, 실천문학 1999 여름, 32~34면.

21) 권성우, ｢신세대 문학에 대한 비평가의 대화｣, 문학과사회 1997 겨울, 1642
면; 박해현, ｢서평: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배수아 지음. 고려원)—신세대, 그들
은 누구인가｣, 중등우리교육, 1995.7, 139~140면; 성민엽, ｢세 개의 젊은 소
설적 개성과 신세대 소설｣, 문학과사회 1995 여름.

22) 여기에는 주로 ‘30대 여성 작가군’과 함께 거론되었던 전경린과 그보다 아래 
세대인 ‘신세대 여성 작가’를 대표했던 배수아 사이의 세대적인 분할선 역시 크
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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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면 상반된 문학적 경향을 보이는 전경린과 배수아가 1990년대 

여성문학의 공통 지평에 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여성 정체성’ 혹은 ‘여성

성’ 재현을 모색했다는 사실은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여성’으

로서 ‘개인’에 대한 당대의 화두를 충분히 의식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방식

으로 여성 정체성의 전략적 실천을 모색하였다. 이를테면 전경린과 배수아

는 유년기의 가족구조 속에서 타자화된 여성의 정체성과 그러한 가족 규범

으로부터의 이탈/탈주의 감각을 각각 ‘주부’와 ‘소녀’의 형상을 통해 그려내

며 차별화된 여성 주체화의 전략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 자신의 문학적 전

범(典範)을 밝히는 일이 드물었던 배수아가 당시 전경린의 ‘여자들’에 대한 

감상을 두 차례나 밝힌 적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두 작가가 매우 자각적으

로 여성 재현의 문제와 차별성을 고민했음을 보여준다.23) 또한 두 작가는 

기존의 1990년대 여성 정체성 서사에서 중점을 이루었던 자전적 서사에 포

섭되지 않는 방식의 여성 재현의 상상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함께 조명

될 필요가 있다.24) 전경린과 배수아는 가부장제 및 규범적 질서와의 동일화

를 거부하는 여성들의 서사를 지향하며, 이를 여성의 신체의 감각과 기억이

라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여성서사의 대안적 패턴을 그려낸다. 나아가 젊은 

주부의 집 떠남과 소녀들의 버려짐이라는 두 작가의 여성 형상을 대비할 

23) 특히 배수아가 1997년 발간된 전경린의 단행본에 남긴 추천사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여자의 혼은 생래적으로 야성이며 반란이고 몽환이고 유랑이다. 남자
는 그런 여자에게 스쳐 지나가는 타인이고 잠시 방문하는 무의미한 손님이며 인
생을 소용돌이쳐도 결코 화합하지 못하며 근본적으로 그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 여성성의 절정에 이르러서 그녀는 아이덴티티를 추구
한다. 나는 전경린이 언제나 나보다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 높고도 강인한 여성
성을 갖고 있다고 느껴왔다. 우리들의 상식과 관습을 뛰어넘는 그 무엇, 또는 
그만큼 문명화되지 않은 어떤 것을 그녀가 갖고 있음이 내가 영원히 갈 수 없는 
기차역같이 두렵고도 그립다.” 

24) 김미현은 전경린, 신경숙, 함정임의 소설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바 있다. “물
론 가장 자전적이지 않은 축에 전경린이 있고, 가장 자전적인 축에 신경숙이 있
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함정임이 있다. / 전경린의 소설에는 자신의 실제 체험에 
대한 직접적인 토로도 없고, 자신의 소설쓰기에 대한 고백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녀가 낳은 문장들을 보면 소설쓰기 자체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자 위안
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김미현, ｢소설쓰기, 삶이 지고 가는 업(業)-전경린 소
설집 염소를 모는 여자(문학동네,  1996), 함정임 소설집 밤은 말한다(세계
사,  1996), 신경숙 소설집 오래된 집을 떠날 때(창작과비평사, 1996)｣, 창작
과비평 1996 겨울, 3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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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80년대와는 구별되는 90년대의 엄마와 딸의 서사를 그려보는 일도 가능

해진다.

나아가 당대에 이루어진 전경린과 배수아에 대한 비평은 두 작가의 소설

을 성차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독해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구체적

으로 말하자면, 전경린의 문학에 관한 비평들은 초기작인 염소를 모는 여

자에 부여된 ‘정념’과 ‘열정’, ‘에로스’와 같은 일련의 수사들을 다소 반복‧
연장해왔으며, 그 결과 이후 소설들은 계속해서 염소를 모는 여자가 보여

준 기괴함에 미달하는 통속적 연애담 혹은 자기폐쇄적인 여성서사로 규정되

었다.25) 이 과정에서 전경린이 탐색한 여성성의 의미와 여성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연속적으로 고찰되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 배수아의 문학은 1990년

대 비평(장)에서 후기 산업 사회의 현실의 반영 또는 포스트모던 글쓰기와

의 연관 속에서 비교적 다양하게 언급되었으나, 그것을 여성문학의 한 흐름

으로 맥락화한 비평은 매우 드물었다.26) 이 또한 배수아의 소설에 나타난 

가족 해체와 소외의 문제가 성차의 문제와 연관되어 독해되지 못했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1990년대 비평계의 독법은 여성성 재현의 측면에서 전경린과 배

수아의 문학이 과잉/과소 해석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전경린의 여성성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2000년대 이후 본질주의라는 비판으로 귀결되었다면, 

배수아의 문학은 2000년대에 이르면 성별 이분법을 넘어선 탈젠더의 서사

로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여성문학의 성

적 차이와 여성성의 주제들이 2000년대에 들어 탈젠더 담론으로 귀착되는 

가운데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과정을 징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는 전경린과 배수아 문학을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재독해하는 과

정을 통해 1990년대 여성문학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두 작가의 여성 재현 

전략을 통해 여성서사의 새로운 독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5) 구체적으로 전경린의 소설은 추상적/탈역사적인 시공간과 자아의 폐쇄성 및 고
립의 문제, 성의 과도한 탐닉 등의 근거로 비판되었다. 이선옥‧김은하, ｢‘여성성’
의 드러내기와 새로운 정체성 탐색의 의미-90년대 여성소설의 흐름｣, 민족문
학사연구 11,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윤지관, ｢비평은 있다: 신경숙, 은희경, 
전경린과 관련하여｣, 창작과비평 2002 겨울. 

26) 1990년대 당시 배수아의 단행본 해설을 쓴 최인자와 김미현, 2000년대 이후 
배수아의 소설들을 여성주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조명한 권명아의 글은 이 논문
에 많은 참조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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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고는 배수아와 전경린의 문학에 나타난 여성들의 정체성 형

성 과정을 ‘주체화’의 과정으로 명명한다. 여기서 주체화라는 개념은 고정된 

자아나 주체를 전제하는 것이 아닌, 행위자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정체성/

주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전반의 역동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27) 나아가 여

성 주체화의 양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뢰즈, 가타리와 브라이도티가 제

안한 ‘여성-되기’의 방법론을 참조한다. 주체화의 과정을 변이와 생성으로 

설명하는 들뢰즈의 시각과 이에 ‘성차’를 도입하여 여성 주체성의 담론적 

전략을 규명하는 브라이도티의 관점은 단일하고 고정된 정체성 범주로 환원

되지 않는 복수적 여성 주체-되기의 작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효한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되기의 틀 속에서 전경린의 작품들은 가부장제 

남성 신화 속에서 억압된 여성의 욕망을 발견하고 이를 되비추는 여성의 서

사를 다시 쓰는 작업으로 나타나는바 이때 타자와 접촉하는 몸의 감각이 체

현된 주체로서의 여성-되기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배수아의 작품들은 

가족구조 및 성장의 시간 내의 자리바꿈으로부터 벗어나는 소녀-되기의 시

간을 발생시키며 복수적 주체되기의 역학을 드러낸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

다. 

27) 이 글이 1990년대 전경린, 배수아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들의 정체성 형성 과
정을 ‘주체화’로 명명한 것은 개인의 무의식적, 심리적 측면을 의미하는 정체성
의 형성 과정과, 행위자의 의지 및 능력을 강조하는 주체성의 개념을 상호 연관
하여 살펴보고자하기 때문이다. 브라이도티가 제시한 ‘과정으로서의 주체’ 개념
은 의식과 일치되지 않는 복잡하고 복수적인 정체성, 욕망과 의지, 주체성과 무
의식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점으로 사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체성
과 주체성은 다른 것이지만 주체 위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상호관련된 계기들
이기도 하다. 과정으로서 주체라는 이러한 관념은 더 이상 그/녀가 자신의 의식
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복잡하고 복수적인 정체성으로, 욕망과 
의지 주체성과 무의식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점으로 사유되어야 함을 뜻
한다. 단순한 리비도적인 욕망이 아니라, 존재론적 욕망 즉 존재하려는 욕망, 주
체가 되려는 경향, 존재를 향하는 주체의 경향.” 로지 브라이도티, ｢페미니즘 여
성 주체에 대하여｣, 유목적 주체: 우리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 박미선 역,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4, 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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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시각

1990년대 전경린과 배수아의 소설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독해하고, 1990

년대 ‘여성문학’에 잠재된 여성 주체화의 전략을 가늠해보기에 앞서, 이 절

에서는 먼저 90년대 여성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론상의 

쟁점들 및 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차례대로 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여성문학’의 개념 및 대상 설정의 문제를 점검하고, ⑵ 90년대 여성문

학의 쟁점이었던 ‘여성성’과 그 재현 양식으로서의 ‘여성 성장 서사’ 및 ‘여

성적 글쓰기’ 담론의 쟁점들을 점검하며, ⑶ 90년대 여성문학에 나타난 여

성 주체화의 양상을 새로운 여성 서사로 읽어내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

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본고는 들뢰즈-가타리, 브라이도티가 제안한 

‘여성-되기’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참조한다.   

⑴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여성해방문학’과 ‘여성문학’은 모두 자명하고 보

편적인 ‘여성’이나 ‘여성문학’의 내용을 실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역사 속에서 억압/누락되었던 존재로서의 

여성의 특수한 경험과 위치를 문학의 언어로 재현하는 과정을 나타내기 위

해 사용되는 비판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성문학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여성문학사’를 서술하는 문제와 연동됨에 따라 여성과 문학, 역사의 관계/

항들을 통해 항상 그 설명의 불/가능성에 직면해야했는데,28) 이와 관련하여 

심진경은 “여성을 주체로 재현하고 그러한 여성 주체를 매개로 하여 페미니

즘 정치학의 어젠다(agenda)를 구성해”왔던 정체성의 정치학이 “여성문학을 

여성들의,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에 의한 문학으로 게토화”하는 결과로 나타

나게 됨에 따라 ‘여성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29)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 ‘이후’ 그것을 기반으로 여

28) 일찍이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문학사를 재구성한 시도로는 이상경의 글을 참조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손유경은 ‘한국’, ‘현대’, ‘문학’이라는 각 범주가 더 이상 
자명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메타문학사’의 시도들에 대한 메타-메타문학사적 실
험을 보여준 바 있다. 이 글은 ‘기왕의 문학사’가 무엇으로 상정되어 있는지를 
물으며, 문학사에 접근하는 상한선과 하한선의 감각들이 특정 세대-젠더의 감각
에 의해 추동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손유경, ｢한국 문학사의 새로운 가능성｣, 문학과 사회 하이픈 2019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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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생산된 담

론의 구성물로서의 여성문학을 검토하는 일이 되며, 이는 곧 정의가 아니라 

질문으로서 여성문학을 살펴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가 사용하

는 ‘여성문학’의 개념 역시 1990년대라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무엇

이 여성문학으로 간주/상상되었는가에 따라 여성문학의 의미와 가능성이 달

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포함하며, 이에 따라 여성문학 개념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짚어볼 것은 1980년대의 ‘여성해방문학’이 1990년대

의 ‘여성문학’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이다. 80년대 후반 여성주

의 무크지에서 여성문학은 구체적으로 ‘여성해방문학’이라는 개념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하나의 문화는 페미니즘 시각의 도입 과정과 

성숙도에 따라 여성문학의 단계를 구분하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인간해방

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여성 해방의 문학을 지향했던 것으로 확

인된다.30) 이때 남성중심의 문학(장)에서 규정된 여류문학(feminine 

literature)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여성(해방)문학’은 “기존 체제 안에서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억압”을 고백하는 고발문학의 차원에서부터 “가부장

적 속성을 피지배자의 시각으로 해부함으로써” 여성의 체험을 살려내는 비

판적 재해석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었다. 민족민주운동 계열의 여성주의 무

크지 여성이 제시한 ‘여성해방운동’은 민족, 계급간의 상호연관 속에서 여

성 억압의 기제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여성의 눈’으로 

기존 문학(장)의 남성중심성에 대한 비판/해체의 작업을 수행하는 여성문학

비평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기도 했다.31)

반면, 1990년대 중반 문학(장)에서 ‘여성문학’ 개념이 사용된 맥락은 이와

는 구별되는데, 이 시기 여성문학은 대체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페미니즘 소설의 대중적 인기와 여성작가의 부상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힘입

29) 심진경, 여성과 문학의 탄생, 자음과 모음, 2015, 18-19면. 
30) 또 하나의 문화-여성해방의 문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장을 참조할 것.
31) “우리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검토·비판하는 작업은 그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성의 평단에서는 이
런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며, 적절하게 참조할 수 있는 외국의 선례도 거
의 없는 실정이다. … 우리는 평범한 여성 독자로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느끼
던 불만과 의혹, 바람 등을 정리해보자는 소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  
정은희 외,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여성 1, 창작과비평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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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여성작가들의 등단과 작품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던 90년대 문학(장)

을 가리키는 ‘현상적’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2) ‘해방’이라는 표

현이 생경해진 자리에서 다소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90년대의 여성문학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문학 생산 주체로서의 여성 작가들의 부상에 따른 작

가의 작품들, 그 중에서도 “여성성과 성별의 서사”33)들을 통칭하는 방식으

로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기반 위에서 

페미니즘 소설의 대중화와 함께 부상한 90년대 여성문학은 무엇보다 ‘여성’

으로서의 자기 인식과 삶의 문제들을 문학의 언어로 적극적으로 생산해내는 

역사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남성과는 ‘다른’ 여성 존재를 강조하는 재현의 

전략을 구사했다. 당시의 여성성, 여성 성장, 여성적 글쓰기, 자전적/고백적 

소설 등의 경향은 바로 그런 90년대의 ‘여성적인 것’을 향한 충동을 드러내

주는 키워드라 할 것이다. 

⑵ 당시의 많은 여성소설들은 ‘여성’으로서의 자각을 바탕으로 현실에 만

연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폭로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성적 삶’

을 능동적으로 재편해내려는 움직임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상

경이 1990년대 여성소설을 “여성적 자의식”에서 출발한 “여성 내부로부터 

그리기”로 표현했듯이,34) 가부장적 제도/규범의 규정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삶을 주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욕

망으로 발현되었다. 가부장제의 종속성과 불평등을 강조하던 흐름에서 여성

의 권태, 고독, 심리적 갈등을 다루기 시작한 80년대를 지나 90년대에는 

“여성의 한 인격으로서의 개체성, 욕망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게 되었다

는 판단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35) 요컨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여성 

젠더화된 상징체계의 언어 사용”36)이 지배적이었다는 판단은 1990년대 여

32) 대표적으로 문학동네의 여성문학 특집에서 드러나고 있다. 
33) 김은하, ｢90년대 여성소설의 세 가지 유형: 신경숙‧은희경‧공지영의 소설을 중

심으로｣, 창작과 비평 1999 봄, 241면.
34) 이상경, ｢시대의 부채의식과 여성적 자의식에서 출발한 1990년대 여성소설｣, 

실천문학, 1999 여름, 53면.
35) 안남연은 90년대 여성문학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성(性)과 모성, ‘여성의 자아 

찾기’라는 키워드로 분석하고 있다. 안남연, ｢90년대 여성문학-여성작가의 정체
성 탐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9,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36) 이혜령. ｢여성해방문학의 저자란 무엇인가｣, 문학과 사회 하이픈 2019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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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학의 성차화된 특성을 단적으로 지시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특징은 여성문학비평/담론의 영역에서는 여성 정체성의 형성요소로서 

‘여성성’과 그 재현 양식으로서의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으로 확인

된다.37)38) 

이때의 ‘여성성’과 ‘여성적 글쓰기’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에 이르

기까지 이론적으로 활발히 수입되었던 포스트모던 철학과 프랑스 페미니즘

의 영향 아래 부상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80년대 중후반 외국문학 연구자

들에 의해 소개되기 시작한 서구 포스트모더니즘은 90년대에 들어 한국문

학 내부의 논의로 점화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의 

남성중심의 위계적 이분법의 해체와 타자의 복원 등 여성주의 담론과의 많

은 접합지점 혹은 ‘제휴 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39) 당시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이라 불리었던 이론들은 포스트모더니티의 사유의 

기반으로서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이론가인 데리다, 푸코, 라캉, 리오타르의 

이론과 연관된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을 중심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

다.40) 특히 데리다나 라캉의 이론을 원용하며 여성의 차이를 강조했던 크리

64면. 
37) 특히 1990년대는 여성작가들의 부상만큼이나 여성비평가들의 출현을 통해 비

평(장)에서 ‘페미니즘 비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도 읽힐 필요가 있는
데,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에 등장한 여성비평가들이 구사한 비평의 언어가 바
로 90년대 여성문학 담론의 언어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8) 대표적으로 1999년 여성과 사회에 실린 ｢90년대 여성문학 논의에 대한 비
판적 고찰｣에서도 90년대 여성문학의 쟁점으로 여성성, 모성성, 여성적 글쓰기, 
자전적 소설의 네 범주가 제시되고 있다. 김은하 외, ｢90년대 여성문학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성과 사회 10, 한국여성연구소, 1999; 박헌호, ｢현대소
설의 여성성과 작가의식｣, 현대소설연구 9,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39) 포스트모더니즘의 찬반론 및 쟁점은 정정호‧강내희 편집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쟁점, 터, 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 사이의 관계 설정의 문제에 관해
서는 이소영‧정정호 (공편),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 새로운 문화정치학
을 위하여, 한신문화사, 1992. 서문을 참조할 것.

40) “이 명칭이 처음 나온 것이 라깡, 데리다를 수용‧발전시키려 한 식수, 크리스떼
바, 이리가라이 등 일명 ‘프랑스 페미니즘’이 미국에 소개되면서였던 것이다. 물
론 데리다 등과 마찬가지로 이들 자신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않았고, 이라가라이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을 가부장제의 ”
마지막 책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영희·이명호·김영미, ｢포스트모던 여성
해방론의 딜레마-비역사적 여성성으로의 복귀 혹은 여성해방론의 폐기｣, 여성
과 사회 3, 한국여성연구소, 1992,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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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바(Kristeva), 이리가레(Irigaray), 식수(Cixous)는 ‘타자’로서의 여성, 여

성성, 여성적 글쓰기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여성주의비평에서 빠지지 않

고 등장한 이론가였다.

당시 여성성을 강조하는 입장41)에 속했던 이들은 엄밀히 말해 영미권의 

포스트페미니즘에 영향을 준 프랑스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스트들을 지칭하고 

있었다. 알려져 있듯이 정신분석학의 계보 속에서 프로이트-라캉의 모델이 

가지는 페니스-팔루스 중심성을 비판한 이들은 주체 형성 메커니즘을 규명

하는 정신분석학에서 인간 주체의 모델이 언제나 남성-주체였으며, 그 안에

서 여성은 남성 주체의 부정/결핍으로서 그 존재가 규명되어야 했다는 사실

을 지적한다. 여아는 남아의 페니스를 봄으로 인해 자신의 ‘페니스 없음’이

라는 결핍/손상을 느끼고 그것을 선망하게 된다는 프로이트식의 ‘여성성’42) 

개념을 반문하며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정체성의 규정을 위한 도구적

인 여성 존재가 아닌, 여성 존재의 성적 특수성과 자율성을 규명하고자 했

다. 크리스테바의 기호적 코라(semiotic chora), 이리가레의 여성 상상계는 

바로 그러한 프로이트-라캉적 의미경제 바깥의 여성 공간에 대한 사유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랑스 페미니즘의 작업에는 무엇보다 여성의 재현 체계와 관련하

여 여성의 언어, 글쓰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43) 이리가레와 식수에게서 

강조되는 여성적 글쓰기(écriture féminine)개념은 한국의 여성주의/문학 담

론장에서 여성의 다양한 자기표현 양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틀로 언급되곤 

했는데, 남성중심의 문화에서 지배적인 남성 언어에 저항하는 여성의 언어

41) 포스트모더니즘이 여성해방의 개입/결합하는 방식에는 ① 타자로서의 여성 범
주와 지배적 언어질서에 억압되어 온 ‘여성성’을 재의미화하며 적극적으로 모색
하는 경향과 ② 포스트모더니즘의 공통 특징인 이항대립과 자기동일성에 대한 
비판을 기반으로 ‘여성’ 범주 자체를 해체하는 경향으로 대별되어 논의된다. 김
영희 외, 앞의 글, 42~43면.

42) 지그문트 프로이트, 홍혜경‧임홍빈 옮김, ｢여성성｣,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열
린책들, 2003, 167-168면.

43)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통상 프랑스 페미니즘은 육체, 섹슈얼리티, 언어의 관
계에 주목하여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의 문제를 ‘차이’라는 범주를 통해 사유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문화적·사회학적 범주로서의 젠더(Gender) 개념을 중심적
으로 사용하는 영미 페미니즘 흐름과 구분되며, 정신분석학의 영향 아래 젠더가 
아닌 섹슈얼리티, 주체성에 관련한 ‘성적 차이’를 중심 개념으로 설정한다. 한정
숙 편, 여성주의 고전을 읽는다, 한길사, 2012, 4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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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언술 공간의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과정”이자 “기존의 

언어 틀” 속으로 수렴되지 않는 ‘몸으로 글쓰기’로 이해되었다.44) 이 과정에

서 특히 자주 인용된 글 ｢메두사의 웃음(Le Rire de la Méduse)｣에서 엘렉 

식수는 이성의 역사와 동일시된 남근중심적 글쓰기의 역사/체계를 변화시키

는 역사적 힘으로서 그들/남성들의 언어를 통과해서 날아가/훔쳐버리는

(voler) 글쓰기에 대해 설명한다.45) 식수의 ‘글쓰기’는 데리다의 차연

(différance)으로서의 글쓰기 개념과의 연관 속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며 남

근중심적 이항대립의 논리를 해체하고자 투쟁하는 ‘텍스트의 실천성’을 의미

하는 것이기도 했다.46) 이 지점에서 이리가레와 식수가 강조한바, 남성의 

의미 체계/재현의 직선적 논리구조에 환원되지 않는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

의 성적 욕망이 무한히 발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 설명되는데, 여기서 강조

된 ‘몸으로 글쓰기’는 이후 생물학적 환원이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

다. 

예컨대 이리가라이에 따르면 여성의 성욕은 입술, 음핵, 목, 가슴 등 여

러 성기관으로 퍼져 있으며 여성의 언어 역시 남성적 언어처럼 일직선적 

논리구조에 닫혀 있지 않고 복수적이며 유동적이라고 한다. 씨쑤 역시 여

성의 성욕이 물처럼 한 곳에 고정되지 않는 유동적 특성을 가진다고 보아 

경계없는 다원적 글쓰기를 여성적 글쓰기로 간주한다. 결국 이렇게 되면 

남근중심적 담론의 해체는 여성이 ‘몸으로 글쓰기’를 실천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 글쓰기를 여타 사회문화적 상황과는 무관하

게 성욕과 관련시키는 것도 무리려니와, 여성성을 생물학적 특성으로 환원

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는 또 다른 성차별주의이기도 하다. 이 논리에 

따른다면 남성은 성욕이 남근에 집중되어 있는 몸을 타고난 이상 영원히 

‘동일성논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성성을 재현될 수 없는 주변성의 은유로 보든, 여성 성욕의 표현으로 

보든 이들이 규정한바 여성성은 앞서도 말했듯,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이데

올로기가 여성적이라고 규정해왔던 속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 주체성이 없

44) 김성례,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 발견을 위하여｣, 또 하나의 문화-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9, 또하나의문화, 1992. 

45) 엘렌 식수, 고미라 옮김, ｢메두사의 웃음｣, 포스트모더니즘과 철학, 이화여자
대학교출판문화원, 1995. 

46) 토릴 모이, 임옥희 옮김,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1994,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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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덕스러우며 비합리적인 불가사의한 존재라고 비난받았던(그리고 또 

신비화되기도 했던) 여성이 이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열렬한 찬사의 대

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그같은 찬사와 신비화에 ‘해체론적 수사

학’을 동원하여 난해하고 복잡한 세련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면 

새롭다고 하겠다.47) (강조–인용자)

위의 대목은 1990년대 한국문학(장)에서 나타난 여성의 차이, 여성적 글

쓰기에 대한 비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글은 시종일관 여성적 

차이와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강조가 이분법을 해체/극복하는 것을 그 목표

로 삼고 있음에도 여성(성)을 강조함으로써 다시금 이분법/동일성의 함정에 

빠지고 만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여성의 ‘성욕’을 강조하는 여성적 글쓰기 

개념이 “사회문화적 상황과는 무관”한 비역사적인 것이며, 여성의 몸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환원되어 또 다시 성차별의 논리를 구사하게 되는 것 

또한 문제적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한편으로는 프랑스 페미니스트

들이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글쓰기의 성”을 주장하는 것을 “여성의 경험이

나 현실과 분리”시키는 관념적인 주장임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몸과 

욕망의 강조가 “생물학적 환원”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이 사실상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의 논의가 가진 역사

적/정치적 함의를 오히려 탈맥락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가령 1970년대 중후반 프랑스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식수의 여성적 글쓰기

는 남성/정신, 여성/몸이라는 오래된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 혹은 

그 출발 지점으로 설정된 여성들의 자리를 가리켰다. 식수가 스스로 말했듯 

여성적 글쓰기는 이론적 개념이라기보다 “이미 존재하고 존재할 ‘실천과 생

산’”48)의 영역으로 제시된 개념이었으며, 이때의 몸은 “글쓰기에 의해 다중

적이 되는 장소”, “글쓰기가 발생하고 다듬어지는 ‘장소로서의 몸’”이기 때

문이다.49) 따라서 몸과 여성의 관계를 새롭게 논의하기 위해서 제기된 이론

47) 김영희 외, 앞의 글, 67-68면. 
48) 배지선, ｢해체, 글쓰기의 ‘여성적’ 실천: 식수의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하나의 

독해｣, 여성학논집 32(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5, 11면.
49) 요컨대 식수에게 ‘여성적 글쓰기’, ‘몸으로 글쓰기’란 상징계적이지 않은 목소

리들이 울려 퍼지는 공간인 몸에서 다른 목소리들을 받아쓰는 행위이다. 이때의 
‘다중적’ 목소리를 받아쓰는 글쓰기는 ‘차이’를 생성하는 복수적인 것을 뜻한다, 
위의 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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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그 선언적 맥락을 소거한 채, 그것을 ‘비역사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가 이미 탈역사적인 비판의 논리를 구사하는 것이나 다름없

다. 더욱이 이들이 식수의 ‘몸’ 개념을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환원이라고 비

판할 때, 비판자들이 상정하는 ‘몸’이야말로 여성들에게 이미 물질적으로 주

어진 고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은지 또한 의심스럽다. 포스트모던 

철학 및 여성해방론의 흐름이 여성과 몸의 관계에 대해 묻는 것에서 출발하

여 몸이 구성되는 방식의 복합적 측면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갔다는 점을 떠

올려보면, 이들의 비판은 여성과 몸과 글쓰기의 관계를 오히려 묻지 않은 

것에 가까워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1990년대 여성문학의 ‘여성적인 것’, ‘여성’의 재

현에 대한 열망을 현재적 관점에서 의미화 하는 과정에서 ‘여성적 글쓰기’ 

개념의 폐기보다는 역사적인 재맥락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여성의 

자전적 글쓰기, 여성/성장, 여성 섹슈얼리티 등의 90년대 여성문학의 상상

력을 다시금 본질주의의 이름으로 한계지어 의미화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여

성주의/여성서사의 동력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페

미니즘 실천이라는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1990년대 여성문학이 

강조한 여성(성)의 주제들이 90년대 전반에 걸쳐 그 자체로 협소화된 본질

주의로 규정됨에 따라 2000년대 담론에서 ‘여성’이 타자성의 사유에 수렴되

고 마는 문학(장)의 흐름을 상기할 때,50) 우리는 남성의 차이로서의 여성

(성)의 의미역을 계속해서 ‘차이’의 의미를 묻게 만드는 실천적 갱신이라는 

관점에서 1990년대 여성문학을 독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⑶ 성차(sexual difference)의 의미망을 논의의 핵심으로 이어나간다는 점

에서 ‘성차 페미니스트’라 불리는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페미니

즘 기획의 중심에 성차를 출발점으로 놓는 이유로 “여성들이 체현하는 차

이”에 대한 강조야말로 여성 주체성을 재정의하기 위한 긍정적인/적극적인

positive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51) 여기서 브라이도티는 

이러한 성차에 대한 강조의 이론적/실천적 목적이자 배경으로서 ① 유럽사

50) 이에 대해서는 백지은, ｢전진(하지 못)했던 페미니즘-2000년대 문학 담론과 
‘젠더 패러독스’의 패러독스｣, 대중서사연구 24(2), 대중서사학회, 2018 참조. 

51) 로지 브라이도티, 박미선 옮김, ｢유목적 정치 기획으로서 성차｣, 유목적 주체
, 도서출판 여이연, 2004,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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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이(difference)가 수행해 온 역할과 ② 페미니즘 실천에서 차이가 차

지해 온 특수한 위치를 설명하는데, 먼저 그녀는 유럽 철학사상사에서 ‘무

엇과 다르다’는 차이는 지배와 배제의 관계들을 포함하는 위계적 개념으로 

작동했음을 지적한다. 일찍이 시몬느 드 보부아르가 언급했던 차이는 “그것

을 열등한 것으로 환원하는 권력 관계에 의해 식민화”되어 왔으며, 그 결과 

유럽 현대사에서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정치체제에 흡수되었다는 것이

다. 한편 서구 페미니즘 실천의 흐름에 있어 가장 논쟁적인 개념인 차이는 

보부아르로 대표되는 평등주의 페미니즘의 흐름 속에서는 남성 주체성의 대

립항으로서 폄훼된 타자성, 즉 여성적 차이로서 “이성의 평등주의적 사용”

을 통해 ‘초월’해야 할 것으로 상정된 반면, 7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포스

트구조주의 페미니스트들에게 차이는 그 자체로 재고해야 할 개념이자 적극

적으로 긍정해야 할 가치로 부상하게 되었다. 

브라이도티에 따르면, 이렇듯 데카르트적 합리적인 주체의 개념이 흔들리

기 시작한 이른바 모더니티의 위기와 니체, 프로이트, 맑스의 사상52) 속에

서 혁신된 ‘차이’의 개념적 변화의 국면은 페미니즘 시각에서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긍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이후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강조한 ‘차이의 정치학’, ‘여성적 글쓰기’

와 같은 여성주의의 흐름은 이후 영미의 젠더 이론가들에 의해 논쟁을 불러

오게 된다. 성적으로 특수한 차이, 여성에게 고유한 것 등에 대한 강조가 

본질주의 내지는 이원론의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여성’ 정체성 범주 혹

은 ‘여성적인 것/여성성’은 해체될 필요가 있다는 탈정체성의 정치학의 부상

은 젠더 이원론이 쇠퇴한 이후 여성 주체성을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는가의 

질문을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딜레마 지점에서 브라이도티는 오히려 갱신

된 성차의 관점을 통해 “차이들의 지점으로서 정체성”53)을 사유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녀는 성차의 세 층위를 중심축으로 주체성의 상이한 형태(차이

들)와 여성들의 존재론적 욕망을 동시에 긍정할 수 있는 대안적 여성 주체

52) 브라이도티가 ‘모더니티의 묵시록적 삼위일체’라 언급한 니체, 프로이트, 마르
크스는 주체성이 의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었다. 이들
은 각각 무의식적 욕망, 역사적 환경의 영향, 생산의 사회적 조건/구조 등을 통
해 주체가 자신의 의식적 자아self라는 중심의 외부ex-centric에 있다는 생각을 
발전시켰다. 위의 글, 237면. 

53) 위의 글,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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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모델을 기획한다.  

브라이도티의 주체화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그녀가 개념적 

뿌리로 삼고 있는 들뢰즈의 철학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들뢰즈는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동일성의 사유 안에서 비동일적인 것들을 지시하는 개

념이었던 ‘차이’를 동일성에 의해 규정되거나 환원되지 않는 ‘차이 그 자체’

로 설명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차이에 관한 두 정식(⒜ 오로지 서로 유사한 

것만이 차이를 지닐 수 있다, ⒝ 오로지 차이들만이 서로 유사할 수 있다) 가운데 

⒜에서는 차이의 조건으로서의 유사성, 개념적 동일성, 유비 관계에 의해 차

이가 규정된다. 그러나 ⒝에서는 동일성, 유비, 대립은 ‘차이들의 일차적 체

계’가 파생한 효과에 불과하다. 후자의 새로운 정식에서 차이는 차이나는 

것을 차이나는 것에 매개 없이 관계 짓는 분화소(la différenciant)로서의 즉

자적 차이를 뜻한다.54) 여기서 차이는 동일성에서 파생되는 차이가 아니라 

동일성의 조건으로서 그 자체로 사물들 간의 관계를 형성시키며 작동하는 

힘이다. 동일한 것/일자로 환원되지 않는 전적으로 긍정적이며 실재적인 규

정인 차이는 개념적 범주가 아닌 존재론적 양태를 지칭하는 것이다.55) 그것

은 존재들의 변별화나 그것들 사이의 관계로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닌, 동물-식물, 사람-동물, 신체-다른 신체를 가로지르는 되기/생성의 접속

을 뜻한다.56) 

이렇듯 복수적 차이들을 존재론적 역량이자 힘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들

뢰즈의 철학은 변이할 수 있는 신체의 역량을 기준으로 좋음/나쁨을 윤리적 

행위로 제시하는 행동학/윤리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57) 신체적 역량과 그 

변이(variation)라는 윤리적 층위에서 되기(생성, devenir)는 들뢰즈 철학의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는데, 들뢰즈는 천개의 고원에서 상호간의 대응이

나 유사성, 모방, 동일화도 아닌 되기를 하나의 ‘동사’라고 설명한다.58) 그

에 따르면 되기는 하나의 개체가 다른 무엇으로 변이해가는 과정으로서, 되

어가는/되어진 항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인 과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54) 질 들뢰즈, 김상환 옮김,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264-266면. 
55) 아르노 빌라니‧로베르 싸소, 신지영 옮김, 들뢰즈 개념어 사전, 갈무리, 2012, 

366-368. 참조. 
56) 클레어 콜브룩, 한정헌 옮김, 들뢰즈 이해하기: 차이생성과 생명의 철학, 그

린비, 2007, 123면. 
57) 김은주, 여성-되기: 들뢰즈의 행동학과 페미니즘, 에디투스, 2019, 14-15면. 
58) 질 들뢰즈,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452-4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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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9) 다시 말해 변이하는 과정으로서의 ‘되기’는 고정된 항 사이의 이행이

나 대립이 아니며, 목적성/완결성을 위한 과정적 행위도 아니다. 들뢰즈의 

되기는 차이의 적극성에 대한 긍정이자 변형의 복수적이고 항구적인 과정을 

의미한다.60) 주목할 것은 들뢰즈가 이러한 복수적인 되기들의 양상 중에서

도 특히 여성-되기(devenir-femme)를 되기의 전 과정을 위한 핵심적 조건

이자 시작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되기, 여성-되기, 아이-

되기 등의 되기의 양상들에 관해 다루는 천개의 고원의 10장에서 들뢰즈

는 여성-되기를 다음과 같이 일컫는다. 

그런데 여성-되기를 포함해 모든 되기가 이미 분자적인 것이라면, 모든 

되기는 여성-되기를 통해 시작하며 여성-되기를 지나간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여성-되기는 다른 모든 되기의 열쇠이다.61)

들뢰즈의 되기는 사회의 지배적 상태나 표준적인 것을 의미하는 다수성의 

상태에서는 실행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되기는 소수적인 것-되기이다.62) 

따라서 사회에서 지배적인 상태에 위치한 남성-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

든 되기가 소수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현실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또한 여성-되기에 있어 들뢰즈는 여성들도 여성-되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

이는데, 이 부분들은 사회적 상태로서 주어진 정체성 범주인 ‘여성’이 그 자

체로 규범화(재영토화)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무엇보다 되기를 고정되지 않

는 실천으로 의미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안적 여성 주체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뢰즈의 여성-되기는 단일하고 

59) 질 들뢰즈, 앞의 글, 452-453면.
60) 로지 브라이도티, 박미선 옮김, ｢불연속적 되기들｣, 유목적 주체, 도서출판 

여이연, 2004, 183면. 
61) 질 들뢰즈, 앞의 글, 526면.
62) 김재인은 ‘-되기(생성)’의 자리에 오는 것으로서의 ‘소수’의 의미를 유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생성이나 과정(devenir ou processus)으로서의 ”
소수(minoritaire)”와 집합이나 상태(ensemble ou état)로서의 “소수성
(minorité)”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대인, 집시, 흑인, 등의 상태로서
의 소수성 위에서는 여전히 ‘재영토화’의 위험이 있으며, 소수적인 것-되기는 
‘상태로서의 소수성’을 매개로 현실에서 실제로 생성함으로써만 이루어진다고 설
명한다. 김재인, ｢여성-생성, n개의 성 또는 생성의 정치학｣, 철학사상 56, 서
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5, 2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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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정체성 범주로 환원되지 않는 복수적인 여성 주체-되기의 작용들을 

드러내는 유효한 틀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브라이도티는 들뢰즈의 여성-되기의 설명에서 ‘여성’은 경험적 여

성들이 아니라 되기 일반 과정을 표시하는 “위상학적 입장들”, 힘들의 긍정

성이나 유목적/리좀적 의식의 수준들을 지칭하는 변형의 ‘일반 과정’을 표시

할 뿐이라고 지적한다.63) 그녀는 남근이성중심주의의 단일 논리적 담론의 

전통을 새로운 주체화의 형상인 ‘되기’를 통해 넘어서고자 하는 들뢰즈-가

타리의 작업이 선구적임을 인정하면서도 여성-되기에 관해서는 그들이 다

음과 같은 문제를 지닌다고 본다. ① 복수적 주체-되기의 변혁 과정들에서 

‘여성’ 주체, ‘여성’ 섹슈얼리티를 포기하지 않는 페미니스트들의 경향을 착

오라고 판단하는 들뢰즈의 모순된 입장, ② 성차를 다양한 변수의 하나로 

환원시키면서 젠더 없는 일반화된 되기를 주장하는 것의 문제성, ③ 발화 

입장에서 두 성을 등가성을 가진 대칭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

브라이도티는 탈형이상학적 주체에 대한 강조로 인해 성차화된 정체성들

을 해체/용해시켜야 한다고 보는 들뢰즈의 입장에 분명한 거리를 두면서, 

‘성들 간에 대칭이란 없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한다. 브라이도티의 작업안

은 구체적으로 성차의 세 층위로 설명되는데, 그것은 ①남성들과 여성들 간

의 차이, ②여성들 간의 차이들, ③각 여성 내의 차이들이라는 세 국면이다. 

그녀가 거듭해서 강조하듯 이 구분은 범주적 구별이 아닌, 하나의 복합적 

현상의 상이한 층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체성의 상이한 구조”와 “주체

가 되는 과정의 상이한 계기들”64)을 드러내준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

리될 수 있다. 

①성차 층위 1: 남성적인 것이 보편주의적 입장과 등치되는 남근이성중심

적 틀에서 타자로서의 여성은 단순히 ‘아직 재현되지 않은 무언가’가 아니

라, 그러한 재현 도식 내에서는 재현될 수 없는 채 여분이자 외부로 남아있

는 것이다.65) 이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곧바로 역전 가능한 것이 아니라, 

63)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글, 187면. 들뢰즈‧가타리의 ‘여성-되기’의 개념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자딘, 이리가레, 브라이도티)의 비판적 의구심에 관해서는 그로츠
의 뫼비우스 띠로서 몸의 7장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64)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글, 250면. 
65) 이리가레로 대표되는 이러한 성들 간의 비대칭에 대한 강조는 정치적으로 상

동화homologation의 방식보다는 차이를 긍정하는 사유로 발전되었으며, 페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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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립의 두 극이 비대칭적임을 의미한다. 이때 상정되는 차이로서의 ‘대

문자 여성’은 가부장적 역사 속에서 페미니즘의 문제설정을 시작하는 해방

적 계기로서 요청되는 페미니즘 주체의 출발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

로 ②성차 층위2: 타자적 억압이라는 공통의 상황과 경험에서 나아가, 구체

적으로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복수적 차이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때 중

요한 것은 여성들에 대한 총체적 진술이 아니라, 그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

며, ‘정황적인 것’에 주목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은 특히 문화적 지배 모델

로서의 ‘대문자 여성’의 이미지와 경험으로서의 여성들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 주체성에 대한 상이한 재현 및 이해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③성차 층위3: 체현된 주체 구조의 복잡성과 복수성으

로서 정체성의 문제이다. 들뢰즈에 따라 신체를 육체적 물질성의 한 층이자, 

에너지의 흐름들로 이해하는 브라이도티는 재현을 넘어선 신체와 의식의 불

일치를 통한 자기 안의 복수성에 주목한다.66) 성차의 세 층위(①②③)를 통

해 도출된 브라이도티의 “역사적으로 정박되어 있으면서도 쪼개진 혹은 복

수적인 주체”에 대한 정치적 비전을 보여준다. 브라이도티에게 이러한 복수

적 주체의 형상은 과정중의 주체, 돌연변이, 변신을 겪어낸 주체, 여성의 형

태로 만들어지고 체현된 주체, 즉 ‘포스트 대문자 여성’으로 이름된다.67) 

사유하는 주체/보편이 항상 ‘남성적인 것’과 동일시되어온 오랜 역사 습관 

속에서 성차화된 여성 주체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타자other로 설정되어 왔

으며, 이러한 비대칭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발화 위치에서 그 자신의 용

어로 ‘여성적인 것’을 생각하고/말하고 쓰며 재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브라

이도티는 “부정된 타자로서 여성의 위치”를 남성의 위치와 통약 불가능한 

발화 입장인 ‘위치의 정치학’68)으로 발전시키면서 여성의 발화 위치의 정치

즘 운동 자체에 의해서 논쟁을 낳기도 했다.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글, 252면.
66)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글, 259-260면.
67) “She, in fact, may no longer be a she, but the subject of quite another 

story: a subject-in-process, a mutant, the other of the Other, a 
post-Woman embodied subject cast in female morphology who has 
undergone an essential metamorphosis.” Rosi braidotti, Metamorphoses: 
Towards a Materialist Theory of Becoming, Polity, 2013. pp.11-12. 

68) 에이드리언 리치는 페미니즘 주체로서의 ‘나의 몸(my body)’이 언제나 하나 
이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나’ 혹은 ‘우리’를 
말하는 일이 언제나 젠더/인종/민족/계급/섹슈얼리티의 복합적인 “지도상의 장
소” 위에서 불가능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이때 ‘나’의 신체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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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우선권을 페미니즘 실천의 중심에 둔다.69) 또한 이리가레의 성차론을 적

극적으로 참조하면서 브라이도티가 제안하는 바는 남성적 주체를 지탱해온 

기본 지층으로서의 여성들이 그 구조/담론 안에서 권력을 비판하고 무너뜨

리는 동시에 새로운 주체성을 긍정할 수 있는 절합(articulation)의 방식이

다.70) 달리 말해, 그녀는 남근에 기초한 정체성들로부터 벗어나려는 여성 

욕망의 표현으로서 성차를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성차 기획을 통해 사유의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와 이미지들까지 변형시키는 과정이 곧 페미니즘 주체

-되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해 체현된 지식과 경험, 즉 역사적

으로 위치지어진 주체성의 조건은 여성 주체성의 출발선이며, 바로 그 곳에

서 우리는 다른 것이 될(devenir-autre)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본고는 앞서 언급한 1990년대~2000년대의 여성문학이 봉착한 여성성의 

과잉/과소라는 해석적 딜레마 상황이 페미니즘 정치에 있어 여전히 핵심적

인 논쟁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브라이도티가 언급한바 

젠더 이원론과 보편 여성을 설정하는 것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

성 주체성을 (재)정의할 수 있는가/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정확히 상응하

고 있기 때문이다. 주체화의 과정을 변이와 생성으로 설명하는 들뢰즈의 시

각과 이에 성차를 도입하여 여성 주체성의 담론적 전략을 규명하는 브라이

도티의 관점은 본고의 논의에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제공한다. ① 남근이성

중심주의의 타자로서 규정된 여성의 특수한 위치와 발화 입장을 토대로 여

의 이질성 속에서 ‘너’는 ‘나’를, ‘나’는 ‘우리’를 대변할 수 없음(“You cannot 
speak for me, I cannot speak for us”)은 단순히 우리 모두가 같지 않다는 사
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치의 정치학’은 새로운 여성-주체의 가능성은 오
히려 우리가 놓인 위치, 신체, 공간 위에서 그 불가능과 이질성을 발판삼아 함
께 모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개념이다. Adrienne Rich, 
“Note towards a Politics of Location”, Blood, bread and poetry, New York 
: W.W.Norton & Company, 1986. 

69)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글, 193-194면.
70) “우선 이리가라이와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육체를 서구에서 유지되어 왔던 신성

화된 육체를 넘어서는 신체유물론의 방식으로 육체를 재정의함으로써 여기에 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방적 반복은 새로운 것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전략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순에서 벗어나는 최상의 전략은 급진적 육체화
와 전략적 모방, 즉 모순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벤야민의 역사의 
천사처럼 되돌아 돌파하는 거죠.” ｢주디스 버틀러와 로지 브라이도티의 대담｣, 
오수원 옮김, 여/성이론 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999,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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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차이에 관한 발화 욕망, 재현에 대해 긍정할 수 있다. ② 되기의 관점

을 통해 ‘여성’ 혹은 ‘여성적’ 정체성의 의미를 재고할 수 있는 복수적 여성

-주체화의 역학을 설명할 수 있다. 

1990년대 전경린과 배수아의 문학은 로지 브라이도티의 성차 기획의 층

위에 따를 때, 차이로서의 여성과 여성들 간의 차이, 여성 내부의 차이들을 

사유하는 각기 다른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본고는 두 작가의 소설이 보여

주는 이러한 여성 주체화의 상이한 전략을 ‘여성-되기’의 과정으로 독해, 그

러한 문학적 재현 전략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소 관습적으로 의

미화되어 온 1990년대 여성문학의 ‘여성성’이 고정된 정체성 범주를 넘어선 

다층적 의미를 발생시키고 있었음을, 궁극적으로 ‘여성 정체성’의 재현 안에

도 무수한 차이들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⑴ 먼저 2장에서는 1980년대의 여성해방문학 담론의 형성의 맥락과 그로

부터 이어지는 1990년대 여성문학의 개략적인 지도를 그려봄으로써 여성‘해

방’문학에서 ‘여성’문학으로의 이행과 잔여들을 짚어보도록 한다. 또한 1980

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으로 이어지는 이행기적 시간 속에서 1980년

대의 집나간 딸들의 ‘귀환’이 그려지는 소설들을 살펴보고 이를 1990년대의 

‘집’의 정치화의 문제로 조명해볼 것이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초중반의 여

성작가지형과 당시 재현의 쟁점으로 부상한 ‘여성성’의 특성을 짚어보고 개

략적인 테마와 경향성에 따라 작품 계열의 분류를 시도한다.  

⑵ 다음으로 3장에서는 전경린의 소설을 중심으로 차이로서의 여성성의 

적극적인 탐색이 남성-신화를 전도하고 여성(성)의 기원 및 본능의 문제에 

접속하고 있음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성차의 긍정이라는 전경린의 여

성 주체화의 기획이 구체적으로 욕망의 발견과 신체의 감각의 문제로 형상

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러한 몸에 대한 천착이 ‘불륜소설’을 중심으로 

쟁점화되는 과정들을 짚어보기로 한다. 

⑶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배수아의 소설들에 나타나는 주도적 형상인 ‘소

녀’가 만들어내는 반-기억의 시간성과 그 서사적 특이성을 고찰해보고자 한

다. 성장과 남근로고스의 지배적 문법에 포섭되지 않는 소녀의 기억들이 과

거의 목소리와 시간들을 자신의 내부에서 함께 보존함으로써 소녀-되기의 

생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서는 IMF 및 

1990년대 말의 시간을 통과하며 더 극한의 조건에 처한 여성청년들이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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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빈곤과 악무한적 시간의 반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배수아의 소설의 

잠재적 변화의 지점들을 살펴본다. 이에 덧붙여 2003년을 전후로 배수아의 

문학에 대한 비평 담론이 활성화되는 맥락을 간략하게 점검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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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해방’문학에서 ‘여성’문학으로의 이행과 잔여들

2.1.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 탄생의 좌표

최근 여성해방문학의 사적(史的) 의의를 다시금 살펴보는 과정에서 공통

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여성문학의 시대라 불린 1990년대의 수많은 여성주

의 문학의 탄생이 1980년대의 ‘여성해방문학’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자명하지만 좀처럼 되물어지지 않은 사실들에 관한 조명이다. 이

러한 접근은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과 접합한 여성운동과 1990년대 여성주

의 문학을 민족/개인, 거대담론/미시담론, 공/사의 이분법 프레임 속에서 대

립적으로 사유하였던 기존의 단절적 시각을 극복하고 여성문학 계보의 연속

성을 밝히고자 목표함으로써, ‘민족/계급이냐 여성이냐’로 대변되는 80년대

식 양자택일의 질문을 민족-계급-젠더가 관통하는 여성 주체성의 복합성에 

관한 질문으로 옮겨놓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시사하는바 인간의 정체

성 및 정치적 주체로서의 ‘나’의 구성 방식 자체가 젠더, 계급, 세대 등의 

복합적 요소들을 가로지르며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할 때71), 우리는 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과 90년대 ‘여성문학’의 풍요 사이의 이행과 잔여를 

보다 상호 연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1980년대는 페미니즘문학이라는 용어가 문학비평용어로 정립되는 

동시에, 각종 여성주의 단체 및 무크지가 독립적으로 창간되어 여성문학 담

론 및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시기로 기억된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여성운동의 흐름이 해외 여성주의 이론의 소개에 집중하며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서 전개되었다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운동 및 학술장의 

내외적 변화와 더불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맞이한

다. 이는 6-70년대의 반독재투쟁,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민족민주운동세력

71) 이 글이 주요하게 참조하는 앞선 연구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의 단절
론을 극복하는 관점으로 여성 주체성/정체성의 복합적 형성에 주목한다. 이는 
특히 ‘교차성’ 개념과 연관하여 이해되는데, 이선옥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교차성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복합적 정체성의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1980년대가 젠더, 계급, 민족의 복합성을 고민했다면, 1990년대는 젠
더, 섹슈얼리티, 서발턴의 문제를 고민했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43, 한국여성문
학학회, 20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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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각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좌절을 극복해나가는 과정”72)과 맞물린 지식

인 사회의 자기변신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했다. “아카데미즘의 자기반성”에

서 비롯된 학문적 실천은 개별 연구단체들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이에 여성

문제의 이론적/학문적 연구 작업의 공간으로서 1987년 5월 ‘여성사연구

회’73), 9월 ‘여성한국사회연구회’74)가 (재)창립되며 여성학술운동가들의 활

발한 연구가 개진되었다.

운동의 영역에서도 민족민주운동의 분과로서 여성운동이 진행되던 1970

년대-80년대 전반기의 흐름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 각종 여성주의단체의 

성립 및 무크지 창간 속에서 점차 그 나름의 독자성을 갖추게 되었다. 학생

운동 내부에서 여학생들의 역할과 노동운동 진영에서 여성활동가들의 실천

이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여성운동의 전환75)은 83년 최초의 진보적 

여성운동조직인 ‘여성평우회’의 결성으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또한 대

중적 요구와 참여가 확대된 80년대 중반 이후, 84년에는 ‘여성의 전화’, 86

년에는 기독여민회 조직 및 각 조직들의 여성부가 활발히 조직되기에 이른

다.76) 여기서 여성운동의 대중들과의 연대, 교육의 활성화라는 맥락과 더불

어 84년 12월 설립된 ‘또 하나의 문화’는 85년 2월 무크지 또 하나의 문

화를 창간, 85년 11월 창간된 여성사연구회의 여성지, 88년 출간된 민

족문학작가회의의 여성운동과 문학과 함께 여성주의 문학, 여성해방문학

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77)

72) 이애숙, ｢새로운 연구단체들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 1988 봄, 312면. 
73) 여성사연구회는 여성문제의 해결과 여성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 현실

에 맞는 이론의 개발이 급선무라는 문제의식 아래 1987년 5월 창립, 역사학·문
학·여성학·사회학을 전공하는 여성연구자들이 참여한 단체이다. 팀 단위 연구 활
동과 여성무크의 편집을 주 활동으로 삼았던 여성사연구회는 여성 2호의 편
집을 맡았다. 위의 글, 321-322면 참조.

74) 여성한국사회연구회는 1984년 이효재의 개인연구실로 문을 열었으나, 1987년 
9월 “여성학술운동가들의 학문공동체로서의 발전적 변신을 다짐”하며 재창립되
었다. 여성학·사회학·정치학·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과정 이상의 연구자가 참
여하여, 가족·여성사·여성노동·여성이론 등의 분과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전개, 
연구논문집 및 공청회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위의 글, 322-323면 참조.

75)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여성분과, ｢80년대 여성운동과 90년대 여성운동의 전망⑵
｣, 정세연구,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0, 47-58면.

76) 위의 글, 51면.
77) ‘여성사연구회’에서 발간한 무크지 여성은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총 3호를 

발행, 이후 1989년 여성사연구회와 아현여성연구실이 통합하면서 ‘한국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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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여성문제의 원인과 그 해방에 관한 서로 다른 이상/이념을 목표하였

다고 알려진 여성과 또문은 크게 여성억압의 기원을 사회/계급의 불평

등 구조와 불가분의 것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여성운동의 시각과, 여성억

압의 근본원인을 가부장제(patriarchy)에서 찾으며 대안적인 여성/공동체 문

화 창조를 지향하는 문화운동 사이의 대립으로 이해되었다.78) 실제로 국문

학과 영문학을 연구하는 소장 여성학자들로 구성된 여성의 필진들과 달

리, 또문의 필진들은 주로 여성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 문학-비전공 

여성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였으며 당시의 사회변혁운동과 다른 ‘문

화실천’의 방향을 모색하던 것으로 보인다. 창간호에서 “남녀가 진정한 벗으

로 협력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특히 하나의 

대안 문화를 사회에 심음으로써 유연한 사회체계를 향한 변화”79)를 강조했

던 또문은 남성중심적 지배문화/체제에 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성주

의 시각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중첩하고, ‘여성문학사’를 기술하는 등 

여성의 언어, 여성 글쓰기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각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억압의 거대한 ‘구조’와 그 ‘허위’를 밝혀내는 것을 주요 키워드로 삼았던 
여성의 목차와도 대조되는 부분이다. 

알려져 있듯이, 위와 같은 여성과 또문 그룹 사이의 방향성의 차이는 

크고 작은 직접적인 논쟁으로 불거진 바 있다. 최근 두 그룹 사이의 논쟁을 

정리한 이선옥에 따르면80), 논쟁의 쟁점은 크게 ⑴ 여성억압의 원인과 여성

문학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 ⑵ 박완서를 둘러싼 실제 비평의 관점 차이, 

⑶ 공동체 글쓰기 전략이라는 주제로 집약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⑴ 여성억

압의 원인 및 지향점의 문제는 비단 여성과 또문 그룹 사이의 대립만

이 아니라, 앞서 80년대 중후반 부흥한 여성운동 진영 내의 ‘노선차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었다. 조혜정의 표현에 의하면 

“‘기본 모순’에 대한 지루한 논쟁”이라 할 수 있을 이 노선차이는 여성해방

이 민족해방/계급투쟁이라는 ‘전체 운동’과의 연결 속에서 추구될 것인가, 

소’로 이름을 바꾸고 여성과 사회를 발행한다.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전쟁과 여성해방문학운동｣, 상허학보 51집, 상허학회, 2017, 23면.

78) 원영선, ｢올바른 여성해방문학론을 위하여｣, 오늘의 문예비평, 1991.9, 31면 
참조.

79) 또하나의문화 동인들, 또하나의문화 1, 또하나의문화, 1985, 9면. 
80) 이선옥은 위의 쟁점들을 도식주의 대 이중체계론, 박완서논쟁, 집단창작(공동체

적 읽기와 글쓰기)로 항목화하고 있다. 이선옥, 앞의 글, 21~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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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운동의 형태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에 다름없었다.81) 창작과비평사

에서 출간, 2호부터 여성사연구회에서 편집을 맡은 여성의 경우, 여성해

방을 민족해방과 계급투쟁의 연속선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전자의 입장

을, 또문은 당시의 지배적인 사회운동 노선과 달리 일상의 민주주의 운동

을 통해 독자적 여성해방을 모색한 후자의 입장에 해당했다. 이때 운동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일상/문화 운동의 스탠스를 취했던 또문은 

‘전체운동’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계열과는 다른 

‘자유주의 여성운동’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결과 서구 지향/부르주아/개량주

의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82) 

이와 같이 70-80년대 변혁운동권 내부에서 발아했던 한국의 여성운동의 

역사적 상황을 가늠할 때, 여성운동 진영의 지향점이 ‘전체 운동’과의 관계

성 속에서 파악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여성운동이 놓여있었던 자리를 분명

하게 지시해주는 한편, 이후 민족/계급/도식주의와 성/부르주아/이중체계라

는 이분법의 틀을 반복 생산하도록 만드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성
과 또문 사이의 대립을 강조할 때 논의가 다소간 소모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그룹의 노선 차이를 

집단의 문제로 환원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변혁운동 

전체와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성학의 제도화, 여성이론의 수입과 

번역83) 등의 요인으로 두 그룹이 취할 수 있었던 이론적 자양분과 이를 바

탕으로 전개된 문학비평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84) 

81)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사사키 노리코‧김찬호 옮김, ｢조한혜정의 세 번째 편
지｣, 경계에서 말한다, 생각의 나무, 2004, 124-127면 참조. 

82) 위의 글, 126면.
83) 당시 여성학 강좌 및 여성이론 번역서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허

윤,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번역의 역설｣,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
학회, 2012 참조.

84) 여성 1호(1985)에 실린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여성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판적 견해를 보였던 조
은의 글 ｢여성이 제시하는 ‘올바른’ 여성운동의 방향｣(또문 2호, 1986)에는 
“운동지향” 무크지 여성의 출현에 대한 필자의 반가움과 아쉬움이 동시에 드
러나고 있는데, 비판의 요지는 ‘여성의 눈’으로 문학비평을 ‘시도’한다는 선구적
인 의욕에 비해 그 논리가 지나치게 ‘도식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해당 글이 남성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인물들의 묘사의 남성중심성을 가부
장제 이데올로기 → 진보적 세계관 미비 → 작가의 허위의식이라는 도식으로 귀
결시킴으로써, 사회구조와의 연결을 관념적/도식적으로 연결하고 있을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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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여성 2호에 실린 ｢한국 여성해방이론의 전개에 대한 비판

적 검토｣는 70년대 이후의 한국 여성해방이론의 전개 과정과 80년대 후반

에 모색되었던 이론적 작업들에 대한 지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글이라 할 

수 있다.85) 이 글은 70년대 이후 80년대 후반인 당대까지 국내의 여성운동

론/여성해방론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론으로 ‘사회주의 여성해

방론’을 꼽으면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내포한 문제점을 매우 상세히 비

판한다. 따라서 이 글은 앞서 언급한바, 여성억압의 구조를 사회 전체의 불

평등 구조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지향해야 한다는 민

족민주운동 계열의 입장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해당 글을 좀 더 살펴보면, 비판의 요지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SF)이 여

성문제의 발생 구조(가부장제)와 전체사회의 모순구조(생산양식)를 분리하여 

상정할 때 양자의 상호관계는 ‘내적 필연성’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

의 억압현상들을 하나의 운동과정 속에서 총체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점에 놓여있다.86) 이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실천적 역량 부족이라는 비

판과도 연결되는데,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항상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정치

운동과 병행하며 여성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일관된 분석체

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 못한 채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형태로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다. 글의 후반부에 이르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혹은 ‘이중체

계’의 모순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로서 또문의 동인인 조옥라, 조형, 

조혜정의 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조옥라

와 조형, 조혜정은 “성과 계급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결정적으로 규정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 검토되어야 하고, 그 관계를 이해해야만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올바로 볼 수 있다고 보는 논자들”87)(조옥라, 조형)로

지적된다. 한편, 조은은 같은 호에 실린 ｢여성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은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는 끝맺음은 여성운동의 방향정립과 방향설정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조은, ｢여성이 제시하는 ‘올바
른’ 여성운동의 방향｣, 또하나의문화 2, 또하나의문화, 1986.

85) 여성사연구회 편, ｢한국 여성해방이론의 전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 2, 
창작과비평사, 1988.

86) 위의 글, 185면.
87) 위의 글,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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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중체계론의 관점을 취하며, 그 결과 “여성문제의 해결가능성을 집단운

동이 아닌 개인적 노력에서 찾고 있”88)(조혜정)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집단과 개인, 경제와 문화라는 항들이 계급과 집단이라는 ‘하나’로 

수렴되던 80년대의 투쟁적 분위기 속에서 또문은 이중체계론, 개인주의, 

문화심리적 차원이라는 혐의에 시달려야 했다. 실제로 또문 동인은 스스

로가 표현한 바처럼 “주류에서는 상당히 먼 곳에서 딴 짓”89)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억압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자기표현의 언어/목소리를 갖는 것에서 출발하여, 여

성교육과 자녀양육의 문제, 성과 사랑, 중산층 주부의 삶과 새로운 세대의 

문화를 아우르는 또문의 주제들은 집단주의의 시대에서 개인주의의 시대

로의 이행이라는 8090의 수사를 빌려 표현하자면, 오히려 80년대에 90년대

적인 것을 선취하고 있었던 움직임으로 일컬어질 만하다. 85년에서부터 90

년대로 이어지는 또문의 작업들, 특히 ‘여성성’의 탐색과 ‘여성 글쓰기’의 

문제는 1990년대의 활발한 여성문학/담론의 자양분으로서 기능한 동시에, 

90년대 여성작가들이 보여준 ‘여성 정체성의 서사’와도 긴밀하게 연동된다

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두 그룹 사이의 논쟁이 구체적으로 문학비평작업을 통해 드러났다

는 사실은 여성과 또문 그룹이 여성운동의 실천적 과정으로 ‘여성해방

문학’을 중심에 내걸고 본격적인 여성문학 ‘비평’의 장을 활성화하였다는 사

실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문학론의 기반으로 삼은 여성해방이론에

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더라도 ‘여성의 눈’, ‘여성해방의 시각’으로 여성

이미지비평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남성작가 중심의 한국문학에 비판을 가

한 여성의 작업90)과 ‘인간해방의 문학’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창작란을 

통해 여성의 체험을 ‘살려내고’자 한 또문의 작업들91)은 특권적 위치를 

88) 위 의 글, 198면. 
89) ｢책을 펴내며｣, 또 하나의 문화 10, 또하나의문화, 1994, 13면. 
90) 정은희·박혜숙·이상경·박은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여성 1, 

창작과비평사, 1985; 김경연·전승희·김영혜·정영훈,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
완서의 작품세계, 여성 2, 창작과비평사, 1988; 김성희·성은애·이명호, ｢토
지에 나타난 여성문제 인식과 역사의식｣, 여성 3, 창작과비평사, 1989. 

91) 여성해방문학을 특집으로 한 3호(또하나의 문화-여성해방의 문학)는 시와 
소설, 비평이 대거 수록되어 있어 여성주의 문학비평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언
급되기는 하나, 이밖에도 또문은 지속적으로 시, 노래, 동화, 창작 촌극,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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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고 있었던 남성 위주의 기성 문단의 ‘바깥’의 여성들의 위치(as place 

of location)에서 여성주의 지식/예술 생산의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해방론에 입각한 두 그룹의 여성문학 비평작업이 공통

적으로 박완서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여성해방문학을 특집으로 한 또하나의 문화-여성해방의 문학(3집, 

1987)92)의 기획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던 박완서는 같은 호에 실린 글에서 

조혜정의 글(｢한국의 페미니즘 문학 어디까지 왔나｣)에서도 중심적으로 거론된

다. 한편 여성 2호에 실린 문학비평인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에서는 그동안 박완서의 작품이 제시하는 현실 가운데 “여성문제

적 측면 역시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간과”93)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가

부장제적 사회체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박완서의 소설이 거둔 성

취와 한계를 고찰한다. 요약하건대, 이 글은 박완서의 문학이 “중산층의 삶

의 방식에 대한 폭로 및 비판”94)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바로 그러한 “중산층적 시각의 한계”95)에 의해 현실인식이 제한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본격적인 여성문학 비평이자, 그동안의 박완서 관련 평론들에 대한 

메타비평인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은 무엇인가｣(1991)라는 글에서, 조혜

정은 기존의 박완서 문학에 대한 남성비평가들의 편향적이며 불충분한 해석

을 지적하는 동시에, 80년대 후반부터 개진된 여성문학에 대한 글들이 아직

까지 ‘본격적인 비평작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진단한다. 조혜정은 여성

꽁트, 희곡, 에세이 등의 창작란을 통해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글쓰기를 모으
고자 하였다.  

92) 또문 3호에 실린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시: 고정희, ｢즈믄가람 걸린 달하｣ 
외 5편/ 김승희, ｢나혜석 콤플렉스｣ 외 2편/ 김혜순, ｢엄마의 식사준비｣ 외 3편
/ 김경미, ｢맞선｣ 외 2편/ 이성애, ｢노예일기｣/ 천양희, ｢방청석에서｣ 외 2편/ 
소설: 강석경, ｢낮달｣/ 박완서, ｢저문날의 삽화(2)｣/ 송우혜, ｢홍기하의 새벽｣/ 
이경자, ｢둘남이｣/ 이혜숙, ｢노랫소리｣/ 이남희, ｢허생의 처｣/ 안혜성, ｢생존의 
소리, 그 아픈 노래들｣/ 임철우, ｢둥지와 새｣/ 하빈, ｢학동댁｣/ 한림화, ｢불턱｣/ 
희곡: 엄인희, ｢작은할머니｣/ 동화: 조장희, ｢미요(1)｣

93) 김경연 외 3명,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 여성 2, 창작
과비평사, 1988, 205면. 

94) 위의 글, 232면.
95) 위의 글,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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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에 실린 박완서론이 여성운동권에서 나온 본격적인 작가론이라는 점

을 높이 사면서, 여성사연구회의 편집진들이 스스로 “기층여성의 입장에 선 

여성해방적 입장”임을 명시했듯이, “작품 속에서 여성문제와 민족민중문제

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호평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판적으로 보

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한다.96) 특히 조혜정은 이들이 ‘중산

층 주부의 존재조건’에 대한 작가의 의식이 불철저하다는 비판 아래 “삼중

모순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중첩점 외에는 여성들의 체험을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이는 여성들의 억압경험을 보지 않은 채 원론적인 

이론틀에 집착하여 기계적 논리를 구현한다는 면에서 남성중심주의적 사고

틀의 모방이자, ‘체험이 배제된 책읽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97) 

이렇듯 각기 다른 입장에서 행해졌던 여성문학비평의 본격적인 시도가 무

엇보다 박완서의 작품에 대한 해석의 다툼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상징적이

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여성의 필자들이 박완서의 문학을 비판적

으로 읽어내는 방식과 조혜정이 박완서의 문학을 자기화하는 과정에는 무엇

보다 중산층-주부에 대한 해석투쟁이 가로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

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가로지르는 여성문학의 주제들을 노출한다. 중

산층 여성의 문학으로서 박완서 소설을 비판한 여성 필진과 살림의 비평

을 시도한 또문 필진 사이의 의견 대립은 한편으로 1980년 말~1990년대 

초 여성 작가들의 소설에서 발견되는 엄마 세대와 딸 세대의 갈등이 가정과 

일상이라는 정치적 공간 속에서 상호 교차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준

다. 다음 절에서는 여성과 또문의 논쟁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잔여들이 

이러한 이행기의 한국 여성문학에서 어떤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로 한다. 

96) 조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은 무엇인가｣, 작가세계 3(1), 1991, 
131-132면 참조. 

97) 이때의 ‘삼중구조’는 계급적, 민족적 문제와 여성문제의 세 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조혜정은 이러한 여성사연구회 문학분과의 입장이 여성문제의 독자성
을 밝혀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위의 글,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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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집나간 딸들의 귀환, 여성성 탐색의 본격화 

1980년대 집을 뛰쳐나와 학출 노동자가 되었던 딸들에게 민족민주운동에

의 헌신이라는 정치적 주체화의 과정이 중산층-여성이라는 정체성의 범주

들을 삭제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98),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여성주의 계보의 특정한 분기점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80년대의 딸들에게 집을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개체성 혹은 자유를 억압하

고 가두는 규범적 장소로서의 집을 버리고 공장에서 광장으로 이어지는 정

치적 공론장에 진입함에 따라 변혁의 주체였던 남성들의 ‘동지’로서 그들과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리라는 욕망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것은 자신의 ‘여성성’ 혹은 성적 특수성을 지우는 방식으로 남성들과의 동

등함, 평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동일시의 욕망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딸들의 욕망은 운동권 내의 남성 중심적·성차별적 문화 앞에서 위계

화된 젠더구조를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드러남에 따라 좌절되기도 했으나, 

이때 발생한 분노가 오히려 세분화된 여성주의 담론에 대한 자각과 요청을 

동반하여 90년대로 이어지는 여성주의, 여성문학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앞의 

절에서 상술한 바와 같다.

이 절에서는 1980년대의 집나가는 딸들의 서사에서 논의의 초점을 조금 

이동하여, 집나가는 딸들과 갈등을 빚었던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과 딸의 관

계를 다시금 90년대의 장면으로 전환시켜보는 이중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가령, 80년대 김향숙의 소설에서 개인적 삶에 머무른 엄마를 비난하

며 집을 떠나야 했던 딸들은 과연 자기 안의 어머니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

었을까? 반대로 집을 나간 딸이 떠난 ‘비어있는 방’에 남은 엄마들은 여전

히 사회가 부여한 중산층-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초과하는 자기주체성을 갖

지 못한 채 그저 머무르기만 했던 것일까? 이 물음들은, 80년대에 중산층-

여성이라는 계급-젠더 범주로 인해 결별해야만 했던 어머니와 딸 사이, 광

98) 이혜령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특히 학출 여성 노동자는 1980년
대 뚜렷해진 노동자 중심의 민중운동의 지향을 드러냄과 동시에 중산층 여성으
로 규범화된 여성 정체성에 대한 거부의 상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런 점에서 이 형상은 민중주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적인 것이었다.”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
학회, 2016, 4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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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집 사이, 80년대와 90년대의 시/공간 사이에 여전히 가로놓여 있다. 

90년대 여성문학 혹은 여성작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1990년대 초반의 풍경들을 살피는 작업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출발한다. 

이 절에서는 우선 김향숙, 이경자, 공지영, 공선옥 등의 작품을 간략히 고찰

함으로써 이러한 이행기의 장면을 통과하고자 한다.99)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 여성문학 논의에 있어 중심적으로 언급

된 박완서, 오정희, 이경자, 김채원, 김향숙 등의 작가들 중에서도, 먼저 김

향숙은 박완서와 함께 주로 “중산층 여성들의 전형적인 상황과 이들이 겪는 

갈등”100)에 천착해온 ‘리얼리즘’ 작가로 호명되었다. 일찍이 70년대에 중산

층 가정의 권태와 균열, 그 안에서의 여성의 소외를 발견한 박완서, 오정희

와 주제를 공유하면서도 김향숙은 중산층 여성들의 내면을 딸의 시선과 겹

쳐놓으면서 대학생/운동권 딸과 중산층 전업주부인 엄마 사이의 갈등을 중

심으로 고유한 문학적 세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외면상 어머니와 딸 사이

의 ‘세대 간 갈등’이나, ‘중산층 가족의 허약성’을 드러낸101) 김향숙의 소설

99) 386세대는 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자신들의 가족, ‘집’을 형성하기 시작했
다고 말한 김홍중의 언급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민주화라는 역사적 변동을 이
끈 행위자들에게 90년대 초 집을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거대서사를 만드는 작
업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때의 ‘집’이 과거의 가문/고향/전통이 아닌 “민주적이
고 평등한 사랑의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친밀성의 공간이어야 했다는 점을 강
조한다. 김홍중의 글에서 신경숙의 작품은 새롭게 부상한 1990년대 한국사회의 
핵심 문제 이른바 ‘집의 체제’를 포착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제시된다. 김홍중, ｢
사랑의 꿈과 환멸: 신경숙 문학에서 ‘빈집’의 테마｣,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
동네, 2016, 168-169면.

100) 김양선‧오세은, ｢안주와 탈출의 이중심리-박완서, 김향숙의 중산층 여성문제 
소설을 중심으로｣, 오늘의 문예비평, 1991 가을, 53면. 오늘의 문예비평 
1991년 가을호에는 ‘중산층 여성’을 테마로 두 개의 글이 실렸는데, 이때 해당 
글에서 박완서와 김향숙이 함께 다루어진 반면, 김영미·김은하가 쓴 ｢중산층 여
성의 정체성 탐구-오정희와 김채원 소설을 중심으로｣에서는 중산층 여성의 삶
을 다루지만 “여성들의 불평등한 존재조건을 분명하게 문제 삼는 작가들은 아
니”라는 점을 근거로 오정희와 김채원을 묶어 “내면성의 탐구” 계열로 다루고 
있다.

101) 위의 글의 필자들은 김향숙의 소설이 보여주는 ‘세대 간의 갈등’과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도 불구, 엄마를 비판하는 딸조차 중산층의 존재
기반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종이로 만든 집｣), 심리적 갈등의 묘사, 개인주의적 
의식으로 귀결 등(｢얼음벽의 풀｣)을 김향숙 소설의 한계로 지적한다. 위의 글, 
60~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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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중산층 가족의 자기보존 욕망(엄마)

과 이에 대한 비판(딸)의 구도로 환원되지 않는 복합적인 지점을 노출하고 

있다.102) 자신 안의 어머니를 지우며 ‘진실’을 대면하기로 선택한 딸들의 결

단은, 자신을 부정하는 딸의 싸늘한 눈길을 받아내며 “집에 남겨진 어머니

들이 겪게 되는 기막힌 참담함”103)과 분리되지 않은 채, 그들 사이를 가로

지르는 ‘딸들’의 “부당한 업”104)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요컨대 딸의 결단

과 남겨진 어머니의 허망함은 같은 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굴절된 

형상에 가까웠으며, “분신과도 같은 관계”105)인 이들의 대립과 갈등은 억압

적 삶에 대응하는 여성들에게 주어진 ‘선택’이 애초에 양면적 모순에 다름

없었음을 보여준다. 김향숙은 이렇듯 집을 나와서도/남겨져서도 자기 안의 

어머니/딸을 삭제할 수 없었던 어머니-딸의 형상을 교차적으로 포착해낸다.

김향숙을 비롯하여 박완서, 오정희, 김채원 등의 작가는 주로 70년대에 

등단하여 역사와 연루된 여성의 존재, 중산층 여성의 삶, 여성의 성장과 소

외를 그려내면서 80년대 여성주의 문학을 두텁게 만들었다. 여기에 90년대 

초 ‘여성문제 소설’, ‘페미니즘 문학’106)으로 일컬어지면서 대중적인 주목을 

102) 1980년대 문학의 시공간 속에서 김향숙의 문학을 ‘사후의 리얼리즘’이라 명명
하며 당대 주류 리얼리즘 담론에서 가해졌던 김향숙 문학에 대한 고평과 비판의 
협소한 규정을 넘어선 지점을 보여준 손유경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손유경, 
｢사후의 리얼리즘–김향숙 소설의 ‘살아남은 딸’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
구 54, 민족문학사학회, 2014.

103) 위의 글, 53면.
104) 김향숙, ｢종이로 만든 집｣, 종이로 만든 집, 문학과 비평사, 1989, 64면.
105)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데모하는 딸들-1980년대 김향숙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5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428면. 김
향숙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 가정의 공간적 정치성과 모녀관계에 주목한 오자은
의 연구에서 어머니는 데모의 현장에서 돌아온 딸의 그로테스크한 모습에 “친숙
하지만 낯선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106) 1988년 ‘여성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고부갈등, 맞벌이, 아내폭력, 외도, 혼인
빙자간음, 매춘, 성의 소외, 이혼, 빈민여성 등의 주제를 다룬 이경자의 절반의 
실패는 “최초의 여성문제 소설집”으로 주목받으며, 1989년 KBS2TV 미니시리
즈로 만들어지며 대중적인 반향을 일으켰다.(｢여성문제 다룬 미니시리즈 「절반
의 실패」 KBS, 13일부터 주2회씩 8주간 방영｣, 동아일보, 1989.9.1.) 이와 
함께 1989년 여성신문에 연재되었던 박완서의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 역
시 ‘여성문제 소설’로 불리며 출간 이듬해 판매부수 40만부를 기록하며 베스트
셀러에 올랐다.(｢박완서 씨 작품 「그대 아직도…」 올 최고 베스트셀러｣, 경향
신문, 1990.12.8.) 일상 속에서 여성이 겪는 억압과 폭력을 전면적으로 소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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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던 이경자와 양귀자 역시 함께 언급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특히 이경

자의 베스트셀러 절반의 실패에 나타난 여성 주인공들이 80년대의 딸들

이 결혼을 하고 주부/엄마가 되어가는 현실을 비추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작가에 의해 “지난 팔십 년대 후반기, 우리 국민들이 모든 부문에서 

각성의 봇물을 터뜨리고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던 눈물 나는 시기”107)에 태

어났다고 기억되는 절반의 실패는 같은 시기 여성주의에 눈을 뜨게 된 

여성들이 마주해야 했던 가정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조명한다. 여기서 주인

공이 되는 신세대 주부들은 시어머니 세대와는 달리 “대학 나온 여자”들로, 

학력이 흠이 되는 결혼 생활 속에서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 폭력에 시달

리는 것으로 묘사된다. 

  사흘 뒤부터 친구도 만나고 지방의 여성문제 상담기관에도 놀러갔다. 

그곳에서 후배가 간사로 일하고 있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후배는 결혼이 

참 두렵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여자들은 자꾸만 생각이 바뀌는데 남자들은 전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남

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여자 문제는 똑같다구요. 시부모 학대, 남편의 외

도,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

후배는 가족제도의 발생에 대해, 남녀 불평등의 기원과 모계사회의 소멸 

과정을 대충 들려주었다. 명희는 눈을 반짝이며 그 얘기를 들었다. 뭔가 

희망이 느껴지고 문제의 해결이 이제 시작될 것도 같았다. 하지만 후배와 

헤어져 돌아오면서, 그것은 너무 옛날 옛적의 일이라 까마득하고 그래서 

한사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왠지 서글퍼졌다.108) (강조–인용자)

대학교육을 받았으나 한 남자와의 결혼을 택함으로써 “결혼 전의 삶을 무

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성들의 모습, 변해가는 사회적 움직임에도 불

하여 대중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페미니즘 소설’은 지나치게 남녀대립구도만
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유치한 여성권리선언”이라거나 상업주의적 책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골 깊은 성차별 통절한 성토 박완서 장편소설 ‘그대 아
직도…’인기 줄달음｣, 한겨레, 1990.3.17.), 이와 같은 시선은 90년대 여성문학
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바, 여성문학이 ‘대중성’이라는 지표와 결합될 때 너무
나 손쉽게 가해지는 차별적 시선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게 만든다.

107) 이경자, ｢작가의 말- 새로운 미풍양속의 사회를 위해｣, 절반의 실패, 푸른
숲, 1993(1988).

108) 이경자, ｢두 여자｣, 절반의 실패, 푸른숲, 199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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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공고하기만 한 결혼생활이라는 현실원칙은 “여자가 배운 대학의 공

부”109)는 어디에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상황은 맞

벌이를 하는 여성에게는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가해지는 안팎의 차별로 나

타난다. 이경자의 소설은 다소 고발적인 목소리를 취하고 있으나, 대학교육

이 여성의 진보를 담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내주면서, 기혼 여

성이 겪는 구체적인 일상의 문제 상황들을 한곳에 모은다. 그 시절을 통과

하며 배우고 각성했던 여성들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일상과 마주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된다.

한편, 80년대 후반에 등단한 공지영은 앞선 여성주의 소설의 ‘신드롬’을 

이어받는 동시에 90년대 여성문학의 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한 사례이다.110) 

90년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인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993)는 여성학의 제도화 이후 대학 교육을 받고 “‘여성해방’의 사상적 세

례를 받은 첫 세대”111)를 대표하는 30대 초반의 여성인물들(혜완, 경혜, 영

선)을 통해 결혼/이혼 이후의 여성의 생활과 불/가능한 ‘홀로서기’의 문제를 

부각하였다. 공지영과 함께 ‘63년생 여성작가’로 호명된 공선옥 역시 격변의 

80년대를 부딪쳐온 자신의 세대적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소설들을 통해 90

년대 문학(장)에 진입한 작가에 해당한다. 80년대 변혁운동의 경험과 여성

문제라는 두 접점을 놓고 볼 때, 공지영과 많은 공통분모를 갖는 공선옥은 

그러나, 80년대를 그리는 데 있어 “현실운동의 좌절이나 이념의 상실”을 그

린 당시의 주류 후일담 소설들과 달리 “80년대와 90년대를 연속성의 관점”

에서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112) 여

성 재현의 차원에 있어서도 공지영이 보여준 “자의식 강한 중산층 여성”의 

결혼 생활과 달리, 공선옥의 소설에는 “남편을 통해 역사와 관계 맺고 상처

받게 되는” 여성들이 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113)을 확인할 수 있다. 

109) 이경자, ｢피의 환상｣, 앞의 책, 110면. 
110) ｢94 10대 문화상품-6 ‘공지영 현상’｣, 한겨레, 1994.12.14.
111) ｢직장여성 한국의 30대 (7) 살아남기—상처뿐인 영광｣, 한겨레, 1993.8.17.
112) 공선옥의 문학은 특히 ‘광주’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설화하는 동시에 ‘모성 이

데올로기’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모성’의 의미에 대한 깊은 탐색을 보여주었다. 
김은하, ｢90년대 여성문학의 새로운 가능성⑵- 공선옥론｣, 여성과 사회 6, 
1995, 창작과비평사, 115-117면 참조.

113) 임진영, ｢80년대를 보는 90년대 여성작가의 눈 - 공선옥과 공지영｣, 실천문
학 1996 봄, 235-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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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작가 사이의 시대적인 단절/연속, 중산층/하층여성이라는 분할

선의 아래에는 무엇보다 80년대 가정을 뛰쳐나와 투쟁의 주체가 되고자 한 

여학생들이 ‘결혼’을 통해 주부, 엄마가 되는 90년대의 변화가 놓여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90년대 여성작가들의 출현이 80년대의 체험 

위에서, 어느 정도는 이전의 ‘엄마’세대와는 다른 ‘새로움’을 가진 채 등장할 

수 있었음을 암시해준다. 이경자와 공지영, 공선옥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

는 바와 같이, 90년대 초반 여성작가들의 소설은 80년대 중산층 가정을 뛰

쳐나온 여대생들이 다시금 ‘주부’ 혹은 ‘엄마’가 되어 돌아온 90년대를 비추

면서, 그들이 1980년대에 애써 잊고자 했었던 집의 문제, 그리고 여성(성)

의 범주를 어떻게 다시 사유할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생애의 꽃｣(1994)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공선옥이 보여주는 80년

대 ‘모성’에 관한 독특한 재현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이 소설은 현재의 ‘나’와 ‘딸’의 관계에 과거의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를 겹

쳐놓음으로써 80년대에 대학생 ‘딸’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남편을 잃은 주부

이자 ‘엄마’가 된 ‘나’의 생애를 역설적으로 비추고 있다. 그리고 이때 어머

니와 딸의 연쇄를 공통적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엄마의 부재’라

는 사건이다. ‘나’는 자신의 부재를 규탄하는 딸의 ‘시위’(밥을 먹지 않음)를 

바라보며, 지난날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귀가하지 않았던 자신을 떠올린다. 

어린 시절 ‘젊은 엄마’를 낯설어했던 ‘나’는 자신의 성장과 함께 늙어버린 

엄마가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반란을 일삼는다. 80

년대 “변혁의 대열에 청춘을 실은” ‘데모파’도, 학점을 잘 받아 무사히 졸업

장을 따려는 ‘도서관파’도 아닌 ‘나’의 ‘이유 없는’ 반란은 그 자신의 어머니

에게로 향해있었던 것이다. 

그 “잔인한 세월” 속에서 어머니의 기대를 배반하는 딸의 반란은, 순직 

공무원의 ‘미망인’이 된 현재의 ‘나’에게는 젊은 주부-엄마의 ‘일탈’로 나타

난다. ‘나’는 반란이 일상화된 삶을 살아가는 ‘수자 씨’와 함께 카바레에 출

입하고 술을 마시며 집으로부터 멀어진다. 이처럼 소설에서 어머니에 이어 

딸을 향해서도 계속되는 ‘나’의 반복적인 일탈은 부/도덕의 경계를 묻기 어

려운, 현재적인 삶의 조건으로 기능한다. ‘나’는 이러한 자신의 ‘이유를 댈 

수 없는’ 반란이 그저 변명이나 기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것이 생의 지리멸렬함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욕망임을 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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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의 꽃｣은 80년대의 딸이 90년대에 엄마가 되는 과정 속에서, 딸에 대

한 어머니의 기대와 애착, 어머니로서의 딸에 대한 애정의 지속성들을 배반

하는 여성인물을 통해 ‘모성’의 의미를 전도시킨다. 공선옥이 포착한 80년대 

딸의 가출이 ‘데모’를 위한 것도 ‘연애’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점은 그 자체

로 80년대 ‘청춘’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주변적 존재를 가시화하면서, 80

년대 여학생의 전형성에서 빗겨난 새로운 딸의 형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이채롭다.114) 

이 시기 김향숙과 이경자, 공지영과 공선옥의 소설에 등장하는 80년대 집

나간 딸들의 (새로운 집으로의) 90년대적 ‘귀환’은, 집을 뛰쳐나옴으로써 정

치적 주체가 되고자 했던 딸들이 결국 자기 안의 어머니를 비워내는 일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요컨대,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

생과 1990년대 여성문학의 부흥 사이의 이행기에서 박완서와 김향숙에서 

공지영과 공선옥으로 이어지는 여성문학의 접면은 ‘집’과 분리된 ‘집 밖’의 

정치가 성립 가능한지를 물으며, ‘일상’ 혹은 ‘사적인 것’의 재의미화라는 

90년대적인 전환점을 상징적으로 포착해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엄마가 된 80년대의 딸들은 단지 집을 탈출하거나 ‘여성성’이라는 

자기의 성적 특수성을 괄호 안에 넣음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역사의 진보가 궁

극적으로 모두에게 해방을 안겨줄 것이라는 믿음 아래, 운동의 주변부로 밀

려나 있었던 남겨진 여성(성)들의 문제는 이제 다시금 정치적 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담론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문예잡지에서 종종 기획했던 여성문학 특집은 1990년대 문학 장에

서 여성성의 탐색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상술한 것처럼, 90년대에 여성작가 군과 여성문학 전반의 외연이 전

례 없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비평 전문지를 

114) 이와 동시에 공지영과 공선옥의 소설은 ‘여성의 자아실현’이라는 여성문학의 
주제를 자신들의 감각으로 재구성하며 90년대 여성문학의 새로운 풍경들을 형성
하였다. 특히 공선옥의 소설에 나타난 집으로부터의 탈출과 여성의 일탈이라는 
주제는 마찬가지로 90년대의 여성서사의 화두였던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로 
이어지는바, ‘집’과 ‘방’을 통해 자기-글쓰기 정체성을 구축한 신경숙, 여성의 가
정으로부터의 ‘탈주’ 욕망을 그려낸 전경린과 매개의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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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방했던 오늘의 문예비평이 1990년대 한국문학의 새로운 쟁점의 하나로 

‘여성주의 문학’ 특집을 내걸었다면, 1995년 문학동네는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며 확장된 여성주의와 여성작가의 활약을 ‘여성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호

출했다. 여기서 드러나는 ‘여성주의 문학’과 ‘여성문학’이라는 명명법의 차이

는 여성 작가의 소설이 ‘페미니즘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현상이 되

었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와, 이후 문학(장)에 ‘기입’될 만한 여성작가 

군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던 90년대 중반 사이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여성해방문학’에서 ‘여성주의 문학’

으로의 이행이 사회문화적 담론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성을 보여주었다면, 

‘여성문학’이라는 명명법은 ‘주의’의 시대에서 ‘문학’의 시대 혹은 1980년대

적인 것에서 1990년대적인 것으로의 변화라는 잠재적 무의식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문학동네의 ｢여성, 여성성, 여성문학｣ 특집의 첫 꼭지를 맡은 박혜경의 

글115)은, 바로 그러한 ‘문학적 현상’을 “90년대의 변화된 상황의 문제”와 연

결하여 설명한다. 이 글에 따르면, 90년대는 80년대의 “집단화된 힘의 논리

라는 딱딱한 지각을 뚫고, 개인의 내밀한 실존적 욕망들”이 부상하기 시작

한, 이른바 “사인성(私人性)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박혜경은 이러한 사인성

의 세계로부터 출발한 90년대 문학의 개인들은 역사적, 정치적 삶의 층위로

부터 벗어나 있으며, 가족의 문제 역시 역사적 상황의 압력과는 무관한 “내

밀하고 사사로운 가족 구성원들 내부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바라

본다. 여기서 90년대 문학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이 글이 하나의 현상으로

서 다루고자 한 1990년대 여성작가들의 작품이다. 따라서 박혜경의 글은 

90년대 여성문학을 역사성을 상실한 ‘90년대적인 사사화’의 대표 범주로 의

미화하면서,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다시금 “그 좁은 공간” 속에 구획하고 말

았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글은 ‘30대 여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나는 ⑴ 여성의 성적 특

수성, ⑵ 성장과정의 서사화 및 자전적 체험을 90년대 여성문학의 공통적인 

경향으로서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여성, 여성성, 여

성소설｣이라는 특집의 제목이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듯이, 남성의 세계/역

115) 박혜경, ｢사인화(私人化)된 세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 문학동
네 가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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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억압되고 부정당했던 여성들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가부장제의 기준

과 규범에 의해 정의된 여성성을 새롭게 의미화 하는 작업들은 1990년대 

여성문학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해당 특집에 실린 황종연과 우찬제, 신수

정의 글 또한 1990년대 여성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경험”, “여성성

의 궤적”, “여성적 글쓰기”의 면면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문학의 성과를 점검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116)

이에 비해 1999년, 90년대 여성문학의 성과를 ‘결산’하고자 했던 실천문

학의 특집은 90년대 여성작가들이 남긴 유산을 성찰함에 있어 ‘여성성’ 개

념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특히 심진경은 여성성 개념이 특히 모호하고 폭넓

은 함의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여성성을 단순히 “여성의 성에 고유한 

초역사적인 본질”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성차를 생산하는 남성중심적 상

징적 질서의 산물”인 동시에 “여성의 현실적인 성적 정체성의 기반”임을 인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117) 즉 남성중심적 논리의 차이로서의 여성성이 “현

실적으로 구성되는 여성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함

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성의 원리를 언술

형식과 주제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으로 김정란과 김혜순의 

시적 방법론에 주목하고 있다. 

위의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0년대 여성문학/여성소설의 화두는 

‘여성성’에 대한 의미화, 형상화에 있었으며, 이 주제는 표면적으로는 “일관

116) 같은 특집에서 실린 글에서, 황종연은 신경숙의 소설에서 “남성중심적 담론을 
가공하고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에 의해 억압된 여성적 경험이 무엇인가
를 인지”하게 만든다고 평가한 반면, 이혜경의 소설은 가족 해체의 원인이 결국 
“가정을 이룸으로써 공증을 얻은” 남성-가부장에게 있다는 역설을 드러내주는 
동시에, 그러한 아버지-아들들의 남성 플롯을 통해 인식되지 않는 “여성적 경험
의 세계”를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고평한다. (황종연, 「여성소설과 전설의 우물
｣, 문학동네 1995 가을.) 우찬제는 최근의 여성작가들의 문학적 탐색은 남성
에 의해 훼손되기 이전의 ‘여성성’의 궤적을 따라가는 일이며, 이는 특히 에로스
(eros)의 정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을 지적한다.(우찬제, ｢타나토스/에로스/에
코스-90년대 여성소설의 징후 읽기｣, 문학동네 1995 가을.) 한편, 신수정은 
‘신세대’로 분류되는 배수아, 송경아, 윤영수 등 여성작가들의 글쓰기 양상을 
“환멸의 사막을 건너는 글쓰기”로 명명하며, 이들에게도 여성성(feminity)이 “90
년대적 현실과 화해하고 갈등하는 지점”이자 작가정신의 하나로 의미화될 수 있
음을 밝힌다.(신수정, ｢환멸의 사막을 건너는 여성적 글쓰기의 세 가지 유형｣, 
문학동네 1995 가을.)

117) 심진경, ｢여성성, 육체, 여성적 시 쓰기｣, 실천문학 1999 여름, 6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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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선이나 문제의식에 기반한 기획”118)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성문학의 밑바탕에 높인 90년대의 여성주의 시각/여성주의적 상상력을 읽

어낼 수 있도록 만든다. 가령, 1992년 또문 9호에서 ‘여성적 글쓰기’를 

주제로 실린 글들이 주목했던 여성(성)과 글쓰기의 테마는 1990년대 한국 

여성소설과 암묵적으로 접속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했던바 80년대의 

딸들이 버려야 했던 ‘어머니적인 것’, ‘여성적인 것’이 부상하게 된 흐름과도 

연관된다. 요약하자면, 90년대 여성문학의 중심 화두였던 여성성의 탐색은 

80년대에 소거될 수밖에 없었던 성적 차이(sexual difference)를 쟁점화하면

서, 여성이 스스로 여성 주체성의 토대를 모색하는 90년대의 핵심적인 여성

주의 전략이었음을 가늠해볼 수 있다.

당시 1990년대 한국문학(장)에서 빈번하게 논의된 여성작가들로는 당시 

‘63년생 여성작가’로 호명되었던 공지영, 김인숙, 신경숙, 공선옥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은 80년대를 지나온 자신의 경험을 문학적 구심점으로 삼아 

90년대 여성문학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은희경, 전경

린, 차현숙은 ‘63년생 여성작가’와 비슷한 연령이지만 90년대 중반에 데뷔

해 비교적 ‘젊은 작가’로 분류되었던 경우에 해당한다.119)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은희경은 여자아이의 시선으로 유년기의 풍경을 그린 
새의 선물 이후 1996년 소설집 타인에게 말걸기를 출간하여 여성의 사

랑과 결혼 문제를 심화시킨 반면, 역시 같은 해 데뷔한 전경린은 첫 소설집 

염소를 모는 여자(1996)에서 그린 운명에 저항하는 여성/주부의 일탈적 

욕망을 아무 곳에도 없는 남자에서는 80년대의 ‘후일담’과 사랑의 주제로 

연결시켰다.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서하진의 첫 소설집 책 읽어주는 남자
(1996), 차현숙의 첫 장편 블루 버터플라이(1996)에서도 기혼남녀의 불안

정한 결혼생활과 불륜이 중심적인 테마로 나타난다. 

이들이 결국 ‘30대 여성작가’로 통칭되었다면, 김별아, 배수아, 송경아 등

은 여성의 경험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색다른 감수성을 나타내는 ‘신세대 

여성작가’로 규정되었다. ‘운동권 출신’ 작가로 첫 창작집 신촌블루스
(1992)에서 학생운동을 이야기했던 김별아는 1995년 내 마음의 포르노그

118) 서영인, 앞의 글, 20면. 
119) ｢｢문학지도｣ 바꿀 젊은 작가 7人｣, 동아일보, 199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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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피에서 성적 주체로서 새로운 세대가 보여주는 ‘도발성’으로 관심을 모

았으며, 비슷한 시기 ‘PC통신 출신’이었던 송경아는 소설집『성교가 두 인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학적 고찰 중 사례연구 부분인용(1994)

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중에서도 1993년 등단, 1995년에 첫 소설집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를 발표한 배수아는 당시 신세대 작가의 ‘대표주자’로 손

꼽히고 있었다. 이들은 특히 ‘신세대적’인 여성인물의 삶을 그리는 데 있어, 

성관계와 폭력, 동성애를 포함한 섹슈얼리티의 문제 등을 가감 없이 형상화

하면서 기존의 사회문화적 성 관념 및 남성중심주의에 저항하는 새로운 세

대의 페미니즘 모멘텀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처럼 주로 작가의 연령이나 등단 시기를 기준으로 삼은 분류법

은 엄밀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작가들의 연령이

나 작품의 경향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세대 

여성작가의 대표주자였던 배수아는 실제 1965년생이었으며, ‘63년생 여성작

가’에 비해 신진 작가로 간주되었던 전경린의 소설 또한 후일담의 주제를 

공유했다.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 여성작가들의 지형과 그 창작 양상을 세

대론적으로 구별하기보다, 여러 테마와 소재를 공유하거나 전유하는 관계에 

따라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이 시기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서 주요한 경향으로 나타났던 것은 ⓐ 여성 후일담 소설, ⓑ 자전적 서사 

및 성장소설, ⓒ 결혼과 불륜 모티프, ⓓ 포스트모던 문화적 코드에 주목한 

소설이다.

ⓐ 먼저 여성작가의 후일담 소설로는 공지영의 인간에 대한 예의(1994)

와 고등어(1995), 공선옥의 피어라 수선화(1994), 김인숙의 칼날과 사

랑(1993), 전경린의 아무 곳에도 없는 남자(1997) 등을 꼽을 수 있다. 

남성 작가의 후일담이 80년대를 향수의 대상으로 소환하며 거인이었던 시

절로의 회귀를 꿈꾸고자 하는 경향을 띤다면, 여성 작가의 후일담은 운동의 

역사에서 배제당하거나 주변부로 내몰렸던 여성들의 우울과 상흔을 함께 묘

사했다.120) 여성 작가의 후일담 소설은 한편으로 혁명의 현장에 있었으나 

기억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존재를 증언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80년

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새로운 시간에 대한 모색을 부단히 시도하였다고 

120) 김은하, ｢386 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공지영과 김인숙의 소설
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70~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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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121) ⓑ 여성 작가의 자전적 서사 혹은 성장소설들,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신경숙의 외딴 방(1995), 김형

경의 세월(1995), 은희경의 새의 선물(1994) 등도 여성의 주체적인 표

상을 구축하려는 노력과 실험을 보여준다. 이때 90년대 여성의 자전적 글쓰

기는 “개인의 미시담론을 통해 현실을 재현”하며, “자기이해와 세계 인식 

사이의 관계와 타자에 대한 주체의 욕망을 재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여성의 자전적 글쓰기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122)

ⓒ 전경린의 내 생애 꼭 하루뿐인 특별한 날(1998), 은희경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1998)처럼, 여성인물들이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

거나 외도를 통해 일탈을 감행하는 소설들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유행하

였으며 소위 ‘불륜소설’이라는 별명 아래 통속성을 이유로 비판받았지만, 한

편으로 “여성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가부장 제도

에 균열을 내는 작업”123)으로서 적극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 포스트

모던한 문화적 코드가 두드러지는 여성 작가의 작품에는 송경아의 소설 ｢청

소년 가출협회｣(1994)와 ｢책｣(1996), 배수아의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1994), ｢프린세스 안나｣(1995) 등이 있으며, 이들 또한 여성의 정체성 탐

색에 관한 한 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당시의 맥락에서 이러한 여성 작가의 

소설들은 문화적 취향의 구축과 파격적인 성 관념의 도입을 통해 한 개인으

로서의 여성, 혹은 여성의 개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사례로 간주된 바 있

다.

본고가 거칠게 분류한 ⓐ~ⓓ까지의 여성작가들의 소설이 나타내는 경향

성은 ‘여성 정체성’의 탐색이라는 지향을 공유한다. 그렇다고 할 때, 여기서 

분류된 각각의 테마는 정체성을 탐색의 전략적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도 

121) 이채원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최윤의 ｢회색 눈사람｣을 들며, “혁명의 시대에 
그 자리에서 분명 함께 했지만 기록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서사를 
증언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여성들 간의 우정과 연대감을 자기연민이나 감
상성을 배제한 채 차갑게 승화된 뜨거움으로 형상화 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
다. 이채원, ｢후일담 소설의 젠더 지평｣, 여성문학연구 46, 한국여성문학회, 
2019, 22면.

122) 장경실, ｢여성의 자전적 글쓰기에 나타난 현대성과 주체구성 연구-신경숙의 
외딴 방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34,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190
면.

123) ｢‘불륜 소설’ 가부장제에 일탈과 냉소로 맞서다｣, 여성신문, 20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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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1990년대 전경린의 문학은 크게 ⓐ 여성 

후일담 소설, ⓑ 성장소설, ⓒ 결혼과 불륜 모티프를 관통하고 있으며, 배수

아의 문학은 ⓑ 성장소설 및 ⓓ 포스트모던 문화적 코드를 가로지른다. 이

를 구체화해서 표현하자면, 전경린은 1980년대 운동의 기억을 애도나 우울

이 아닌 성 해방의 기획으로 갱신해나간 작가이며, 배수아는 1980년대를 집

단의 역사로 환원하기를 거부한 채 1990년대 여성의 삶이 개체성의 차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물은 작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경린과 배수아의 소설에 나타난 기혼여성과 소녀, 주

부와 어린 딸의 형상은 90년대식 모녀 관계를 상기시킨다는 점에서도 흥미

로운 부분이 있다. 이들은 아버지의 권력 하에서 억압과 소외의 장소가 되

어버린 ‘집’으로부터의 이탈하려는 여성들이라는 지점에서 교차하며, 80년대

의 엄마와 딸의 서사를 전유하는 90년대의 모녀서사를 그려보게 만든다. 

참 이상하다. 이 거리에서는 왜 아무도 자라는 집을 떠나지 않을까? 

(염소를 몰지 않고서는), 왜 상처는 가족과 함께 성장하고 뜨거운 사랑은 

지붕 아래에 누워 있나. 근데 그 기분은 내가 엄마에게서 느낀 것과 비슷

하다. 나는 집을 떠났지만 엄마가 그러는 것은 너무 싫었다. 나는 막 할지

라도 엄마에게 뜨거운 사랑은 꼭꼭 숨겨두었으면 좋겠고 엄마가 미치는 

것은 비극이다. 왜냐하면 내가 미치는 것을 엄마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건 이기적이고 솔직한 기분이지만 내 그런 기분 때문에 어떨 때는 엄마

를 막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나는 내 소

설을 좋아하거나 거기 등장하게 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건 엄

마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124)

124)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래된 집들이 있는 개발되지 않은 옛 동네다. 거기에
는 남편의 밥그릇에 밥을 퍼주면서 남자의 기원을 생각하거나 ｢꽃들은 모두 어
디로 갔나｣하는 노래를 부르는 여자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낯선 여자다. ｢
그 여자는 일기를 쓸까｣하고 생각해본다. 어쩌면 그냥 소설을 쓸지 모르겠다.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감추면서 평범한 정신병자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염소 같은 것을 몰고 다니는 꿈을 꿀지 모른다. 근데 왜 하필 염소일까? 
그 여자는 아마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나봐. 참 이상하다. 이 거리에서는 
왜 아무도 자라는 집을 떠나지 않을까? (염소를 몰지 않고서는), 왜 상처는 가
족과 함께 성장하고 뜨거운 사랑은 지붕 아래에 누워 있나. 근데 그 기분은 내
가 엄마에게서 느낀 것과 비슷하다. 나는 집을 떠났지만 엄마가 그러는 것은 너
무 싫었다. 나는 막 할지라도 엄마에게 뜨거운 사랑은 꼭꼭 숨겨두었으면 좋겠
고 엄마가 미치는 것은 비극이다. 왜냐하면 내가 미치는 것을 엄마가 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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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1997년 동아일보의 ｢독서에세이｣란에 실린 전경린의 『염

소를 모는 여자』를 읽은 배수아의 글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낯선 사람의 

‘일기’를 읽는다는 기분으로 전경린의 소설을 읽은 배수아는 집을 떠나고야 

마는 자신(의 소설 속 아이들)과 달리 “이 거리에서는 왜 (염소를 몰지 않고서

는) 아무도 자라난 집을 떠나지 않을까”라고 물으며, 그 기분을 엄마에 대한 

감정으로 비유하여 읽어낸다. 이어서 배수아는 자신은 집을 떠나 살더라도 

엄마만은 ‘뜨거운 사랑’을 숨기면서 남아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이 글은 

상처를 끌어안으며 가족의 집에 남은 엄마와 그런 엄마가 있는 집을 떠나버

린 어린 딸의 대비가 곧 두 작가가 그려낸 여성들의 삶의 조건이었음을 드

러내며, 1990년대 여성문학에서 분화된 엄마-딸의 형상을 읽어내도록 만든

다. 집에 남은 엄마의 ‘뜨거운 사랑’과 집을 떠난 아이의 ‘고독’을 들여다보

는 일은 90년대 여성문학이라는 틀 안에서 전경린과 배수아가 보여준 ‘여성

의 삶’ 혹은 ‘여성성’에 대한 사유가 겹쳐지고 또 갈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밑그림을 제공한다. 두 작가의 상이한 위치와 그 교차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어지는 3,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두 작가의 여성 재현과 문학적 실천 전

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 때문이다. 이건 이기적이고 솔직한 기분이지만 내 그런 기분 때문에 어떨 때
는 엄마를 막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나는 내 
소설을 좋아하거나 거기 등장하게 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건 엄마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배수아, ｢독서에세이―
<염소를 모는 여자> 전경린 지음·문학동네 펴냄｣, 동아일보, 1997.9.30.



48

3. 성차의 긍정과 이질적인 것들의 마주침

3.1. 남성신화의 전도, 육체성이라는 기원

1990년대 말, 전경린은 80년대 문학을 거대서사의 문학, 90년대 문학을 

미시서사의 문학으로 판단하는 통념들이 공히 1990년대 문학을 왜소하다거

나 여성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단절적 인식에 

대해 반문한다.125) 그녀는 개인과 사회의 운명이라는 관점에서 거대서사와 

미시서사가 공통의 틀과 개체화의 양상으로 구분된다고 보지만, 기실 1990

년대 문학적 감수성이 1980년대가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치열하게 얻어낸 

성과의 연장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전경린은 1992년 문

득 신문을 보다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보고 ‘아름다운 것’이 감동적인 것

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을 느꼈다는 말을 덧붙인다. 그녀 스스로 정의

한바 1990년대가 요청한 감수성이란 상업성 이전에 “순수한 것, 여리고 개

인적이고 에로틱한 아름다움”에 대한 전대미문의 독창성이었다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작가 전경린에게 있어 자신의 문학적 

출발점이 된 1990년대라는 시공간은 1980년대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완전하

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아니라, 1980년대와의 연결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던 ‘감수성’의 시대라는 점이다. 이는 1980년대에 청년기-대학시절을 

보낸 작가의 세대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전경린의 

소설에는 곳곳에 1980년대를 보낸 ‘청춘’의 흔적이 발견된다. 첫 소설집 
염소를 모는 여자에 실린 ｢꽃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에는 자궁암을 앓는 

할머니와 몸이 검은 아버지의 새여자, 두 명의 낯선 남자아이들이 있는 집

을 나와 “1980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스무 살이 된 ‘희진’의 상처가, 
바닷가 마지막 집의 표제작인 ｢바닷가 마지막 집｣에는 ‘현장 생활’ 후 복

학한 연인을 남겨두고 시골로 내려 온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1997년 제2회 문학동네소설상을 수상한 전경린의 아무 

곳에도 없는 남자는 “1980년대에서 90년 사이에 20대를 보낸”126) 작가의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들이 가진 상처와 그 회복을 그린 소설로, 전경린이 

125) 전경린. ｢90년대 문학과 나, 그리고 전망 이념, 감수성, 사이버 그리고 영원한 
통속｣, 작가세계 11(1), 1999.

126) 전경린, ｢수상소감｣, 문학동네 1997 겨울, 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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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1980년대라는 과거를 현재(1990년대) 속에서 연결짓고 있는지를 가

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명명에 의하면 ‘후일담 

소설’ 계열에 속한 이 소설은 “80년대의 소용돌이에 몸을 던진 이후”127) 그 

주위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는 인물들이 마침내 서로의 절망 속에서 사랑을 

통해 홀로 서게 되는 서사구조를 취한다. 언뜻 후일담 소설의 전형적인 구

성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도 주요 인물인 이나-태인-정수, 태인-이나-정서

현 사이의 엇갈림, 상처와 극복의 문제는 전경린 특유의 욕망의 문제와 결

합되어 후일담의 ‘전형’에서 빗겨나는 감각을 형성한다.128)

아무 곳에도 없는 남자에서 운동의 실패와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으로 대

변되는 ‘후일담’ 주체의 정서는 ‘태인’의 몫이다. 태인은 1980년대의 ‘동지

애’가 불가능해진 90년대의 현실에서 ‘연애’마저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방황

하는 인물이다. 태인이 바라던 진보적 시간은 미완의 1980년대와 도래한 

1990년대 사이에서 멈춰 서 있다. 그런 그를 기다리던 ‘이나’는 ‘정서현’과

의 관계를 통해 비로소 태인을 위한 시간을 자기 삶의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때 정서현과의 사랑과 몸의 결합은 역설적으로 이나가 ‘자

신’을 감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나타난다.129) 결과적으로 소설은 

이나, 태인, 정수를 통해 “결국 부족한 것은 사랑”130)이었다는 사실을 전하

면서, 현재의 자신이 되는 것을 피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이 소설에서 두드

러지는 것은 1980년대의 상흔을 몸과 몸의 마주침으로 치유해나가는 여성 

127) ｢본심 심사평｣, 문학동네 1997 겨울, 330면. 김화영은 이 소설을 1990년대 
한국판 잃어버린 환상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128) 소설에서 태인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 이나는 자신과 태인의 관계가 결혼으
로 묶이지 않은 것처럼, 이후 정서현과도 비제도적인 관계로 남기를 원한다. 전
자가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가질 수 없다는 태인의 일방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
면, 후자는 이나 자신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찍이 방민호는 
아무 곳에도 없는 남자에 나타난 이러한 관계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
다. “아무 곳에도 없는 남자에서 특이한 점은 ‘태인’과 ‘이나’가 결혼제도를 매
개로 해서 결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요컨대 전경린은 결혼을 필요로 하
지 않는 사랑,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귀결되지 않는 사랑을 말했던 것이다.”, 방
민호, 바닷가 마지막 집 해설, 생각의 나무, 2005, 336-337면.  

129) “미리 생각한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어제 나 자신을 부장님께 허용할 때, 처
음으로 그것이 나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몸, 순
수하게 나 자신의 의지와 욕망인 몸요. 그건 진정으로 오직 나에게 속한 것이었
어요.” 전경린, 아무 곳에도 없는 남자, 문학동네, 1997, 230면.

130) 위의 책,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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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새로운 삶에 대한 모색 과정이다. 후에 상술하겠지만 이러한 면모는 

1990년대 전경린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주체화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념과 귀기”131)에서 출발하여 “마녀의 탄생”132)으로 정식화된 

1990년대 전경린에 대한 문학적 수사는 그녀가 통속적인 ‘불륜서사’를 재생

산한다는 혐의를 받은 2000년대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소환된다. 첫 작품

집 염소를 모는 여자(1996)가 보여준 운명과 비극의 이야기가 “사회가 

다스리기 어려운 정념의 표출”이자, ‘여성다움’의 규범 아래에 가려진 “본능

의 몸부림, 불온한 정열, 광기의 그림자”133)로 적극적으로 독해됨에 따라 

전경린의 이후의 소설들은 이 수사의 자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

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134) 달리 말해 1990년대 이후 전경린의 소설들에 

대한 독법은 “빗자루를 탄 마녀”135)의 이미지와 연동된 ‘욕망하는 여성’이라

는 틀 속에서 그러한 욕망의 적극적 실천으로서의 가출과 불륜의 재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 속에서 전경린의 소설에 나타난 욕망의 문제는 규범, 

질서, 금기로부터 일탈 그 자체로 의미화되었을 뿐, 그러한 욕망의 적극적인 

긍정과 일탈의 재현이 가져오는 문학적 효과가 무엇인지 혹은 이를 통해 어

떠한 여성주의적 독해가 가능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뒤따르지 

131) 이러한 수사는 여성 존재의 소외감과 불안을 광기의 이미지, 욕망의 언어로 
그려냈던 오정희의 소설들을 강하게 환기한다. 오정희의 문학은 실제로 1990년
대 개진된 여성문학 논의에서 “시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비의적인 열린 텍스트”
로 읽히면서, ‘여성적 글쓰기’의 전범으로 평가되었다. 이상경, ｢1990년대 여성
소설의 반성과 전망｣,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171~172면 참
조.  

132) 황도경, ｢반란의 성, 반역의 삶」, 문학동네 1998 겨울.
133) 황현산, ｢운명 만들기 또는 만나기｣, 염소를 모는 여자 해설, 문학동네, 

1996.
134) 전경린에게 부여된 이러한 이미지들은 많은 부분 문체와 관련하여 논의되기

도 하였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방민호는 전경린의 소설적 언어들을 의식 ‘이전’
의 언어라 해도 부족하지 않을 비의적 언어라고 말하며, 이를 “전조와 예감으로 
충만한 문장들”이라 표현한다. 방민호, ｢꿈으로 피어올린 녹색 종이꽃의 세계｣, 
바닷가 마지막 집 해설, 생각의 나무, 2005, 338-339면. 

135) 기실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 ‘마녀’의 형상은 작가 스스로 규범적 질서를 위반
하는 욕망을 가진 여성 인물들을 의식적으로 그려낸 것에 따라 부여된 명칭에 
다름없었다. ｢남자의 기원｣과 ｢사막의 달｣은 마녀에 대한 직접적 언급과 비유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작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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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불륜’과 ‘가출’이 여성해방의 상상력과 결부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가부장제의 구조의 폭력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로 상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불륜과 가출이 현재의 억압을 벗어날 수 있는 해법

이나 결과로서만 이해될 때, 그것은 기존질서의 안티테제로서의 ‘바깥’이라

는 의미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전경린의 문학에서 반복되어 온 금기의 욕망과 일탈로서의 가출을 

가부장적 현실을 벗어나는 유일한 ‘결과’나 ‘해법’으로만 읽어내는 시각 자

체를 전환해볼 필요가 있다. 불륜과 가출은 그것이 단지 제도나 현실의 ‘바

깥’이라는 점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바깥’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성이 역사적 시공간과 맺는 관계를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출발선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덧붙여 본고의 관점에서 전경린의 문학과 이에 대한 독법은 두 가지

의 논점을 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첫째로 전경린의 소설에 가해진 상찬

과 비판들이 여성(성) 재현의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본질주의라는 여성 

재현의 딜레마를 적실하게 드러내준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나아가 차이로

서의 여성(성)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재

고할 수 있도록 만든다. 둘째로 여성 주체화의 측면에서 전경린의 문학이 

보여주는 여성적 차이에 대한 강조와 욕망의 긍정은 가부장제 전통과 역사 

속에 여성을 위치시키기 위한 일차적인 차이화의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는 점이다. 전경린의 차이화의 전략은 특히 여성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성 

정치136)의 기획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며, 이는 가출과 불륜이 

그러한 욕망의 문제를 가시화하기 위한 단계적 과정이었음을 시사한다.  

알려져 있듯이 여성(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스스로 마녀가 되

기를 천명한 여성서사로서 전경린의 소설들은 가부장제 질서의 전도와 전복

의 상상력을 기초로 삼고 있다. 나아가 전경린은 가부장이 군림하는 가정이

136) 성 정치학(sexual politics)의 용어는 양성 간의 관계를 정치적 관점에서 고찰
하고자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때의 ‘정치’는 권력으로 구조화된 관계와 배치를 
지칭하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된다. 요컨대 성 정치는 성의 정치적 측면, 즉 성
을 둘러싼 권력 관계의 작동 방식 전반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케이트 밀렛, 김전유경 옮김, 성 정치학(sexual 
politics), 이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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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욕망하는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긍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여성적 차이와 여성(성)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접속시

키고자 시도한다. 본고는 전경린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여성(성)에 대한 천

착과 그 신화적 탐색이 남성중심의 아버지-역사의 기원을 전도시키는 일종

의 ‘미메시스’의 전략으로 독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 미메시스의 

전략은 남성중심의 담론 및 재현체계의 ‘내부’에서 그것의 언어를 뒤집음으

로써 여성(성)의 배제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반향’시키는 전략을 가리킨다. 

버틀러에 의하면 미메시스의 전략을 통해 나타난 목소리는 주인 담론을 ‘반

향’시키지만 이 반향은 거기에 어떤 목소리가 있다는 것의 발화력을 되비추

는 행위이다.137) 이러한 모방을 이용하는 것은 “그것에 환원되지 않으면서 

여성으로서 담화를 통한 착취의 장소를 재발견하도록 시도”138)하는 전략이

다. 

이 절에서는 먼저 당시 ‘30대 자아실현파’의 한 시선을 보여주는 작품의 

계열들로 ⑴ 자신의 유년시절의 경험을 소환하는 동시에 기성세대에 속하는 

엄마와 언니의 삶에 대해 묘사하는 작품들을 살펴본다. 이 소설들은 어머니 

세대와 언니의 삶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밖에 없는 가족의 풍경을 

환기하면서도(｢안마당｣, ｢낯선 운명｣) 그와는 다른 자기 삶을 욕망하도록 만

드는 딸의 반란이 시도됨을 보여준다.(｢사막의 달｣) 이어서 ⑵ 가족, 가정의 

영역으로부터 위반과 탈주를 꿈꾸는 여성들의 욕망이 자신의 근원, 기원적 

신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작품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궁극

적으로 전경린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주체화 전략이 역사적으로 정신/몸의 

이분법에서 여성적 장소로 할당된 ‘몸’의 지위를 다시금 여성 섹슈얼리티의 

장소로 부각하면서, 남성중심의 위계적 재현 체계를 전복시키는 여성신화 

137) 버틀러는 이리가레의 철학적 작업을 ‘비평적 모방’이라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이리가레는 권위 있는 관점을 가져다가 뭔가 다른 일을 해낸다. 
그 관점을 뒤집어서 아무런 자리도 없던 여성에게 자리를 하나 끌어낸다. 여성
은 배제를 드러내며, 그 배제로 인해 특정한 담론이 진행된다. 그리고 이런 부
재의 자리도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타난 목소리는 주인 담
론을 ‘반향’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향은 거기에 어떤 목소리가 있다
는 것, 발화력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의 소멸이 일어나게 되
었던 말을 되비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허물기(Undoing Gender), 문학과지성사, 2015, 317-318면. 

138) 뤼스 이리가라이, 이은민 옮김,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2000,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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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쓰기의 모방적 기획으로 의미화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전경린의 초기 소설들에서 여성의 운명이라는 이름하에 탈주의 조건이 되

는 아버지의 세계는 특히 ‘집’으로 함축되는 가족적 풍경에서 출발한다. 첫 

소설집 염소를 모는 여자에 실린 ｢안마당이 있는 가겟집 풍경｣은 열한 

살 소녀의 눈에 비친 아버지, 아버지를 둘러싼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서 아버지의 승인 하에 운명이 결정되는 여성들의 세계(‘안마당’)를 드러내 

보인다. 소설은 “내가 태어나기 전”139)에도 “열한 살이던 그때”도 그(박정

희)가 대통령이었던 시절, 마당에서 트위스트를 추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시

작한다. 월남에서 돌아온 삼촌 앞에서 동생들과 트위스트 춤을 추는 ‘나’는 

다섯 번째 아이를 가진 엄마와 “읍내에서 유일하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멋쟁이” 아버지의 맏딸이다. 엄마가 줄줄이 낳은 “씰데없는 지집년들” 중에

서도 아버지가 원한 ‘맏딸’이었다는 사실에서 자기존재의 긍정성을 찾는 

‘나’는 아버지와 ‘문계장’의 비밀연애를 엄마 몰래 공유하며 아버지의 연인

에게 피아노를 배운다. “언제나 배가 부르고 깨어지는 소리를 내는” 이름까

지 촌스러운 엄마처럼은 절대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나’에게 문계장은 

‘공주’처럼 살기 위한 성장의 모델이자 선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엄마가 계

속해서 아이를 낳는 이유가 갓난아이를 좋아하는 아버지 때문에, 정확히는 

아버지를 집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였음을 알게 된 ‘나’는 차츰 엄마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져 간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가 해산날, 그녀의 흐느낌을 들으

며 ‘나’는 엄마와 자신이 분리되지 않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

다. 

나는 아기가 궁금하여 문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었는데 물이 엎질러져 

새어나오는 듯 낮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흐느낌은 굽이치며 점점 커졌다. 

그것은 불어난 피처럼 내 몸속으로 굽이쳐 흘러왔고 여러 마리 짐승의 울

부짖음으로 변해갔다. 꼼짝 못하고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나

는 고통이나 기쁨, 또 슬픔이나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것들로부터 엄마

와 내가 아직 분리되지 않은 한몸이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고통에 휩싸

여 울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엄마 자신의 눈물이기라도 한 것처럼…… 

139) 전경린, ｢안마당이 있는 가겟집 풍경｣, 염소를 모는 여자, 문학동네, 1996, 
79-80면. 이하 소설 본문의 직접인용은 이 판본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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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삶은 엄마에게 너무나도 부당했다. 너무나 너무나. 내가 방 안

으로 들어가자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곁에 있던 빗자루로 삼신상

을 두드려 부수기 시작했다. 온 방안에 생쌀이 튀어 흩어지고 촛불이 넘

어지고 마침내 상다리가 부서졌다. 엄마는 또 딸을 낳은 것이었다. (102)

그러나 엄마와 ‘나’ 그리고 동생들로 이어지는 딸들의 운명이 비극적인 것

은 앞으로 예견된 ‘나’의 삶이 언제나 아버지-남편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구하는 엄마의 삶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소녀인 ‘나’에게 보

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기 위한 엄마의 임신과 출산에서 실패로 규정되어

야 했던 ‘나’와 동생들의 존재 역시, 엄마의 노력이 아버지에게 승인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한때나마 소중했던” 탄생으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아버지와 ‘한패’가 됨으로써 형제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특권을 점할 수 있었던 ‘나’가 엄마의 노력에 숨겨진 자신들의 출

생/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환상적으로나마 유지하는 일을 통해 성숙해가

는 이야기가 된다. “지긋지긋한 동생들”이 ‘우리’가 되는 시점에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엄마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았기를” 소원하게 된다. 소녀는 아버지가 얼른 집

으로 돌아와 다섯 째 동생에게 행복의 기억을 잠시나마 부여하기를 바란다. 

형부같이 잘생긴 남자가 왜 큰언니와 결혼을 하는지 나로서는 끝내 이

해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형부는, 마법에 걸려 꼽추의 모습을 하고 있는, 

큰언니를 구해주기 위해 나타난 진짜 왕자가 아닐까? 그들이 진실한 사랑

의 입맞춤을 나눌 때,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지

도 모른다. 나는 그때 큰언니가 보여주게 될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짜 모

습을 기다렸었다. 그러나 왕자였을지도 모를 그 형부는 어느 날 돌연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192)

언니는 자칫 달처럼 공중으로 떠오르기라도 할 듯 천천히 계단을 밟고 

내려갔다. 나는 계단을 밟고 뒤따르며 마음속으로 빌었다. 달님, 우리 큰

언니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형부고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와

서 진실한 사랑의 입맞춤으로 마법에 걸린 큰언니를 풀어주세요. (…) 

보름을 지낸 며칠 뒤, 효영이는 죽었다. 그렇게 작은 것이 퍼렇게 굳어 

있는 것을 잠에서 깬 큰언니가 신새벽에 발견했다고 한다. 소리 하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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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기를 일으킨 것이었다. 엄마는 연 나흘 계속 큰집을 오갔다. (206)  

｢안마당이 있는 가겟집 풍경｣에서 그려진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나타난 

권력 관계는 ｢낯선 운명｣에서 사촌언니와 형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공주

가 아니라 ‘꼽추’의 모습을 한 언니와 “그림책 속의 왕자님”140)처럼 잘생긴 

형부의 결혼은 어린 소녀인 ‘나’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그로

부터 비롯된 꼽추인 언니를 구하러 온 형부가 ‘진짜 왕자’일지 모른다는 

‘나’의 환상은 어느 날 언니를 버리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형부에 의해 깨어

진다. 형부는 아이를 가진 언니를 두고 장롱의 패물까지 훔쳐서 달아나 버

리고, 언니는 달집을 태우던 ‘그날’의 불운의 여파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를 잃게 된다. 돌아오지 않는 형부를 기다리며 쇠락해져 가는 부모와 집안

일을 보살피는 시간 동안 “풍선처럼” 살이 찌고 늙어가던 언니는 오래전 중

매를 거절했던 도로공사 인부와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나’는 MT를 가던 길 동네 반찬가게의 작은 방에서 우연히 큰

언니의 ‘황자님’이었던 형부를 발견한다. ‘나’는 사라져가는 형부의 뒷모습에

서 어린 시절 보았던 고양이의 등에 있던 “정대칭의 검은 무늬”를 떠올리

며, 삶의 저편에서 같은 걸음으로 그려졌을 가차 없는 ‘생의 무늬’를 느낀

다.

두 소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아버지-남편에 이르는 남성 가부장

의 애정과 머무름이 어머니-언니로 이어지는 여성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구

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린 소녀의 시선을 통해 비춘다. 이때 어린 ‘나’는 

‘왕자님’과 같은 아버지/형부가 왜 아이만 낳는 초라한 행색의 어머니/언니

와 결혼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미래를 가늠한다. ｢안

마당이 있는 가겟집 풍경｣이 공주와 엄마라는 두 갈래의 길을 두고 엄마를 

혐오하고 공주를 선망하던 소녀가 엄마의 존재방식을 이해함으로써 공주/왕

자의 환상을 가족의 (기만적인) 행복으로 되돌려놓고자 하는 이야기라면, ｢
낯선 운명｣의 소녀는 곱사가 된 언니의 저주를 풀어줄 형부-왕자님의 동화

를 깨뜨리면서 공주/왕자가 ‘아닌’ 어른들의 운명의 무늬를 조감하며 성숙해

진다. 두 소설은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 비대칭적으로 놓인 남편과 아내의 

140) 전경린, ｢낯선 운명｣, 앞의 책, 191면. 이하 소설 본문의 직접인용은 이 판본
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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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를 비추면서, 그 안에서 남편의 귀환을 기다려야만 하는 여성들의 종속

적인 운명을 드러내고 있다. 두 소설의 배경이자 소녀의 유년시절인 전대

(前代)의 가족 풍경은 1970년대라는 역사의 시간 속에 놓여 있었던 엄마-

언니의 일생을 조망한다. 이 소설들은 전경린의 문학에서 출발 지점에 놓인 

작품인 동시에 유년기의 슬픈 동화와 같은 가족 이야기가 더 이상 자라난 

소녀들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예비하고 있다.  

첫 소설집 염소를 모는 여자에 실린 작품이자, 등단작인 ｢사막의 달｣은 

엄마에서 언니로 이어져 오던 아버지의 세계에 대한 저항을 단적으로 드러

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어린 시절 자신을 처벌하는 아버지의 

억압에 맞서 금지된 사랑을 욕망하던 딸의 반란이 실제 ‘근친상간’의 행위

였음이 밝혀짐에 따라, 근원적인 아버지의 질서(=인륜)를 위반한 ‘죄’가 되

고 마는 파행성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근친’의 문제는 이후 바닷가 마

지막 집에 실린 ｢평범한 물방울무늬 원피스에 관한 이야기｣에서 소녀의 

성장기로 시간의 축을 옮겨 심화되기도 한다.141)

｢사막의 달｣에서 지방의 소도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나’는 남편과 아

이를 두고 홀로 집을 나와 과거의 연인 ‘휘승’과의 만남을 지속하며 하루하

루를 보낸다. 그녀의 옷가게에 방문하는 수선가게 여자, 아가씨들, 맞은 편 

집의 ‘주혜엄마’는 모두 가난과 상처로 얼룩진 험난한 삶을 살아오면서도 

남자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다. 그런 수선가게 여자

의 사랑에 대한 맹신을 의아해하는 ‘나’ 역시 실은 휘승이라는 과거의 인연

을 영원한 운명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사랑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과거 집안의 하솔인 행랑아범의 손주이자, 친구의 남동생

이었던 휘승과의 금지된 관계에서 오히려 큰 열망을 느낀다.

그러나 한평생을 고생하던 엄마의 바람에 따라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살

141) 이 소설은 소녀가 친밀감을 느낀 ‘첫 이성’이었던 사촌오빠에 의한 성 폭력의 
경험이 그녀의 삶 전체에 각인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물방울무늬 원피스’는 어머니에게서 딸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오랜 기억을 매개
하는 기호로 나타난다. ｢평범한 물방울무늬 원피스에 관한 이야기｣는 소녀기의 
여성인물이 가족구조 속에 위치한 사촌오빠라는 위계적 인물을 통해 어떻게 가
부장적 질서 체제 속에서 ‘여성성’을 획득해나가는지를 폭력과 훼손의 주제로 드
러낸다. 전경린, ｢평범한 물방울무늬 원피스에 관한 이야기｣, 바닷가 마지막 집
, 생각의나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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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나’는 남편에게 휘승과의 관계를 들키게 되고 그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쫓겨난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결혼생활은 고된 시집살이와 사대독자인 아

들의 대를 잇기 위해 전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환원적 삶에 다름없는 것이었

다.142) ‘나’는 홀로서기를 감행하면서도 승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나지 못하

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에 대한 ‘나’의 맹목성이 과거 아버지의 억압에

서 벗어나는 ‘탈출’로서 휘승과의 사랑을 감행했다는 기억으로부터 추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의해 마당의 나무에 묶여 “마녀의 처형

식”을 당해야 했던 ‘나’는 그날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혐오의 감정을 투

영이라도 하듯 훗날 휘승과 사랑에 빠진다.143) 그녀는 승과의 사랑을 “야수 

같은 운명의 발”에 묶인 채 순간이 영원이 되는 체험으로 기억한다. 

나의 대입시험 합격, 그리고 졸업식…… 승은 졸업식 전날 밤 내 방에 

돌을 던졌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했다. 그가 창문을 타 넘고 들어왔고, 그를 숨기기 위

해 방 안의 불을 끄고 숨소리를 낮추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이 숨

기 위해 더 깊이 서로의 몸 안으로 파고들었다. 점점 더 깊이…… 그렇게 

두 마리 야수 같은 운명의 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한 몸으로는 한 발자국

도 떼고 나갈 수 없는 소용돌이. 나는 영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

은 흘러 나가지 않는 것, 지나가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는 영원에 속해 있

었다. (…)

기울어진 주인 집안을 단속해주고 또 그렇게 마음 써주는 것을 담담하

게 받아오던, 일견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던, 양쪽 집안이 승과 나의 관계

가 밝혀지자 일시에 뒤집혔다. (…) 아버지는 처마를 타고 내려오는 구렁

이를 보듯 녹슨 낫을 들고 내 등을 쫓아왔다. 나는 그렇게 쫓겨 집을 나

왔다. 이학년 가을, 내 나이 스물이었다. 장씨는 내 학비를 끊어버렸다. 

(270-271)

142) 따라서 그 안에서 그녀가 느끼던 휘승을 향한 욕망은 기실 낭만적 사랑에의 
열망보다는 아버지-남편으로 이어지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나’로 사는 삶의 
감각을 느끼고자 하는 맹목성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143) “나는 공포와 혐오의 감정에 빠져 발작을 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근원적인 감정의 형태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그때…… 승에 대한 나의 어떤 근
원적인 감정이 최초로 싹튼 것인지도 모른다.” ｢사막의 달｣, 앞의 책, 269면. 이
하 소설 본문의 직접인용은 이 판본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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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휘승의 존재가 절대적인 대상으로 각인된 이유는 그와의 사랑이 

그 자체로 아버지에 대한 저항의 행위였기 때문이다. ‘나’의 방에서 이루어

진 그와의 내밀한 결합의 순간은 그녀의 몸에 영원의 시간으로 각인되어 있

다. ‘나’는 승과의 사랑의 감각을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마치 그 ‘자신’을 감

각할 수 없다는 태도로 그와의 결합에 집착하는 면모를 보인다. 휘승의 연

락을 기다리며 지내는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그녀가 참을 수 없는 욕망을 온

몸으로 감각하는 장면은 광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144) 즉, ‘나’에게 

있어 금기와 몸의 욕망은 사실상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폭발적인 

욕망과 에너지는 몸을 통해서 체현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나’가 느끼는 끓어오르는 충동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사는 

삶에 대한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를 위한 

삶에 대해 고민하지만 이내 그런 ‘화해’가 “나 자신의 자살”이라고 인식하고 

‘모성적’ 삶을 거부한다. 그러나 ‘화냥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던 ‘나’의 강경함은 주혜엄마의 자살과 휘승의 엄마가 

전해준 ‘진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만다. 자신의 아버지와 휘승의 

아버지가 ‘같은 피’를 받았다는 사실은 ‘나’와 승의 사랑이 천륜을 어긴 근

친상간이었음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아버지의 질서에 맞서고자

하는 그녀의 (무)의식적 저항은 근친상간이라는 인륜의 문제로 비약하고, 그

녀가 그 자신의 앎과 무관하게 휘승을 사랑의 대상으로 택함으로써 발생한 

결과(근친상간)는 가장 근원적인 아버지의 질서(=인륜)를 위반한 ‘죄’로 거

듭난다.  

눈앞이 하얗다. 뽀얀 모래 바람이 일었다. 사막이었다.

서늘한 석유가 몸 안으로 스며들 동안 모래 산이 천천히 풀어진다. 모

래 산은 모래 언덕이 되었다가 구렁을 이루며, 야만의 목구멍을 벌리듯 

144) “지긋지긋해! 나는 나를 꺼집어내 멀리 던져버리고 싶었다. 나의 내장을 줄줄 
뽑아내 고압전선에 감아서 태워버리고 싶었다. 나는 술 한 잔을 목 안에 털어 
넣고 카디건을 벗었다. 또 한 잔을 털어 넣고 스웨터도 벗었다. 잠시 뒤에 양말
을 벗었다. 그리고 바지를 벗었고 속옷도 벗었다. 브래지어와 팬티도 벗어 던졌
다. 몸이 와그르르 떨리며 온몸에 거친 모래알 같은 소름이 돋았다. 나는 와들
와들 떠느라 바라던 바대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몸이 시장바닥의 언 생선 
괘짝처럼 굳어져갔다.”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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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벼랑 사이의 심연을 보여준다. 칠흑 같은, 눈이 빠져나간 듯 칠흑같

은 어둠. 사막은 그의 심연 속에 침몰한 범선(帆船)을 숨기고 내가 모르는 

다른 곳으로 모래를 몰아가고 있었다. 세상의 길들을 지우며, 감은 눈 속

으로 모래 바람이 지나갔다. 그리고 내가 나를 기억할 수 없는 시간이 지

나갔다……

나는 마른 눈을 떴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거실 공간에 먼지 입자

가 눈물겹게 떠돌고 있었다. 오랜, 오랜 시간을 흘려보내야 할 것이었다. 

넘어진 장롱처럼 쓰러져 마른 눈으로 눈물겨운 것들을 바라보아야 할 박

명의 시간들. 산 하나가 풀렸다가 맺히기는 차라리 쉬울, 강 하나가 열렸

다가 닫히기는 차라리 쉬울 그 먼 시간…… 그것은 두고 갈 수 없는 내 

몫의 삶일 것이었다. 손가락들이 천천히 열렸다. 성냥이 얹혀 있는 열린 

손바닥 위에 햇볕이 환하게 비쳐들었다. (310-311)

 

석유가 번진 주혜엄마의 집 마루에 누워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보다 아버

지의 벌로 마당에 묶여있던 어린 시절 ‘마녀의 처형식’을 연상하도록 만든

다.145) 그러나 죽은 이의 집에 누워 그녀의 삶과 죽음에 동화되는 ‘나’의 제

의는 오히려 새로운 삶을 발생시키는 정화의 순간처럼 보이기도 한다. 무한

한 죽음의 공간은 모래 바람이 이는 ‘사막’의 이미지로 변형되어, ‘나’로 하

여금 “세상의 길들을 지우는” 새로운 시간을 생성하도록 만든다. ‘나’의 제

의는 주혜엄마를 비롯한 여성들의 죽음과 고통의 시간들을 애도하며, 그 안

에서 남아있는 “내 몫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주문을 

동반한다. 그녀는 이 모든 순간을 몸으로 감각한다.146)

145) 그녀가 주혜엄마의 집에서 그녀의 죽음을 모방적으로 수행하는 이 장면은 그
녀의 자살을 절망으로 남겨두지 않기 위한 일종의 제의로 볼 수 있다. 온전히 
자신의 ‘집’을 갖게 되었다고 믿었던 주혜엄마는 그 집이 전남편의 사기로 이미 
다른 주인의 소유였음을 알게 되고 약을 먹는다. 그녀의 죽음은 장소에 대한 소
유권이 언제나 박탈된 여성의 삶을 비춘다. ‘나’가 바로 ‘그 집’의 마루에 누워 
그녀의 속삭임을 감각하는 모습은, 아버지의 세계에서 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
는, 죽어갈 장소조차 소유하지 못하는 여성 존재에 대한 동일시와 애도의 순간
인 것이다. 

146) 따라서 이 소설을 ‘사랑에 대한 낭만화’라는 의미틀로만 읽어내는 것은 불충
분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나’의 옷가게를 둘러싼 골목에서 발생하는 여성들 
간의 대화와 그들의 삶과 운명의 교차는 ‘우리 여성’으로 쉽게 묶이기 어려운 
여성들 사이의 차이의 스펙트럼을 직시하도록 만든다. 또한 엄마와 딸로 이어지
는 가사노동, 옷수선가게 여자와 도매시장에서 옷을 떼어 오는 ‘나’의 육체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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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엄마/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소녀들은 아버지와의 대결 

구도 속에서 앞선 세대의 여성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삶을 적극적으로 욕망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온 딸들이 마주한 현실은 자신의 원억압

으로서의 과거의 지속(시집)이자, 남편으로 이행되는 영속적 가부장제 구조

의 재확인에 불과하다. ｢사막의 달｣은 이러한 가부장제 구조 속에서 아버지

의 법(금기)을 위반하는 딸의 반역과 그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여성-마녀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오이디푸스 신화 ‘바깥’을 상상한다. 이러

한 전경린의 기획은 새롭게 명명된 ‘여성’이 그 자신의 기원과 만나는 장면

으로 이어진다. 

전경린의 소설들은 여성(혹은 남성)이 무엇인지를 되묻는 과정을 ‘기원’과 

‘본능’의 문제로 접근하여 그것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재현의 전략을 구사하

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경린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기원적 차이와 그

것에 대한 원형적 접근 방식에는 융의 원형 심리학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발전시킨 진 시노다 볼린의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147)이나 클라리사 에

스테스의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148)과 같은 1990년대 초중반에 번역 

출간된 일련의 ‘여성심리학’의 영향이 발견된다. 1990년대에 활발하게 형성

된 성 담론, 정신분석학 및 여성 심리학의 영향력은 전경린의 소설뿐만 아

‘나’의 옷가게의 구매자인 성 노동 여성들의 교차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된 여
성들의 노동형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소설 속의 일하는 여성들은 폭력과 배신, 
사랑의 좌절 등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동하고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요컨대 이러한 여성인물들의 관계성은 그들 사이에 공유
하는 경험적 연대의 기반을 잃지 않으면서도, 각자 다른 자리에 놓인 여성들의 
삶을 다층적으로 형상화하는 여성 재현의 방식을 보여준다.

147) 1992년 말 <또 하나의 문화>에서 출간된 진 시노다 볼린의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은 ‘심리여성학’을 대표하는 저서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심리여성
학은 “기존 심리학이 남성을 원형으로 설정하여 연구대상, 연구문제와 개념들이 
남성중심적인 것을 비판”하며 등장한 흐름이라고 설명된다. 우리 속에 있는 여
신들은 여성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장필화, ｢서평: 우리 속에 있
는 여신들: 심리여성학｣, 또 하나의 문화 6, 1990. 352-353면 참조.

148) 1993년 미국 최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고 알려진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의 번역본은 고려원에서 1994년에 출간되었다. ｢해외 베스트셀러 “모든 여성
(女性)에게는 야성이 숨어있다” 페미니즘 신지평 열어-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
인들｣, 매일경제, 1994.2.21.;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동아일보, 
19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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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김별아, 김형경 소설 등에서도 종종 지적된 바 있다.149) 

특히 전경린은 염소를 모는 여자로 대표되는 초기 소설부터 기원과 본

능에 대한 관심을 일관되게 보여 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

한 기원과 본능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점차 오랜 역사를 거슬러 신화적 상

상력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남자의 기원｣, ｢거울이 거

울을 볼 때｣와 같은 소설들에서는 프로이트를 비롯한 정신분석학, 심리학의 

설명 방식을 참조하여 남성 및 여성의 기원 신화를 탐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첫 소설집 염소를 모는 여자에서부터 비롯되어 두 번째 

소설집 바닷가 마지막 집에서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거울이 거울을 볼 때｣는 제목에서 암시되듯, 아이에서 어른

이 되는 한 여자의 삶/세계 전체가 거울 이전과 거울 이후로 구분되는 세계

임을, ‘나’의 여성 정체성이란 남성-타자라는 ‘거울’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

에 없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있다. 이는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라캉에 따르면, 거울 단계에서 유아는 분열되어 있는 몸의 감각과는 

달리 거울에 비친 통일되고 완벽한 이미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다. 이때 

총체적인 신체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은 어머니이며, 유아는 전적으로 타

자(어머니)의 이미지를 자신의 상으로 오인한다. 이러한 동일시의 환상을 통

해 유아는 자아의 원형을 획득하고 상징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150) ｢거

울이 거울을 볼 때｣에 나타난 과거의 기억은 라캉의 거울 단계와 유사하게 

타자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성장기를 환기한

149) 김별아의 내 마음의 포르노그라피, 김형경의 세월 등은 여성의 성적 자
아 발달 과정을 쓴 작품으로 자주 거론되었다. 당시 대중문화 전반에 결혼과 성 
담론이 활발하게 형상화되었다는 점은 다음의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대중 문화에 나타난 결혼 이야기｣, 또하나의문화 11, 또하나의문화, 1996; 
조혜정, ｢남자 중심 공화국의 결혼 이야기·2–결혼과 자아실현을 둘러싼 성과 
세대의 정치학｣, 또하나의문화 12, 또하나의문화, 1996. 

150) 라캉의 설명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상상계와 상징계를 일종의 시간적 순서
로 파악하며 후자가 전자를 대체한다는 것은 오해라는 사실이다. “라캉은 상상
계, 상징계, 실재게의 세 가지 구분을 강조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필연적인 상
호 연관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한다. 상상계는 주체가 자신의 이미지와 맺는 이
자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주체에게 완전성과 통합의 환상을 주며 세
계에 대해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대상화하는 표상적 태도를 갖게 만든다. 상상계
는 주체가 구성될 때 가장 먼저 작용하지만, 그것이 구조화되고 주체에게 받아
들여지는 것은 상징계의 작용에 의해 가능하다.” 김석, 에크리, 살림, 2006, 
150~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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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설에 나타나는 거울을 통한 생애의 스케치는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의

식적으로 모방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성중심적인 정신분석학을 여성 

인물의 시점에서 메타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면모를 보인

다.

예컨대 소설에서 최초의 기억으로부터 비롯된 거울의 세계는 벗어날 수 

없는/되돌릴 수 없는 ‘감옥’과 같기 때문에, 여성인 ‘나’는 그 안에서 생식을 

거듭하는 ‘암컷’으로 살아가거나, 서로를 기만하는 “순간의 충족과 공허”151) 

속에서 연극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꼬집는 대목은 여성적 상상계가 

거부/배제당하도록 설계된 정신분석학의 주체 형성 구조에 대한 비판적 통

찰을 보인다. 그러나 성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거울세계의 형성과 그 부정

성을 포착한 이 소설은 거울 세계 이전의 “한 덩이의 미분화된 나”로 표현

되는 완전한 ‘나’를 기원하며, 그것이 ‘환상’이나 ‘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암시하며 짧게 끝맺음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여성에 의해 창조, 긎

정될 수 있는 거울 세계 ‘바깥’의 가능성의 모색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앞서 발표된 소설집『염소를 모는 여자의 ｢남자의 기원｣은 여성

(성)과 남성(성)의 기원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정신분석학 담

론에 대한 메타적 시선이 훨씬 강조된 흥미로운 소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소설은 여성인 ‘나’의 시선을 통해 아들에서부터 남편, 남편의 친구, 연

인으로 이어지는 남자들의 심리적 (무)의식을 전면화하고 있다. 소위 남자들

의 ‘본성’이라 부를 만한 통념들을 노골적으로 서사화함으로써 그 안에서 

유희를 즐기는 듯 보이는 여성 주인공의 위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 속에서 항상 주체의 위치를 점했던 남성들을 ‘나’의 

해부학적 시선을 받아내는 대상으로 만들면서 ‘나’는 그들의 ‘본성’에 대해 

계속해서 물음을 던진다. 

이를테면 그것은 남자들이 연어의 회귀에 관심을 두는 것, 어머니에 집착

하는 것 등 사회적 통념으로 여겨지는 남자들의 ‘정복욕’과 관련되는 것이

다.152) 특히 이 소설에서 한손에는 칼을, 한손에는 총을 든 채 아빠를 겨누

151) ｢거울이 거울을 볼 때｣, 바닷가 마지막 집, 생각의나무, 1998.
152) 이 소설이 조망하는 남자들의 ‘남성성’은 사회문화적으로 규범화된 남성성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문제적인 지점을 노출하고 있다. 가령, 소설 속 ‘나’
를 둘러싼 남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남성성을 수행한다. 남편의 
경우 ‘나’와의 관계에서 “성적으로 이용하고, 전적으로 나의 성을 관리하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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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들의 모습과, 그런 아들이 “자신이 나와 버린 천국”153)인 엄마의 몸을 

결코 되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아들-아버지-어머니로 구성되는 오

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구도를 의식적으로 환기한다. 마찬가지로 소설에는 그

러한 남성들에게 지배되는 여성들의 심리에 대한 서술도 종종 발견된다. 예

컨대 주인공 ‘나’는 여성들이 남자에게 자신을 ‘허락한다는 것’의 의미가 결

국 자신을 “포장된 선물 꾸러미처럼”154) 놓고 기다리는 것에 불과한 현실을 

일종의 기만이라 판단한다.155) 이러한 기만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세상의 모

든 ‘첫 관계’가 강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목들은 여성의 순결/수동성이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상황을 통해 남성 기

준으로 이론화된 정신분석학의 능동성/수동성의 대립을 문제화하는 것으로

서 이후 작품들이 보여준 여성의 성욕과 쾌락에 대한 탐색과도 연결될 수 

있다.

제든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합법성을 행사한다. 반면, 남편의 친구이
자 “호모적인 자질”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예민하고 부드러운 정해형은 “남자로
서 핵심적인 한 부분이” 결핍되어 있다. 남편의 첫 직장 선배인 D는 ‘나’에게 
집요하게 관계를 요구하며 “위법적인 욕구”를 과시하는 위험한 존재로 나타난
다. 정해형을 제외한 남편, D가 그 근원적 결핍으로부터 여자들을 소유하고 정
복하기를 바라는 욕망을 표출할 때, 그것은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물론 이 
지점에서 남성들을 여자에 대한 정복욕을 표출하는 남성(D, 남편)과 그렇지 않
은 남성(정해형)으로 양분하게 될 때, 사실상 정해형이 가진 ‘호모적인 자질’은 
곧 ‘여성적인 것’과 동의어가 되면서 그 차이를 가리는 이분법적 상상력을 강화
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153) 전경린, ｢남자의 기원｣, 염소를 모는 여자, 문학동네, 1996, 172면. 이하 소
설 본문의 직접인용은 이 판본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154) “나를 포함한 그녀들은 서둘러 꾸며진 여성적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욕구를 
기만한다. 그들은 포장된 선물처럼 열려지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모든 첫 
관계는, 심지어 공식적인 결혼을 한 초야조차도 흡사 강간적인 요소를 띠는 것
이다. 오해와 오해가 맞물리는 동의하는 강간과 동의하지 않는 강간의 차이를 
가엾은 남자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남자들로서는 오히려 밀어붙이면 가능한 상
황인가 아닌가가 더욱 뚜렷한 여자의 의사표현이 되고 말 것이다.” (186)

155) 송은영은 ｢남자의 기원｣에 나타난 다음의 대목(“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가 모
든 행위를 할 것”)을 들어 전경린의 여성인물들이 “수동적이고 연약한 여성상”
을 보여주고 있는 예시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대목이 과연 ‘수동성’으로 읽힐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성의 ‘수동성’을 ‘기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전후의 맥
락을 염두에 둘 때, 이는 여성들의 기만적 수동성의 조건이 되는 구조를 문제삼
는 대목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송은영, ｢미문의 환상-지금 여기의 바깥을 상상
하는 문학｣, 작가세계 15(3), 2003.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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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 ‘나’가 자신을 욕망하는 

D에게 취하는 태도는 다소 모호하게 읽힐 여지가 있다. ‘나’는 D가 가진 

위법적인 욕구(=정복욕)의 폭력성을 알면서도 테러리스트와 같은 그의 강렬

함에 이끌리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결말부에서 결국 자신을 가지기를 원하

는 D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정복욕을 채워주지 않겠다는 ‘나’

의 다짐은 스스로를 남성의 욕망을 위해 놓인 수동적 대상으로서 의미화 하

지 않겠다는 전략적인 결단으로 독해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이 소설은 

정복자로서의 남성과 정복되어야 할 장소로서의 여성의 몸이라는 공간적 메

타포를 통해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공간화하며 이를 ‘점유’하고자 하는 폭

력의 구조를 강렬하게 드러내며 남녀 간의 권력과 그 소유의 문제를 여성의 

위치에서 포착해내고 있는 것이다. 

1997년 발표된 ｢세 번째 묘지, 세 번째 계곡, 세 번째 폭포｣(연재 당시 제

목)는 늑대 여인이라는 신화적 형상을 고전서사의 형식을 차용하여 풀어내

고 있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듬해인 1998년 여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어른을 위한 동화’로 출간되었다가, 소설집 물의 정거장에는 ｢달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수록되는 이 작품은 익숙히 알려진 ‘선녀와 나무꾼’의 

플롯을 늑대의 본성을 가진 여인과 남편의 이야기로 각색한 소설이다. 홀어

머니와 사는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겨 그녀와 아이를 낳고 살다가 다시 

선녀가 하늘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나무꾼 설화의 기본 구조는 소설에서 나

무꾼 ‘정이’가 산 속에 쓰러져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하고 데려와 그녀에게 

청혼하게 되는 과정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 여자는 하늘에

서 내려온 ‘선녀’가 아니라 “야생짐승의 혼”을 가진 늑대 여인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여자는 남자와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던 중, 보름

달 밤에 자신을 찾아온 늑대들(‘언니들’)을 통해 자신이 어디에서 온 존재인

지 알게 된다.

이 소설의 결말부는 소설집(물의 정거장)에 실린 판본인 ｢달의 신부｣와 

‘어른 동화’로 출간된 여자는 어디에서 오는가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경우 자신의 기원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이들과 남편, 시어머니와 이

미 얽혀버린 현실의 운명을 버리지 못해 결국 현실에 남은 여자가 늑대의 

길을 잊게 되는 장면에서 끝난다면, 후자에서는 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화적떼가 습격하는 사건까지 이야기가 연장되어 있는 것이다. 두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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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적 차이는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여자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는 화적떼로 인해 딸을 잃고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던 여자가 오랜 

세월 끝에 다시 열린 ‘영혼의 길’을 따라 ‘자매들’과 함께 늑대의 삶으로 돌

아갈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늑대여인의 형상을 통해 동화적으로 재구성된 이 소설은 자신의 기원과 

본성을 잊은 채 현실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여자의 삶과 ‘나쁜 꿈’임을 

알면서도 없는 셈 치기 어려운 현실의 끈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집 떠남

의 결단이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작

가가 “결혼한 모든 여성들에게, 그리고 자신과 결혼한 여성이 누구인지 모

르는 모든 남성들에게”156) 전하고자 한 이 동화는 가족신화와 결혼의 구속

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그럼에도 그들 자신의 ‘짐승’의 본성을, 

‘자매들’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듯 보인다. 

전경린의 문학은 여성(성)이 무엇인지를 되묻는 과정으로서 남성을 기준

으로 공식화된 정신분석의 담론을 비틀어보거나, 역사 속에서 지워진 여성

의 ‘본능’과 힘을 발견해 그것을 신화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지워

진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발견, 복원한다. 이를 토대로 ｢염소를 모는 

여자｣와 불륜서사에서 여성인물들은 이질적인 것들을 감각하고 몸의 끓어오

르는 충동을 느끼며, 자기 안에 잠재된 쾌락과 변화 가능성을 이끌어낸다. 

기존의 남성중심의 질서와 체계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이러한 충동, 욕동, 이

질적인 것들의 발산은 그 자체로 일상의 작동 방식을 되비추고 파열시키는 

거울로서 작동한다. 여성성의 근원을 묻고 그 자리에서 여성 서사를 다시 

쓰는 전경린의 작업들은 환원불가능한 성차를 존재론적 토대에 두고 그로부

터 여성의 재현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그 자신의 성

차화된 ‘몸’을 인식/감각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여성은 욕망하는 주체로 거

듭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여성 섹슈얼리티와 쾌락의 문제에 더욱 천착하

고 있는 1990년대 후반의 소설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56) 전경린, ｢작가의 말｣, 여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문학동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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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밀애의 성정치: 차이화 전략으로서의 ‘통속’  

여성의 몸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의들이 매우 복잡한 논쟁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몸을 통해 여성의 해방을 그려낸 전경린의 작업 

들을 독해하는 과정 또한 논쟁의 지점을 내재하고 있다. 이는 가장 먼저 근

대적 정신/육체의 이분법 속에서 몸이 항상 여성의 장소로서 할당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연관된다.157) 역사적으로 여성의 몸은 17세기 근대 과학주의 

성립 이후, 여성과 자연의 동일시라는 고전적 관념에서 나아가 여성과 자연

을 열등한 위치로 간주하고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어 왔다.158) 이른바 

근대성을 상징하는 이성과 합리성은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간의 거리 유지

를 핵심 전제로 삼는바, 남성 주체는 이러한 거리유지가 가능한 탈체현된

(disembodied) 존재로, 여성은 자연의 일부이자 육체(몸)의 종속에서 벗어나

지 못한 체현된(embodied) 존재로 이분화되어 이해된 것이다. 이는 피지배 

집단은 몸을 통해서만 정의되고 몸 안에 가두어지는 반면, 백인-남성으로 

대표되는 지배집단은 보편적/중립적/비체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

과도 상통한다.159)

 가부장제 하의 고정된 몸 개념은 생물학적 관점에 의거하여 여성의 몸을 

재생산의 기능에 한정하면서 사회규범적인 모성 이데올로기 혹은 보호의 논

리를 자연화한다. 이에 따라 여성의 신체는 특정한 사회역사적 지배질서의 

필요에 맞게 통제/관리/규율되는데, 이러한 신체정치는 페미니즘 실천에 있

어 여성들이 어떻게 규범화된 몸의 필요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그 자신의 몸

의 경험을 긍정하는 존재방식을 탐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발생시킨

다. 전경린이 시도한 여성서사의 기획은 여성 주체성의 재현이라는 틀에서 

환원불가능한 차이로서의 ‘성차’를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여성의 몸에 대한 

적극적인 재구성을 모색한다. 남성의 완전성을 채워주는 보충물로서의 불완

전한 몸이 아닌, 자기쾌락을 만들어내는 여성의 몸이 가진 가능성은 전경린

의 문학이 설정한 정치적, 문학적 투쟁의 자원으로 나타난다.160) 

157)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아카데미, 
2017, 97면 참조.

158) 질리언 로즈, 앞의 책, 92면. 
159) 린다 맥도웰, 앞의 책, 같은 면. 
160) 이리가레에 따르면 남성과 다른 여성의 몸에 대한 담론화는 정치적, 성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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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성 담론이 무수히 쏟아졌던 1990년대의 상황에서 여성해방 담론의 

중심에 놓인 것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161) 여

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발화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억압적 구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스스로의 욕망과 에로티

시즘을 구성해내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전경린의 소설들은 여성 섹

슈얼리티의 서사적 재현을 통해 성 정치를 모색한다. 특히 전경린은 남편과 

아내라는 제도적 승인이 따르는 관계 내에서만 가능해지는 ‘안전한’ 섹슈얼

리티를 문제화하기 위해 제도나 관습에서 벗어난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그려

낸다. 이 절에서는 전경린의 문학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염소를 모는 여

자｣를 통해 남성을 기준으로 상상된 여성의 신체 이미지와 욕망을 전도시키

는 전경린의 전략이 어떻게 이질적인 것들을 감각하는 몸의 문제로 현상되

는지를 밝힌다. 이어서는 신체적 마주침과 여성 섹슈얼리티의 긍정이라는 

틀 속에서 전경린의 문학이 이른바 ‘불륜소설’에 대한 천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1990년대 전경린의 대표작으로 손꼽힌 ｢염소를 모는 여자｣는 기혼 여성

의 일상과 가정으로부터의 탈출로 이어지는 여성의 ‘자아 찾기’라는 주제가 

‘염소’라는 신화적 형상과의 조우라는 사건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 매우 흥

미로운 소설이다. 소설은 결혼생활의 일상적 권태와, 주부로서의 삶의 폐쇄

성을 인식하면서 무력한 하루를 보내던 30대 가정주부인 ‘나’(윤미소)가 계

속해서 염소를 맡아주기를 부탁하는 한 남자의 전화에 시달리게 되며 벌어

지는 변화를 그린다. 무기력한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나 이외의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162)은 마음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나’는 심연에 이끌리듯 

제적 투쟁에 힘을 부여하는 ‘핵심적 공간’으로 설정된다. 여성의 몸을 담론화하
는 것은 남성적 상징계가 삭제한 것을 담론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남성들의 표
상과 이론, 실천을 위협하는 정치적 행위가 된다. 이현재, 앞의 글, 22-24면. 

161) 성 담론이 집중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1990년대의 한국사회의 상황 속에서 
페미니즘이 구성하는 섹슈얼리티 담론은 크게 성 검열 담론과 여성해방 담론으
로 구분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과 성폭력이 구분되기 어려울 정도로 착종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와 교육을 강조하는 성 검열 담
론과는 달리, 여성 해방 담론은 여성의 성욕과 쾌락, 성적 자기 결정권의 실현
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조주현, ｢섹슈얼리티와 페미니스트 성 윤리｣, 여성 정체
성의 정치학, 또하나의문화, 2000, 108면. 

162) 전경린, ｢염소를 모는 여자｣, 앞의 책, 21면. 이하 소설 본문의 직접인용은 이 
판본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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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염소를 맡아달라는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편의 반대로 인해 낮

에는 베란다에서 밤에는 바깥에서 염소를 돌보기 시작한다.163) 이 과정에서 

가까워진 ‘박쥐우산을 쓴 청년’은 그녀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준 특별한 존

재로 각인되기도 하는데, 우산 아래 자신만의 공간인 ‘숲’을 간직함으로써 

세상을 견뎌내던 청년은 결국 발작을 일으켜 구급차에 실려 가고 만다. 

이 소설에서 염소라는 “자기 내부에 틀어박힌 자의 침묵과 일체가 되어버

린 슬픔”이나 “푸른 심연의 경지”와 같은 초월적이며 자연적인 근원의 형상

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164) 대학시절 속세의 삶을 버리고 승려가 된 친구 

현수처럼 일상의 세계 바깥으로 자기 운명을 내던져버리고 싶어 하는 ‘나’

의 충동이 염소라는 상징과 결합하여 소설 전체의 주제와 분위기를 형성하

고 있는 것이다.165) 염소를 기르는 과정 속에서 ‘나’는 자신의 내부에 숨겨

져 있던 염소의 얼굴을 발견함으로써 몸의 감각을 통한 스스로의 존재성을 

새롭게 확인하게 된다.

우산은 지붕처럼 커 보였다. 어쩐지 그가 언제나 우산을 쓰고 다니는 

기행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어쩌면 내게 결핍되어 있는 부분

도 바로 저 우산 같은 것이 아닐까…… 나는 손을 펴고 청년의 입술이 닿

은 곳을 가만히 보았다. 그것은 불손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형태

가 아니라 본질에 입을 맞춘 것이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하나하나 만

져보았다. 고양이가 제 털을 제가 핥듯이 쓸쓸하고 따스하게, 그것밖에 할 

163) 염소를 맡긴 남자는 새어머니의 사십구재 날 무덤 앞을 지나가던 염소가 그
날 이후 자신의 늙은 아버지에게 아내의 영혼으로 각인되었다는 사실을 ‘나’에게 
전한다.

164) 소설에서 염소는 그 자체로 야생성의 기호이자, ‘나’가 자각하는 자기 삶의 
‘본질’을 대변한다. 아파트/도시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길러질 수 없으며 끝없이 
푸른 풀밭과 숲이라는 자연을 그리워하며 우는 염소의 형상은 원초적 삶에 대한 
‘나’의 욕망을 반영한다. 그 결과 ‘나’가 운명처럼 염소에 이끌려 자기 안에서 염
소의 얼굴을 발견하고, 염소와 함께 집을 나서게 되는 서사의 흐름은 그녀가 
‘자기 운명’을 결단하는 과정이 결국 염소가 지닌 야생성을 따르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나’와 염소의 조우는 살아있음의 근원으로서 자연(=생명
력, 본능)과의 실존적 대면에 가깝다. 

16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설 속에서 속세를 벗어난 현수와 우산아래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청년, 염소에 이끌리는 ‘나’로 대변되는 세 인물
은 모두 주어진 운명의 궤도에서 벗어나 “심연을 향해 떨어지는” 삶을 택하게 
되는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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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는 듯이 무료하게…… 두꺼운 슬픔의 퇴적층을 읽듯, 손등 위로 

눈물이 툭 떨어졌다. 놀라운 것은 나 자신까지도 남편과 공모해 나를 방

치해왔다는 사실이었다. 나의 손가락들 나의 무릎, 나의 등, 나의 귀, 나의 

가슴, 나의 겨드랑이…… 그것이 왜 남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

다는 말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것이 아니던가. (57-58) (강조

–인용자)

그녀가 그동안 방치해왔던 자신의 몸을 ‘거울’을 통해 다시 감각하는 장면

은, 남성 주체의 거울로써 그들을 통해서만 몸의 형태를 부여받았던 여성이 

그 자신의 거울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가리키는 장면으로 읽힌다. 일찍이 

이리가레는 이러한 남성 주체의 드라마 속의 ‘거울’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

가 여성의 신체를 반영하지 못함을, 나아가 여성 신체를 ‘거세된 것’이라는 

결함으로 치환해버린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166) 여성은 남성의 동일성

을 확인하기 위한 거울에 지나지 않음을 비판하며 이리가레는 남성 동일자

를 비추는 평면거울을 되비추는 ‘반사경(speculum)’을 비판의 핵심적인 은

유로 사용한다. 이리가레의 거울 개념은 주로 여성 혹은 여성의 몸을 이해

하는 왜곡된 도구를 나타내는 은유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왔으나, 이리가레 

스스로는 그것을 단순히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남성주체를 형성하는 데 동

원되는 은유적 개념만이 아니라 담론 내부에서 세상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

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동원된 개념에 가깝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남성중심의 담론 내부에서 작동하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울 전체를 

문제삼는 의도를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67)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볼 

때 소설의 ‘나’가 다시금 자신의 거울을 통해 신체를 인식함으로써 새롭게 

주체로서의 자신을 각성하는 위의 장면은 남성 주체의 드라마를 비틀어 그

것을 여성 주체의 탄생 드라마로 전복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오랜 시간 남편을 경유하지 않은 채로는 의미화될 수 없었던 몸

에 대한 이러한 주인공의 자각은 남성 의미경제의 이전/바깥에서 ‘나’를 형

성하는 몸 자체, 그녀가 그녀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몸에 

166) 황주영, 뤼스 이리가레,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3-6면 참조.
167) 김수진, ｢성적 차이를 사유하는 새로운 지평｣, 여성주의 고전을 읽는다, 한

길사, 2012, 4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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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유를 촉발시킨다. 이는 결혼 제도 속에서 남편/아이들을 위해 기능

적으로 복무했던 그녀의 몸이 다시금 능동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나’의 인식은 자신의 몸을 규정짓고 억압하는 

남편(의 몸)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형태로 극명하게 표출된다.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참을 수가 없―어.”

나는 삼분의 일쯤 잠에 묻혀 있어서 내 음성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

는 질기고 긴 섬유질처럼 목구멍에 감겼다.

“어디서 냄새가 난다는 거야?”

“당신 머―리에서. 타버린 찌개 냄비― 냄새가 나.”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태운 찌개 냄비 냄새가 왜 내 머리에서 난

다는 거야?”

“정말 나―요.”

“그만해. 자, 자, 음―.”

그가 내 몸에 체중을 싣고 귀 뒷목에 입술을 갖다 댔다. 냄새가 코로 

들어와 숨을 막았다.

“아―.”

그를 밀어내다가 안 되자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그의 등을 내려쳤다.

“이 여자가 왜 이래?”

“머리 좀 치워요! 못 참겠어.”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발길질을 하며 소리

쳤다.

“더러워!”

그가 나의 목에서 입을 떼었다. 그리고 따귀를 후려쳤다.

“썅년! 더러워?”

눈을 뜨자 미등의 희미한 빛 속에 윗옷을 벗은 남편의 상체가 보였다. 

“내려 가줘.” 내가 중얼거렸다.

“참 더러워서, 니 몸에서 염소 노린내와 쉰 오줌 냄새가 난다는 거 너 

알아? 골이 지끈지끈해. 온 집 안에 쏘는 듯한 염소 오줌 냄새가 난다구!” 

(60-61) (강조–인용자)

이 장면은 남편의 세계와 분리되어 그것에 저항하는 ‘나’의 불화와 그러 

존재론적 강렬함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서 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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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냄새를 느끼면서 그에 대한 역겨운 감정을 표출하는 ‘나’의 모습은 

바로 남편의 폭력과 그로 인해 성립되었던 과거의 감각들에 대현 격렬한 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남편에게도 “염소 오줌 냄새”와 같은 이

질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대목에서 염소의 야생성은 ‘냄새’라는 구체적인 감

각으로 현상되며, 남편과 ‘나’의 일상을 침범하여 이전까지 작동되던 가정의 

역학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염소의 냄새에 동화되어가는 ‘나’의 몸은 그런 

의미에서 남편에게는 절대적인 이질성으로 감각되는 것이다.

동시에 몸의 감각을 통해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새롭게 인식하며, 자기욕

망에 따르는 삶을 결단하게 되는 이러한 서사적 과정은, 여성의 성욕/쾌락

을 발견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이리가레는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육체를 

모델로 구축된 남성 형태학168)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여성의 몸과 감각의 문

제를 여성의 욕망과 쾌락에 대한 설명으로 확장시키면서, 지배적인 남근체

계 안에서 여성의 욕망이 남성의 성적 환영을 작동시키기 위해 동원됨을 지

적한다.169) 여성의 몸과 쾌락에 대해 알지 못하는 남성들이 그들을 자기 쾌

락의 ‘대상’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의 ‘시선’을 받는 대상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문화적 가치체계 안에서 여성들은 그 자신의 욕망을 페니

스의 소유를 위한 욕망으로서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리가레는 이러한 남근중심적 상상력에 일치하지 않는 여성의 섹슈얼리

티, 언어를 “아무것도 아니고 동시에 전부이기도” 한 것으로 표현하며, ‘여

성(적) 상상계(La Femme Imaginaire)’170)에 속한 것으로 개념화한다. 그에 

168) “이리가레에 따르면 상상계는 신체적인 것의 상상적 형태학(the imaginary 
morphology)으로 구성된다. 즉 상상계의 무의식과 욕망은 주체의 신체 이미지
를 바탕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남성 신체의 형태학의 특징과 
여성 신체의 형태학의 특징을 갖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상상계가 있는 것이
다.” 황주영, ｢이리가레의 스펙쿨룸: 성차와 여성의 정체성｣, 진보평론 35, 진
보평론, 2008, 18면. 

169) 뤼스 이리가라이,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2000. 33-34면. 
170) 이리가레의 상상계 개념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상상계 개념과의 관련성 속

에서 해석되어온 측면이 크지만, 오히려 현상학적 ‘상상적인 것’ 의미와도 연관
되어 있다. 윗포드에 따르면 정신분석학의 상상계가 기표의 상징화 이전의 무의
식의 차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징계의 효과로서 분리되는 것에 반해, 이리가
레의 상상계는 의식적인 차원(현상학적 의미)과 무의식적인 차원(정신분석학적 
의미)을 혼합하는 것으로서 상징계와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김남이, ｢
촉각의 현상학과 그 미학적 함의: 뤼스 이리가레의 여성 주체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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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하나의 기관이나 오르가즘으로 환원될 수 없

으며, 동일한 것에 집중되지도 않는 무정형적이며 다수적인 것이다. 남근형

태학의 시각적 형태, 남성중심적 상징계의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는 것으로

서 여성의 몸의 형태학은 자신 안에서 쾌락을 만들어내는 차이171)로서의 여

성의 몸을 주조한다. 이때 형성된 여성의 몸과 그 이질적인 힘은 “남성에게

는 참을 수 없는 것”172)이 되는데, ｢염소를 모는 여자｣에서 염소의 이질성

에 동화되어가는 ‘나’의 몸에 대한 남편의 거부감은 여성의 몸의 차이가 발

생시키는 남성체계에 대한 위협과 파괴력에 대한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염소를 모는 여자｣는 아파트 공간으로 대변되는 가부장적 규범이 일상화

된 공간 속을 틈입하는 ‘이질적인 것들’과의 조우가 ‘나’의 존재성을 되묻게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염소와 박쥐우산 청년이라

는 신화적, 비합리적 존재와의 접촉은 주인공 여성이 일상 안에서 이질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며, 이러한 차이에 대한 감각이야 말로 그녀의 

집 떠남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173) ｢염소를 모는 여자｣에 나타난 이러한 이

질적인 것들과의 강렬한 마주침은 일상성에 균열을 내는 ‘차이’의 감각들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큰 기획 속에서 읽힐 필요가 있다. 그러한 독해가 가

능해질 때, 이후 전경린의 문학에서 적극적으로 부각되는 ‘불륜’의 주제가 

171) 이현재, ｢지워진 여성의 몸: 코라와 물질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
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22-24면.

172) Luce Irigaray, Speculum of the Other Woman, translated by Gillian C. 
Gill, Cornell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5a, p.50. 이현재, 앞의 글 24면
에서 재인용. 

173) 여기서 자기 운명의 결단을 통해 염소와 함께 집을 떠나는 ｢염소를 모는 여
자｣의 마지막 장면이 두 번째 소설집에 실린 ｢밤의 나선형의 계단｣과 짝을 이
루고 있다는 점 또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밤의 나선형 계단｣은 ｢염소를 
모는 여자｣에서 집을 떠난 여성이 남겨두고 와야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금 환기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어린 딸의 시선에서 황폐화된 집과 지쳐버린 
엄마의 모습을 매우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소설에서, 아직 누군가의 보살
핌과 애정을 필요로 하는 열 두 살의 ‘여자애’는 엄마의 트렁크에 고양이 ‘메메’
를 넣고 그것을 호수에 던져버리는 환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엄마와의 ‘분리’로부
터 자신을 보호하는 독특성을 보인다. 소녀는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엄마를 이
해하기로 이미 결심”할 수 있게 된다. 소설 속 소녀는 ‘선생님’의 비밀과 ‘엄마’
의 결심을 자신의 환상적 세계 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 
전경린의 소설에는 주어진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결단하는 ‘엄마’만큼이나 자
신을 보호할 수 있는 ‘딸’이 있다. 전경린, ｢밤의 나선형 계단｣, 바닷가 마지막 
집,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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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프의 차원이 아닌, 일상 속에서 이질적인 것들을 감각하고자 하는 욕망

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염소를 모는 여자｣가 염소라는 신화적 형상을 통해 남성체계의 안온함을 

깨뜨리는 이질적인 감각의 파급효과를 그린 소설이라면, ｢봄피안｣이나 ｢남

자의 기원｣, 바닷가 마지막 집에 실린 ｢오후 네 시의 정거장｣ 등의 소설

에서는 모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접촉을 통해 관성화된 삶에서 벗어

나고자 하는 인물들의 욕망이 드러나는 소설들이다. 여기서는 ‘불륜 관계’를 

모티프로 삼은 작품들 중에서도 대중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작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1998)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1997년 발표된 첫 장편 아무 곳에도 없는 남자에서 주인공 여성과 ‘이나’

와 옛 연인인 ‘태인’, ‘정서현’ 사이의 관계가 결혼 제도로 환원되지 않는 관

계성으로 나타났다면, 1998년 동아일보에 연재되어, 1999년 출간된 전경린

의 장편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은 그녀가 줄곧 그려온 기혼 여

성의 삶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 무너지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하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연재 당시에도 “도덕의 파괴자”라는 항의와 열성적인 지지를 

동시에 받으며174) 독서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이 

소설은 2000년대 초반까지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누리다가, 2002년 변영주 

감독의 밀애로 영화화175)되면서 다시금 화제의 중심이 된다. 이 작품이 

번번이 ‘윤리성’이나 정사(情事) 장면을 중심으로 한 ‘통속성’의 논란에 휩싸

이면서도 독자/관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작가 스스로 

174)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출간 전경린, 여성 시각서 그린 ‘불륜’… 
본보 연재 때 화제 만발｣, 동아일보, 1999.8.7.

175) ‘격정 멜로’라는 타이틀로 소개된 영화 밀애는 변영주 감독의 첫 장편 극영
화로, 당시 ｢낮은 목소리로｣ 등 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해 주목받은 감독이 ‘불륜소설’을 영화화 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감독은 그러한 논란에 대해 스스로 이 영화를 ‘여성주의 <애마부
인>’이라 적극적으로 명명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애마부인｣이 그거 아닌
가? 남편으로부터 상처받고 방황하는 한 여자가 어느 날 어떤 남자를 만나서 새
롭게 눈을 뜬다…. 이 얼마나 천박하고 유치한가. 그런데 난 그것의 시선이 바
뀌어지는 순간, 너무너무 재미있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권력자, 가진 자
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성의 시선으로 바꿔서 보여 진다면 그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 일인가.” 변영주, ｢문화인물탐험- ‘밀애’에 빠진 변영주: 
여성주의 ‘애마부인’을 찍다｣, 월간 말,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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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 사랑을 철저히 ‘여성의 시선’에서 그리고자 언급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평범한 주부인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욕

망에 의해 바꿔나갈 수 있는지를 전면적인 주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설의 프롤로그는 집을 버리고 떠난 이후의 ‘나’로부터 일 년 전 ‘그 마

을’을 떠올려보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지도상의 표기된 그곳이 아무런 의미

가 없듯이, ‘나’(미흔)는 이제는 아무도 없을 그곳을 떠올리며 지난여름을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낀다. 사건이 되는 이야기는 지난해 여름 그 마을이 

아니라 그로부터 이년 전 크리스마스 남편(효경)이 경영하던 인쇄소의 여직

원이 집에 찾아온 날로부터 시작된다. 크리스마스 날 집에 찾아와 남편을 

‘오빠’라 부르던 여자는 자신과 남편의 사랑을 폭로하고 ‘안전주의자’인 ‘나’

의 삶을 비웃는다. 이로부터 인생의 단 한 남자(남편)를 믿고 살아왔던 ‘나’

의 믿음은 “생을 빼앗아버린” 고통으로 각인된다. 과거에 사랑했던 남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나’의 인식은 남편의 ‘냄새’가 싫어지기 시작하

는 것에 의해 자각된다. 그의 부정한 육체를 조롱하는 몸의 거부감 때문에 

그와의 섹스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는 자신과 남편의 두 몸 사이에 너무

나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음을 느낀다. 

‘나’와 남편의 돌이킬 수 없는 삶은 남편이 제안한 시골생활에 의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지방 소도시의 한적한 동네로 이사를 한 ‘나’는 언

덕길에서 마주친 염소와 노파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없는 운명을 예감한다. 

여기서 운명의 전조는 우연히 만난 ‘그 남자’(규)와 사 개월 간의 위험한 

“구름 모자 벗기 게임”176)에 빠져드는 것을 예고한다. 이들의 게임이 결코 

자신들의 말처럼 한 순간의 게임으로 남지 않으리라는 것은 소설의 시작부

터 이미 예견된 일이다.177)

통증이 독처럼 살 속으로 퍼지는 것이 보였다. 내 몸 속 아주 깊은 곳

에도 지긋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가 돌연 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손

176) 1998년 동아일보에 연재될 당시의 제목은 ｢구름모자 벗기 게임｣이었다.  
177) 이러한 암시는 작품 초반부에 등장하는 ‘나비’ 이야기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나’와 ‘규’의 대화에 등장하는 나비의 이미지는 날기 위해서는 몸이 뜨거워져야 
하는, 몸이 뜨거워지기 위해 제 발로 불 속으로 날아드는 행위에 대한 비유로 
나타난다. 이는 나비가 가진 “체온에 대한 욕망, 비상에 대한 욕망”으로 표현된
다. 여기서 나비의 삽화는 ‘나’와 ‘규’의 관계가 자기의 삶(비상)을 위해 불구덩
이 속으로 뛰어드는 파멸로 귀결될 것임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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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으깨어 즙이라도 짜겠다는 듯 꽉 쥐었다. 이상하게도 엉뚱한 행동 같

지가 않았다. 나는 손을 뿌리치는 대신 통증 때문에 입술을 깨물었다. 반

지의 장식이 손가락 사이에 끼어 손가락뼈가 부서질 것만 같았다. 

“아……”

내가 눈을 감으며 신음 소리를 내자 그는 놀란 얼굴로 천천히 손을 열

고 나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의 한쪽 팔을 거세게 끌고 걷

기 시작했다. (…) 

외로운 눈이었다. 내 몸의 가난처럼 그 남자의 가난을 알아챌 수 있었

다. 이해할 수 없게도 그는 마치 나와 그렇게 마주 서기 위해 줄곧 내달

려온 외로운 마라톤 선수 같은 표정을 짖고 있었던 것이다. 늘 그렇지만 

그런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어떤 사람이 다시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

게 되는 일. 그 영혼을 보아버리는 일. 

나는 즉시 그를 통째로 이해해버린 느낌이었다. 어떠면 그 이후에 오는 

시간, 요컨대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그 시간이란 오히려 우리가 상대를 재

확인하는 낭비의 시간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81-82) (강조–인용자)

운명의 전조와 어긋나지 않게 ‘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 ‘나’가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내용은 ‘불륜’을 모티프로 한 낯익은 서사적 전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경린의 소설에서 보다 강조되

는 것은 ‘나’에게 있어 규와의 관계맺음이 무엇보다 몸의 맞닿음으로 경험

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때의 몸의 감각은 타인과의 결합 속에서 ‘나’의 

살아있음으로 감각하는 과정으로 드러나는 바, 자기 존재성 자체를 ‘다른 

것’이 되게 하는 과정으로 비약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규의 몸과 결합하는 

그 순간은 ‘나’에게 스스로의 실존을 몸으로서 감각하게 되는 과정이자, 다

른 존재가 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나는 유체이탈된 영혼처럼 나의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결합되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느끼며 동시

에 너무 생생하게 의식했던 것이다. 혈관이 진동을 일으킨 마지막 순간에 

경련이 반복되는 동안 밤하늘에 번갯불이 일어나듯 내 존재의 어두운 뿌

리에 불꽃이 하얗게 튀어 오르는 것이 눈에 보인 듯 했다. 두 번의 섹스

를 나눈 뒤 똑같이 잠이 들어 버렸다. ‘초원의 빛’이라는 모텔에서 나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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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미 어두워진 하늘 끝에서 밤바람이 불어왔다. (131-132)

 나는 그의 입 속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무언가 내 존재를 두껍게 도포

했던 각질층이 갈라지고 나 아닌 것이, 두렵도록 낯선 존재가 튕겨져 나

가는 듯했다. 나는 무화되는 공포 때문에 커다랗게 고함을 쳤다. 

“영화에서 들은 이야긴데, 옛날에 지도 그리는 사람들은 지도가 끝나는 

지점의 바깥 여백에 용의 나라라고 썼대요. 용의 나라…… 난 지금, 지도

의 바깥, 용의 나라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147-148) 

“…… 이대로 마을이 물에 잠겨버렸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브래지어를 풀어 바닥에 밀쳐

놓으면서 그의 몸 안으로 더욱 파고들었다. 온몸의 점막이 부풀어 올라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지점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놓아버리기만 하면 되었다. 이내 땀이 흘렀다. 그의 입술이 나의 두 눈을 

차례로 감겼다. 눈앞이 새하얗게 지워져갔다. 누군가 나의 눈을 뽑아가는 

듯이…… 빠져나간 눈 속에 새하얀 솜을 틀어막는 듯이. (171) (강조–인

용자)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규와의 섹스 행위를 통해 전달되는 ‘나’의 

감각들은 의식적/언어적인 것들에 완전히 담기지 않는 몸의 초과적 특성들

을 보여준다. 단지 몸의 표면에 감각되는 자극이 아니라 “유체이탈된 영혼

처럼” 몸의 내외부를 관통하여 결합되는 것, “통제를 벗어나는 지점”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식적, 물리적 감각을 넘어선 지점에서 그

녀가 느끼는 생생한 감각들은 그녀의 몸의 구성 자체를 재편하는 경험과도 

같다. 가난한 ‘나’의 몸은 내 존재 내부의 “나 아닌 것”이 튕겨져 나오는 

“존재의 변이”와도 같은 순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몸의 감각을 

여성 주체화의 중심적인 사건으로 배치하고 있는 이 소설은 여성적 차이를 

감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심점’178)이 그 자신의 신체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환기한다. 따라서 이때의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그 감각을 매

개하는 몸은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사회문화적으로 각인된 여성 몸의 제한

178) 전혜은, 섹스화된 몸, 새물결, 2010,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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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들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감각의 요청이라는 점에서 저항적 의미를 

갖는다.179)

이와 더불어 작품에서 짚어보아야 할 부분은 소설에서 ‘나’의 이야기와 중

첩된 ‘부희’의 서사이다. 소설에서 ‘나’가 규와 처음 만난 장소는 이미 ‘빈

집’이 되어버린 오래된 추문 속의 부희의 집 앞이다. 부희의 이야기는 국도

변 휴게소의 여자의 사연과 더불어 이 소설에서 ‘나’의 서사를 심화시키는 

중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열아홉에 임신한 몸으로 나이든 남자에게 시집

와 시아버지의 구박과 계속되는 농사일 속에서도 천진한 얼굴로 살아가던 

부희가 어느 날 집 안에서 간부(姦夫)와 정사를 나누다가 시아버지에게 발

각되어, 낫을 휘두르는 시아버지를 찔러 죽였다는 마을의 소문은 ‘나’의 운

명과 파멸을 어느 정도 예고한다. 그녀의 간부가 15년 전 열아홉에 낳은 아

이의 생부였으며, 그 재회가 “내 것이 아닌 삶” 속에서 유일한 것이었다는 

부희의 진술의 장면은 ‘간통’이나 ‘불륜’이라는 단어의 규정성을 돌아보게 

만든다. 

 ‘어차피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를 사랑했다. 애초부터 사랑하는 남

자의 아이를 낳아서 내 손으로 키우기 위해 열아홉 살의 나를 농사꾼에게 

팔았다. 그 삶은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재회를 없던 일로 하고 그대로 살까도 했었다. 그러나 난 그를 사랑했

다. 그런 사랑을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을 몰랐겠는가. 그날 시아버지

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낫에 찔려 죽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

다. 늘 무서웠지만 나는 사랑을 그만두지 않았다. 나에게 남자는 당신들이 

간부라고 부르는 내 아들의 아버지뿐이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당신들이 

말하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179) 주체성의 개념에서 주변부에 위치했던 여성의 몸의 재형상화를 시도하는 과
정에서 그로츠는 특히 몸이 외부의 사회문화적 메시지들이 각인되는 표면인 동
시에 완전히 사회구성물로만 환원될 수 없는 능동적인 물질성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몸은 ‘뫼비우스의 띠’라는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이자 외부인 
지점이며, 항상 내부와 외부의 상호작용의 경계지대, 통로로서 유동하는(volatile) 
장소인 것이다. 또한 그로츠에 따르면 “언제나 오직 특수한 몸”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몸이 그 자체로 동일한 것은 없으며 무수한 차이를 가진 다수의 몸임을 
지시하며, 이러한 인식에 근거할 때 유일한 몸의 형태로 상정된 모델을 해체하
는 몸의 재형상화 작업이 이루질 수 있게 된다. 엘리자베스 그로츠, 임옥희 옮
김, 뫼비우스 띠로서 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1, 8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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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는 부희가 사랑한 유일한 남자였어. 겨우 열아홉 살에 생을 저

당 잡히고 낳아 키워야 했던 아이의 아버지였고. 부희는 사랑을 한 거야. 

그런데도 부정이야?” (63-64) (강조–인용자)

 

재판장에서의 부희의 목소리를 담은 위의 대목은 오랜 역사 속에서 간통

이나 불륜이라는 죄목 하에 여성에게 비대칭적으로 가해지던 ‘부정(不淨)’의 

의미를 되묻게 만든다. 이전까지의 부희의 삶에 가해진 시부모의 학대와 끝

없는 노동은 ‘간부와의 정사’를 거쳐 일거에 ‘살인을 저지른 여자’라는 규정 

속으로 용해되고 만다. 이 지점에서 부희의 진술은 “시아버지를 죽이고 간

부를 안방에 끌어들인 독부”의 정사가 “아들의 아버지”와 이루어진 것이라

고 할 때, 간통과 부정이라는 법적/사회적 죄목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묻는

다. 부희의 삽화는 ‘정조 이데올로기’에 따라 여성에게 가중되는 법적/사회

적 차별의 지점을 가리키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나’의 상황으로 포개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폐허가 된 부희의 집 안에 남아있는 살림살이에는 자신의 것이 아닌 삶 

속에서도 가능한 행복과 의미를 만들어가려는 (부희를 포함한) 기혼여성들

의 노력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뒤집혀진 다음에 남은 훼손된 

부희의 집은 ‘나’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 효경의 폭력으로 덧씌워진다. 결국 

폐허였던 부희의 집은 불타 사라지고 부희의 집 대신 ‘내’가 살던 집이 마

을의 “부정한 소문”을 대신할 것이 암시되지만, ‘나’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

진다. 

이 낯선 도시에서 일 년이 넘도록 누구도 깊이 사귀지 않고 살아왔다. 

일 년 동안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건 거울이라고는 전혀 없는 벽의 세

상에서 사는 것과 비슷하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반향이 없는 삶. 안개가 

아직 쓰레기 더미와 뒤엉켜 잠들어 있는 박명의 시간에 대도시의 좁고 가

파르고 싸늘한 빌딩 숲길을 하염없이 걸어 나가고 있는 기분이다. 안개와 

모래가 뒤섞인 바람이 뭉클뭉클 부는 회색 사막을 걷는 듯 두 눈을 가느

다랗게 뜨고,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고……. 

언젠가 문 없는 벽을 지나온 것 같다. 그 후론 나를 괴롭힐 것이 남아

있지 않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평화. 가난과 고독, 불쑥불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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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화염같이 살갗을 데우는 기억들……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데도 생에 대한 나의 의욕은 불가사의하다. 다른 어느 때

보다 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세상을 향해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미흔이에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구요? 글쎄요. 어쩌

면 그건 아주 평범한 일이죠. 문제는 그것이 장롱 속에 잠들어있던 나를 

깨웠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화약처럼 불붙여 상상력의 끝까지 달려갔나

는 것이겠지요…….’ (283) (강조–인용자)

소설은 ‘나’와 남편의 관계로부터 초래된 불륜과 그 결말이 사회적/윤리적

으로 용인할 만한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인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나를 화약처럼 불붙여 상상력의 끝까지 

달려”가는 일인 동시에 “아주 평범한 일”로서, 일생을 거쳐 다시 체험되지 

않는 유일한 순간이자 그로 인해 변화한 ‘나’의 몸에 각인된 매일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다. 낯선 도시에서 사설 우체국 직원이 되어 살아가는 미흔은 

사람들 속에 깊이 적응하며 생활하지는 못하지만, 스스로를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서 느끼며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규와의 사랑은 윤리적 

죄악이나 회한에 쉽게 동일시되거나 한때의 가벼운 ‘장난’처럼 치부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한 여성이 세상을 다르게 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로서 의미화되기 때문이다. 

전경린의 ‘불륜서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나’의 삶의 변화가 남편의 외도

로부터 비롯된 것일지라도 그녀의 불륜의 결단이 남편의 외도를 대타적으로 

의식한 복수의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전경린의 여자들은 억압적

인 가부장제 구조와 사회 규범에 대해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남

성의 시선을 재-의식하거나 이전까지의 안정화된 삶을 돌아보지 않는 강경

한 태도로 자기감각에 몰두하고 그로부터 의미를 찾는다. 따라서 스스로의 

욕망이 불러올 파멸의 결말과 이후의 삶의 변화까지를 모두 승인하는 미흔

의 모습은 ‘불륜’이라는 일탈적 사랑이 소재의 진부함이라는 편견에도 불구

하고 어떻게 당대 여성들에게 해방의 상상력으로 감각될 수 있었는지를 가

늠하게 해준다.180)

180) 2002년 영화화된 밀애에 대한 원작자 전경린의 감상은 소설보다 영화에서 
보다 강조된 여성주인공 ‘미흔’의 홀로서기의 중요성을 짚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규를 죽음으로 처리한 것을 보면서, 변영주 감독은 적어도 1998년 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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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경린이 모색한 여성적 차이로서 몸의 감각과 여성 쾌락의 주제

는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불륜서사’의 층

위로 배치되는 동시에 대중적 욕망과 만나게 된다. ｢염소를 모는 여자｣가 

보여준 신화적인 것/초월적인 것들의 일상 속으로의 틈입은 ｢오후 네 시의 

정거장｣과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과 같은 전면적인 ‘불륜’의 플

롯 속에서는 오히려 현실화된 일상 속에서의 이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려는 

쪽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신체와 신체 사이의 ‘접촉’이 

불러오는 새로운 감각은 그녀 자신의 신체가 변화됨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나아가 흥미로운 점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이후 발표된 전경

린의 소설에 가해진 비판들은 많은 경우 그 비판의 지점으로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이후’를 특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은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을 두고 “본격문학의 외양을 두른 함량미달

의 낯 뜨거운 연애담”181)이라고 한 극단적 평가나,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1999), 난 유리배로 만든 배를 타고 낯선 바다를 떠도네
(2001), 열정의 습관(2002)로 이어지는 세 장편소설을 “전경린이라는 독

특한 작가의 파탄의 궤적”182)이라고 한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183) 

설을 쓸 당시의 나보다는 사랑을 더 긍정하고 신뢰하며, 더 깊은 몸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감독에 의해 재해석된 영화의 마지막 부분
이 특별히 좋았다. 미흔이 사진관에서 혼자 사진을 찍는 장면. 핑크색 벨벳 의
자에 어색하게 앉은 미흔이 문득 무표정한 얼굴을 풀며 웃는다. 나와 영화를 본 
다른 소설가는 미흔 역을 맡은 김윤진이 가끔 별 이유도 없이 웃는 것이 이상했
다는 말을 했지만 난 그 웃음이 좋았다. 어색함을 무마하려는 듯 시작된 웃음은 
차차 아름다운 흔적들과 담담한 기대와 충만한 영혼의 호흡으로 잔잔하게 나부
끼는 푸른 나뭇잎 같은 변한다.” ｢원작자 전경린씨가 본 ‘밀애’｣, 국민일보, 
2002.11.3.

181) 이명원, ｢‘마녀’는 어떻게 부드러워지는가｣, 주례사 비평을 넘어서, 한국출
판마케팅연구소, 2002, 141면.  

182) 윤지관, ｢비평은 있다: 신경숙, 은희경, 전경린과 관련하여｣, 창작과비평 
2002 겨울, 311면. 

183) 이명원의 비판은 전경린의 문학에 대한 비평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실 
비판의 목적 자체는 전경린의 문학에 대한 과잉 부여된 비평의 수사들을 문제 
삼으며 비평 권력 자체를 겨냥한 것에 가깝다. 해당 글에서 필자는 전경린의 문
학에 대한 상찬 혹은 ‘아우라’가 ‘문학동네’라는 출판권력, 비평가의 결합 관계에
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례사 비평’을 둘러싼 논쟁은 본 논문의 시기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되어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논쟁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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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박철화는 전경린의 소설의 질적 전환의 결정적 계기로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을 언급하며, 초기에 보여준 전경린의 제도 속

의 삶과 존재 자체가 원하는 삶 사이의 긴장의 밀도가 사라졌다는 비판을 

개진한다. 이러한 지적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버티고 사는 여성들

의 모습은 “남성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존재의 모습”이었으나, 

“자신의 몸과 내적 욕망에만 매몰”되는 여성들의 모습은 보편적 공감과 거

리가 멀다는 설명으로 이어진다.184) 이 대목은 ‘남성들의 공감’이 전제될 때

라야 ‘보편적 공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도 문제적이거니와 ‘보편

적 공감’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긴다. 실제로 전경린의 문학의 대중

적 인기는 오히려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이후’를 기점으로 전

면화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185)  

한편으로 전경린의 소설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도 “세상과의 고립을 통해

서만 가능한 자기 폐쇄의 방법”186)에 불과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했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이르면 “낭만적 사랑의 이데

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불륜의 플롯을 반복”187)한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시된

다. 전경린이 천착하는 일탈과 광기에 대한 욕망이 “그 실현불가능성으로 

인해 더욱 강렬하고 낭만적인 것으로 채색”되고 만다는 평가 또한 같은 맥

락에 있다.188) 자기폐쇄적인 쾌락의 탐닉, 제도 밖의 낭만화, 통속적인 불륜 

플롯의 재생산이라는 비판들이 그 자체로 적실한 지적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불륜 모티프의 통속성, 나르시시즘적 자아로의 고착이

라는 비판의 언어가 전경린의 ‘여성성’ 재현의 전략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반복된다면, 그 논리에 안에서 여성성의 재현은 어떤 식으로든 

필자들이 각각 신경숙, 은희경, 전경린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강조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84) 박철화, ｢연애, 성숙과 미성숙의 사이에서-전경린의 경우｣, 문학적 지성, 
이룸, 2004, 231면.  

185)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1999) 이후 출간된 2000년대 전경린의 소
설은 장편 난 유리로 만든 배를 타고 낯선 바다를 떠도네(전2권, 2001), 열
정의 습관(2002), 검은 설탕이 녹는 동안(2002), 소설집 물의 정거장
(2003), 황진이(전2권, 2004)로 이어진다.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을 
비롯하여 열정의 습관, 황진이 등은 장기간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186) 이선옥·김은하, 앞의 글, 62면. 
187)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199면.
188) 심진경, ｢소설의 매혹｣, 문학동네 2003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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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여성의 섹슈얼리티, 쾌락의 재현이 ‘남

성적 시선을 답습’하거나, 남성의 욕망에 복무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적이라

는 비판은 그 자체로 역설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여성 섹슈얼리

티의 재현이 문제화하고자 했던 남성 욕망-시선을 판단의 기준선으로 재도

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섹슈얼리티 재현이 갖는 의미와 한계

는 한 작가의 재현방식의 한계로 축소되기보다는,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페

니스 선망으로서만 경험하게 되는 현실적 작동을 문제화하고 그것에 저항하

는 증상들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구체화되어야 할 것

이다.189)   

불륜을 여성해방의 계기로 그리는 방식이 가지는 한계성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것이라면, 불륜이 해방으로 상상될 수 있었던 당대의 조건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남성)비평가들이 상업주의나 비평의 

수혜로 간주했던 전경린의 ‘불륜서사’는 오히려 대중적 공감의 역학과 함께 

고려될 때 그 의미는 더 풍부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시시하고 천박”하다

고 생각되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 “여성주의 ｢애마부인｣”을 찍겠다던 

여성 감독의 포부가 일상의 전복을 겨냥했던 것처럼,190) 경험으로서도 충분

하지 못했던 1990년대에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은 오히려 충분히 세속

화될 필요가 있었을지 모른다.

2000년대의 문학(장)에서 ‘여성문학’의 함의가 편향적으로 기울고 ‘나는 

여성작가가 아니’라는 자기부정의 선언이 통용될 때조차191), 전경린은 비평

189) “하나의 리비도를 잣대로 정의되는 여성이라면, 여성은 자신의 욕망을 페니스 
선망으로서만 경험할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성, 상상계, 언어를 용인하지 않은 
채 작동하는 여성억압체계를 사태의 전부이자 기원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집합적 존재, 유적 존재로서의 여성들의 성, 상상계, 언어는 이 
억압체계에 종속되고 저항하는 증상들을 보여준다.” 김수진, ｢성적 차이를 사유
하는 새로운 지평｣, 여성주의 고전을 읽는다, 한길사, 2012, 424면.

190) Q. 그래도 변 감독이 과거 했던 작업의 ‘무게’와 비교한다면, 뭔가 시시한 주
제를 잡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A. “나 결코 시시한 거 같지 않다. 거기 
삶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변하길 바란다면, 그 최고의 방법은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복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가
족, 약속, 결혼.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하찮을 수 있는 것인가. 불륜의 옳고 그
름을 가치 판단하는 건 자기 자신의 몫이다. 어떤 제도이거나 정치권력이어선 
안 된다.” 변영주, 앞의 글, 134면. 

191) 심진경, ｢2000년대 여성문학과 여성성의 미학｣, 여성과 문학의 탄생, 자음
과모음, 2015, 22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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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외면 받을지언정 성차를 자신의 글쓰기의 주제 바깥으로 놓아버리

거나 그것을 부정한 적은 없었다. 여성-되기의 과정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

별에 의거하여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별 권력의 비대칭성을 

가시화하는 부단한 운동이라고 할 때, 전경린의 이러한 ‘여성성’의 탐구를 

지배적인 것의 차이화로서 ‘여성성’이 하나의 지속적인 문학적 실천의 전략

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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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녀-되기의 시간성과 복수화된 주체

4.1. 소녀-고아들의 반(反)기억 서사

1990년대 문학(장)에서 배수아의 소설은 거의 빠짐없이 ‘새롭고 낯설다’는 

표현을 동반하며 조명되어 왔다. 1993년 소설과 사상에 ｢천구백팔십팔년

의 어두운 방｣을 발표하며 등단한 배수아는 첫 소설집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1995)에서 7~80년대에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도시의 아이들을 

그려냄으로써192), 90년대에 등장한 ‘신세대’의 새로운 문화적 감수성을 대변

하는 대표적인 작가로 자리매김 되었다. ‘문화의 시대’에 등장한 신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이었던 1993년~1994년 무렵의 시선에서193) “헤

이즐넛 커피, 피자, 다이어트 코크, 디즈니 만화와 홍콩 영화와 같은 문화적 

코드를 감수성의 기원으로 삼는 아이들의 등장”194)은 그 자체로 ‘신세대 문

학’의 출현으로 번역되었던 것이다. 배수아 소설의 새로움과 낯섦은 기존의 

한국문학의 과잉된 이데올로기와 역사적 무게로부터 이탈한 ‘이단적’ 텍스트

로서 비평(장)의 환호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195) 

그러나 배수아의 소설의 ‘새로움’은 신세대적 감수성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복합적인 측면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비평가들의 분석에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당대의 배수아 문학에 관한 비평을 크게 ⒜신세

대 문화의 코드와 관련성을 부각하면서 그것이 새로운 세대의 ‘성장소설’임

을 보여주는 경우196)와 ⒝신세대의 글쓰기, 서술/재현 방식으로서의 ‘이미

192) 정과리, ｢어른이 없는, 어른된, 어른이 아닌｣,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해설, 
고려원, 1995, 265~267면.

193) ‘신세대’라는 말은 1988년 한국일보의 기획 기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본격적
으로 이 ‘신세대’의 등장이 관심을 모은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다고 한다. 특
히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미메시스, 
1993)의 출간 이후 탈권위주의적,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하위문화 세대로서 
‘신세대’를 둘러싼 논쟁은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한다. 김호기·박태균, ｢신세
대 논쟁｣, 논쟁으로 읽는 한국 현대사, 메디치미디어, 2019. 225-226면 참조. 

194) 김동식, ｢우리 시대의 공주를 위하여—배수아론｣, 문학과 사회 1996 여름, 
762면.

195) 권명아,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 갈무리, 
2019, 19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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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주목한 경우197), ⒞가족 해체의 현실에 관한 ‘반영론적’인 관점198) 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들은 배수아의 소설에서 성장 ‘없는’ 세대의 

성장이나, 실재에 우선한 이미지, 가족해체라는 현상 등을 읽어내고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대체로 그녀의 소설이 후기 산업 

사회 현실의 반영 또는 포스트모던 글쓰기와 연관됨을 읽어내며 90년대 등

장한 새로운 세대의 자화상이라는 점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배수아 소설의 특이성이 주

로 소년과 소녀로 대변되는 ‘아이들’의 형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첫 소설집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에서 사회에 융화되지 못한 채 

부유하는 어른-아이들의 형상은 장편소설 랩소디 인 블루(1995)에서는 

소녀의 1인칭 성장담의 형식으로, 바람인형(1996)과 부주의한 사랑
(1996)에서는 유년기의 동화적 상상으로 변주되어 나타나는데, 이 점은 일

관된 주제의식을 공유하기보다는 매 작품마다 다른 것들을 시도한 그녀의 

소설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기실 배수아의 작품이 

포괄하는 성장의 테마, 유년기의 동화, 기억과 이미지는 모두 이 ‘아이들’의 

형상을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대의 비평들은 배수아의 ‘아이들’을 신세

대적 문화의 ‘기호’나 ‘반영’ 또는 반성장의 ‘표지’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이들을 성장/반성장, 실재/이미지의 구도 어느 한 쪽에 환원되도록 만들어 

버린 측면이 있다.199) 본고는 배수아의 아이들, 정확히는 ‘소녀들’이 발생시

196) 정과리의 해설(｢어른이 없는, 어른된, 어른이 아닌｣)과 성민엽의 해설(｢성장 
없는 성장의 시대｣)이 대표적이다.

197) 김동식(앞의 글), 김미현(｢이미지와 살다｣, 부주의한 사랑 해설, 1996), 신
수정(｢포스트모던 테일｣, 문학동네, 1998) 등이 있다. 

198) 최인자는 앞서 배수아 소설의 ‘아이들’에게 신세대라는 꼬리표를 붙여졌음을 
지적하며, 그들을 “상품 이미지에 사로잡힌 소비 시대의 기형아처럼” 이해되도
록 만드는 것이 이미 ‘어른’인 누군가의 시선에서 그 존재 자체를 “저 멀리 던
져버리고” 마는 일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인자, ｢상처로 봉인
된 기억 되찾기｣, 바람인형 해설, 문학과지성사, 1996)

199) 최근 권명아는 1990년대 중반 당시에는 배수아의 ‘아이들’의 정체를 규정하고 
논의할 만한 개념이 한국 사회에 없었음을 지적하며, 배수아 문학에 등장하는 
‘아이들’을 개념보다 먼저 포착된 ‘리얼리티’로 재의미화하며, 이들을 비정규직 
노동과 아르바이트, 자발적 실업과 부정기적 노동 등의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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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고유한 시간 형식에 주목함으로써 좀처럼 서사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배수아의 재현과 여성 주체화의 모델 사이의 연관을 포착하고자 한다. 여기

서 ‘소녀들’이 중요한 것은 배수아의 작품에서 어른이 아닌 존재로서의 ‘미

성년’들은 사회적 나이 관념과 무관하게 ‘소녀’와 ‘소년’으로 불리고 있지만, 

소녀의 삶은 소년과 결코 동일한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

은 이미 성차화되어 있으며, ‘고아의식’200)을 가진 주인공 소녀는 언제나 

‘오빠’의 삶과는 다른 성장 과정을 겪는다.201) 이 절에서는 첫 소설집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1995)에 실린 ｢엘리제를 위하여｣와 바람인형(1996)에 

실린 ｢프린세스 안나｣를 통해 배수아의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형상화되는 소

녀-고아의 형상을 짚어보고, 이들의 유년기의 서사가 어떻게 장편소설 랩

소디 인 블루(1995), 부주의한 사랑(1996)에서 기억의 문제로 심화되는

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배수아의 소설들에서 ⑴ 소녀들의 불

운의 반복과 자리바꿈의 양상을 살펴보고, ⑵ 그러한 운명적 시간으로부터 

달아나거나/사라지는 소녀들의 기억법을 살피며, ⑶ 자기 안의 불일치하는 

시간으로서 소녀-되기의 주체화와 과정과 시간성을 규명하는 작업으로 이

어질 것이다.

배수아의 소설 속 주인공 소녀가 가진 ‘고아의식’의 문제는 90년대에 제

출된 작품론에서도 종종 지적되어 왔다. 소설의 어린 여자아이는 “아버지에 

의해서 부여된” ‘공주’라는 호칭을 근원적인 자기 이미지로 소유하고 있지

만202), 이러한 호칭 체계가 작동하는 가족/집은 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통해 

붕괴된 상태로 비추어진다. 따라서 먼 친척 또는 양부모가 친부모를 대리하

는 상황은 이 아이들의 “실존적 조건”203)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할 것

삶을 이어가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로 명명한다. 권명아, 앞의 글, 191-192
면. 

200) ｢배수아 신작장편 「부주의한 사랑」 고아의 눈에 비친 부조리한 삶｣, 경향
신문, 1996.12.3.

201) 권명아는 일찍이 배수아의 소설을 적극적으로 여성주의 관점에서 조명한 비
평가에 해당하는데, 당대의 여성적 정체성 형성의 메커니즘 속에서 신경숙과 배
수아의 ‘소녀들’을 분석한 바 있다. 권명아, ｢패밀리 플롯으로 서사화되는 자기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소설｣, 작가세계 12(1), 2000. 

202) 김동식, 앞의 글, 7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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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배수아 소설의 어린 소녀들에게는 아버지만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

니도 언제든 부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항상 그 부재의 자리를 대체

하는 것은 어머니의 언니, 여동생(이모)들이다.

1994년 문학과 사회에 발표된 소설 ｢엘리제를 위하여｣는 배수아 소설

의 아이들이 어떻게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마저 떠나보내고 ‘고아들’의 세계

로 진입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이야기에는 엄마와 소아

마비에 걸린 동생과 함께 아버지 없는 생활을 보내는 열세 살 소녀(‘나’)가 

등장한다. 자신을 피아니스트로 키우고자 하는 엄마 때문에 무더위에도 시

내의 피아노 학원에 가야만 하는 ‘나’는 이미 붕괴된 가족 구조 속에서 아

버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도 가정에 대한 편안함도 느끼지 않는 인물이

다. 소녀는 다만 소아마비인 동생이 언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불안

을 느끼면서, 엄마에게 전해들은 아빠의 “유전적 결함”204)이 자신에게도 있

는지, 언젠가 자신도 동생처럼 되고 마는지 걱정할 뿐이다. 그러나 이내 소

녀는 엄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이모에게 맡겨지는 상황에 처한다. 아픈 동

생은 요양원으로 보내지고, 홀로된 소녀는 자신이 결국 동생처럼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생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때였다. 어머니가 언

제나 하곤 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든 적은 없었다. 동생은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침을 잘 흘리고 공부는 아주 못했다. 어머니

가 그 아이는 곧 죽을 거라고 말하던 것이 언제였나. 오늘이던가. 아니면 

아주 오래 전부터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아버지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이야. 동생이 그의 아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나는, 나도 

아버지의 아이가 아닌가. 나도 언젠가는 남동생처럼 침을 흘리고, 다리를 

절고, 공부도 못하고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같이 놀아주는 친구도 없고 

말을 더듬게 될까? 모두가 속으로 은근히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아

이가 될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될까. 

｢너를 만나려고 경혜네 집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어.｣
203) 신수정, 앞의 글, 81면.
204) 배수아, ｢엘리제를 위하여｣,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고려원, 1995, 69면. 

이하 소설 본문의 직접인용은 이 판본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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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가 언제나 봄 햇살을 잔뜩 받은 노란 병아리처럼 슬픈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아버지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예쁘고 피아노를 잘 친다고 말해도, 피아노 학원의 귀여

운 여자아이와 친구가 된다고 해도, 그 아이가 나를 위해서 폭풍의 언덕

을 빌려 준다고 해도. 생은 변경될 수 없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 

(82-83) (강조–인용자)

아버지에 이은 어머니의 상실이 전경화된 이 소설의 다른 겹은, 엄마-이

모의 자리바꿈과 소녀가 선망하는 환상 속의 여자아이와 현실세계의 동생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한다. 소설의 ‘나’는 엄마나 이모로부터 자신의 자아 

모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학원의 여자아이 혹은 그 아이가 읽는 

책(제인에어, 폭풍의 언덕)의 표지에 그려진 소녀에게서 자아 이상을 발견

한다. 그러나 “같은 아버지의 아이”인 ‘나’에게 주어진 동일자는 동생이다. 

자신이 절대로 ‘공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아이를 

마주할 때마다 상기된다. 그러나 어머니와 네 명의 동생들을 가진, 신문배달

을 하는 소년(‘석이’)의 삶의 조건 역시 소녀와 닮아 있다. 그러나 주어진 

삶의 조건이 유사한 소녀와 소년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삶은 서로에 의해 달

라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지 않는다. “불행한 소년이 너를 좋아한다고 해

서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 이들에게 삶은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미래까지 결정되어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프린세스 안나｣(1995)는 엄마와 이모의 자리바꿈이 아버지의 두 

번의 결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인 소설이다. 동화책의 

한 장면과 같은 어린 시절의 풍경으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이내 이모의 팔

을 잡고 결혼식장을 나온 아버지로 인해 엄마가 떠나고 이모와 남게 된 주

인공 소녀의 유년 시절에 대한 불연속적인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

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사적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모와 다시 결혼한 

아버지가 새 동생이 태어나고 몇 달이 지나 외국으로 떠나버리면서 소녀의 

집에는 엄마가 된 이모와 아직 어린 언니, 남동생, 새로운 아기와 함께 소

녀와 식모아이가 남게 된다. 야간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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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언니는 같은 회사의 결혼 경력이 있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후에 

임신한 언니의 남편(형부)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소설에서 소녀인 ‘나’의 기억 속 그림책 같은 행복한 유년 시절은 아득한 

과거의 ‘꿈’에 불과하다. 오래 전 아버지가 딸들에게 예언한 “말을 타고 달

리는 것처럼 거침없이 사는 삶”205)은 이모와 언니, 그리고 곧 자신과 동생

으로 이어지는 여자들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은 삶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와 형부의 사랑에 배신당한 이모와 언니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냉소와 

연민을 오간다. ‘비련의 주인공’이 된 여자들의 어리석음을 조소하지만, ‘나’

는 엄마와 이모, 언니의 존재를 외면할 수 없다. 그들은 서로 “일종의 유전

병”처럼 얽혀 있으며, 종종 분리되지 않을 만큼 동일화되어 있다. 할머니의 

딸들인 엄마와 이모(자매), 엄마가 된 이모, 엄마의 딸들인 언니와 ‘나’의 관

계(자매)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바꿔 순환한다.206)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기도 한다. 기억할 수도 없이 아주 

많은 딸들을 낳았지만, 살아남은 딸들은 엄마와 이모 둘뿐이라고 말한다. 

나의 어두운 마루에는 할머니의 많은 딸들이 엎드린 채로 초칠을 하고 있

다. 나는 엄마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이다. 어

두운 마루에서 엄마와 이모는 어느새 한몸이다. 많고 많았던 할머니의 딸 

중에서 한 명의 딸일 뿐이다. 

“너는 강청 같은 여자가 될 거다.”

아버지는 언니를 안아 올리면서 말하고 있다.

“내 딸들은 다 예쁘고 강하다.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가

장 자신있는 여자가 된다. 네 동생들도 마찬가지야. 말을 타고 달리는 것

처럼 거침없이 사는 것이 좋다. 남자를 선택할 때면, 그는 마오쩌둥 같은 

남자라야 한다. 프린세스는 왕과 결혼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아직 어린 나에게 아버지가 말하고 있다. 눈이 오고 있는 겨울 저녁이

다. 흑백텔레비전에는 디즈니의 영화가 환상적인 크리스마스를 알린다.

205) 배수아, ｢프린세스 안나｣, 바람인형, 문학과지성사, 1996. 이하 소설 본문의 
직접인용은 이 판본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206) 실제로 이 소설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집을 떠난 엄마와, 엄마가 된 이모 중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말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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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그러던데, 이 아이의 별에는 칼을 든 무사가 서 있다는데요.”

엄마가 부엌에 선 채로 말한다. 어린 내가 누워 있는 곳에서 엄마의 부

엌은 보이지 않는다. 붉은 종이를 태우는 냄새가 어디에선가 나고 있다. 

(112)

위의 인용문은 할머니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언니와 ‘나’로 이어지는 딸들

의 관계와 그 안에서의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 생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

목인 동시에, 이 소설의 중심 모티프인 ‘프린세스’가 가진 이중의 역설을 드

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훌륭한 남자를 선택해 “왕과 결혼하는” 프린세스의 

운명은 기실 엄마와 이모를 모두 버리고 떠나버릴 아버지에 의해 발화되었

던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엄마와 이모의 비극적 운명이 지

배하는 한, 이미 소녀와 그 자매들은 프린세스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오히

려 “많고 많았던 할머니의 딸 중에서 한 명의 딸일 뿐”이었던 엄마와 이모

의 삶이 ‘나’와 자매들에게도 반복될 운명임을 역설적으로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엄마와 이모의 결혼식에서 붉은 종이를 태우던 할머

니의 예언(“이 아이의 별에는 칼을 든 무사가 서 있다는데요.”)은 의미심장하

다.207)

어린 여동생이 부엌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깨어진 유리창 틈으로 길가

의 거리를 내려다본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어

린 여동생은 차가운 맨발로 앉아 있다. 그 아이에게 아직은 세상이 우리 

속의 늑대 새끼처럼 두려운 곳이다. 배다른 오빠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가

족 가운데서도 살아남지 못한다. 어린 여동생은 힘겹게 밥을 삼킨다. 추운 

겨울이 영원하리라는 예감에 어린 그 아이는 절망 속에 빠져든다. 큰언니

의 배는 점점 불러와 이제라도 곧 아이가 나올 것만 같다고 느낀다. 그런

데 형부는 집으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마침내 죽었다. 어린 그 아

이는 슬피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울지 않았고 큰언니는 우는 시늉만 하

고 만다. (…) 어린 그 아이는 홀로 집에 남아 그 싸움을 지켜보았다. 형

부가 짐을 싸고 지하철 역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어린 그 아이는 따뜻

207) ｢프린세스 안나｣의 할머니가 예언한 ‘칼을 든 무사’의 운명은 소설 ｢검은 저
녁 하얀 버스｣(p.34)의 소녀에게도 운명처럼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다. 



91

한 부엌에 앉아 지켜보았다. 어린 그 아이가 아직 모르는 많은 슬픔들이 

이 세상에는 있을 것이다. 

오래지 않아 잊혀질 이런 날들을, 살아간다. (133-134)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나’를 통한 시선이 막내 여동생의 시선으로 옮겨가

는 듯 제시되는데, 이러한 초점화자의 이동은 마찬가지로 ‘나’와 여동생의 

자리바꿈이 반복될 것임을 암시한다. 두 소설은 공통적으로 어린 소녀의 눈

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변경될 수 없는” 생의 조건을 확인하면서, 수직-

수평적 자매관계의 틀 속에서 엄마와 이모, 언니와 ‘나’, 여동생의 자리가 

끝없이 순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소설에서 부재하는 아버지(들)의 자리

는 채워지지도 대체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남아있는 어머니-이모-딸들의 

자리는 끊임없이 순환하며 그 회로 속에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가족 구조의 체계 바깥으로 벗어나기 힘든 여성들의 한정된 위치를 세대/시

간적으로 드러내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배수아의 소설에 인물들 간의 관계는 단지 

부녀/모녀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연결만이 아니라, 횡적인 연결을 통해 그 

‘전염성’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자매’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배수아 소설 전반에 걸친 ‘사촌’ 관계들의 촘촘한 얽힘이 보여주는 

독특성과 관계된다. ｢엘리제를 위하여｣에서 아버지의 존재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일컬어지는 ‘유전적 결함’이 소녀와 동생 사이에 흐르는 것처럼, ｢프

린세스 안나｣에서 할머니의 예언은 마치 저주처럼 어머니-이모를 따라, 언

니-소녀-여동생으로 전염된다. 가족 관계를 따라 흐르는 이 전염적인 요소

는, 이어서 부주의한 사랑과 ｢나의 첫 개｣에 이르면 ‘나쁜 피’의 문제로 

심화된다. 

｢프린세스 안나｣를 비롯하여 바람인형에 실린 단편들은 대체로 한적한 

마을의 오래된 이층집208), 여자아이와 사촌인 남자아이와 그의 친구들, 오

염 혹은 전염의 이미지209)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 동화적인 환상과 풍경

208) ｢검은 저녁 하얀 버스｣, ｢마음의 우체국 남자와 그의 슬픈 개｣, ｢내 그리운 
빛나｣에서 유사한 풍경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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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같은 흐르는 이미지를 관통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대한 불연속적인 기

억의 문제이다. 바람인형의 단편들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장편소설 부

주의한 사랑(1996)210)은 그 자체로 ｢프린세스 안나｣의 확장된 버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앞서 언급한 자매 관계와 사촌 관계들의 얽힘

으로 확장, 해체되는 배수아 특유의 가족 동화가 ‘기억’을 통해 매개되고 있

다. 

당시 작품론을 썼던 평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배수아의 

소설들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점이나 그 초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서사의 형태를 취한다.211) 이러한 서사 구조의 불명료성은 특히 주인공의 

기억과 연결되면서 시간적인 혼선을 통해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이모가 어

머니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부주의한 사랑은 그 도입부에서 

이미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노출하며 시작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설

이 현재적 시점에서 과거로 소급되는 구성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는 

‘나’가 태어나던 무렵과 유년 시절, 사랑에 빠진 순간과 양부모에게 보내진 

시점, 글을 쓰는 시점이 불규칙적으로 뒤섞여 전개된다. 소설의 불연속적인 

시간성을 특히 강조하기 위해, 주요 서사들을 임의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 강원도 주문진의 병원에서 태어난 미숙아인 ‘나’는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에게 맡겨진다. 어머니가 된 이모의 집에는 오래 전 그 집으로 보내진 

‘나’의 친언니 ‘연연(蓮蓮)’이 있다. 화가가 되고 싶어 하던 어머니는 자신보

다 여섯 살이나 나이가 어린 남편과, 많은 아이들,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

황에서 우울함과 불행을 느낀다. ‘나’의 사촌이자 친언니인 연연은 이모부이

자 아버지인 사람과 연인 사이로 추측되며, 큰 오빠와 다른 두 자매와 더불

209) ｢갤러리 환타에서의 마지막 여름｣에서는 방사능, ｢마을의 우체국 남자와 그의 
슬픈 개｣에서는 오염된 우물, ｢내 그리운 빛나｣에는 아프리카 열병을 앓는 동생
과 소녀가 나타난다. 

210) 배수아, 부주의한 사랑, 문학동네, 1996. 이하 소설 본문의 직접인용은 이 
판본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211) “이야기의 초점 또한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으며, 그려지는 이
미지의 소실점도 자주 바뀌기에 이야기 자체가 흔들리면서 전달된다.” 김미현, ｢
이미지와 살다｣, 부주의한 사랑 해설, 문학동네, 1996,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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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 집에서 ‘나’는 자라난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병에 걸려 죽게 되고, 

연연은 숲에서 도끼에 찔려 죽은 채 발견된다. 이모부이자 아버지는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수감되고, ‘나’는 다시 한 번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그곳에

서 성장하게 된다. ⒝ 성인이 된 ‘나’는 ‘운이’라는 남자아이와 만나게 되고 

그의 사촌인 유부남 ‘택이’와도 연인 관계가 되어 잠깐 동안 함께 살게 된

다. 양아버지와 이혼한 양어머니가 양로원에서 죽은 이후, ‘나’에게는 집안

으로부터의 지원도 끊어지고, 사촌(택이)은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 

‘나’와 헤어지게 된다. 자살을 택한 남자아이(운이)가 있는 강물에서 사촌과

의 이별, 연연의 죽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에서 

소설은 끝이 난다.

위와 같은 시간의 흐름, 즉 ⒜출생-유년기 → ⒝성인 이후로의 시간의 

‘이행’은 일반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시간성이다. 이 도식에서 기

억은 현재적 ‘나’가 과거의 순간들을 불러내는 ‘회상’의 작용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여러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자라난 ‘나’의 시간들은 유년기에서 

성인으로의 이행 혹은 성인이 된 ‘나’의 유년기에 대한 회상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소설에서 ⒜와 ⒝ 사이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뒤엉킨 채로 

공존한다. 특정한 장면들은 각각 다른 사건들과 결합되어 나타나고, 다중의 

목소리들은 비의지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진다. 다음의 부분들을 살펴보자. 

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픈 가슴을 안고 나는 죽게 되리라. 아직도 차

가운 강물 속에 있는 내 남자아이의 머리칼을. 그토록 부주의하게 빠져 

들어갔던 내 생의 깊고 어두운 강물을. (5면, 172면) 

② 연연이 죽었을 때 연연은 몇 살이었을까. 열일곱 살? 아니 열여덟이

나 열아홉쯤. 그때의 신문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아 정확한 것은 아무것

도 알 수가 없다. (74-75면, 79면)

③ 나는 나이 들고 지쳤다. 바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기를 바

라며, 이제는 꿈속에서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이제 조용히, 조용히 죽

어가기만을 바란다. 더 이상의 일은 이제 생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반드

시 그러리라. (171면,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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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 소설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구절로, 모든 사

건이 흐른 이후에 발생한 현재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 대목은 맨 앞에 

배치됨으로써 이어질 서사들이 과거의 일임을, 즉 소설이 회상의 형식을 취

하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서사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

로서의 ‘과거’는 ‘나’에게 어떠한 확신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②)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자라면서 들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지나

간 일’을 느낀다고 말한다. 즉, 이 소설에서 기억은 일어난 일로서의 과거를 

반추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과거를 감각-체험하는 일로 나타난

다.(“아아, 앞날이 아니고 나는 그냥 지나간 일들이 느껴지지.”)

베르그송의 기억론에 따르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체로서 항상 존재(현전)하고 있다. 현재

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여전히 존재함 자체가 기억(mémoire)이며212), 기억

은 우리의 현재적 지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부단히 참여하며 뒤섞이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는 흘러간 것이 아니라 ‘지속’을 통해 보존되어 흐르며 현재

와 공존한다. 의식은 항상 지속을 통해 지나간 순간들의 기억을 현재에 개

입시킨다. 베르그송은 물질과 기억에서 ‘물질’에 대비되는 것을 이성이 아

니라 ‘기억’으로 설정하며, 자신의 기억 개념213)을 신경 구조(물질)와 본성

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구분한다.214) 베르그송의 이 작업은 뇌가 마치 기억

212) 조현수, ｢베르그손 <지속> 이론의 근본적인 변화｣, 철학연구 95, 철학연구
회, 2011, 39면. 

213) 베르그송의 기억은 크게 습관-기억과 이미지 기억으로 구분된다. 습관 기억
은 반복 행위를 통해 기억에 각인되며 현재적 행동에 관여하는 기억을 의미한
다. 반면 이미지-기억은 동질적 계기들의 반복이 아니라 일회적이면서도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기억을 뜻한다. 전자는 항상 현재적인 것과 관계하여 현재에 
유용한 과거를 능동적으로 포착한다. 그러나 후자는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습관-
기억과는 무관한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무언가이다. 이미지-기억은 카메라의 초
점을 맞추는 행위와 유사한 조정 작업을 통해 현실화될 수는 있지만, 이때의 현
실화는 가능성과는 달리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인 것이다. 두 개념에 관해서는 
물질과 기억 제2장을 참조할 것. 앙리 베르그손, 박종원 옮김,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138~149면; 피터 하, ｢하이데거와 베르그송에 있어서 시간성 문
제｣, 현대유럽철학연구, 한국하이데거학회, 2003, 77-80면 참조.

214) 피터 하, 앞의 글, 76-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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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랜 관념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억은 오직 자기 자신(지속) 안에 보존되는 것임을 밝히는 과정으로 언어

화된다. 

달리 말해 베르그송에게 있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차라리 

현재에 더 가깝다. 현재의 고유한 요소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활동이나 유

용함인 반면, 과거는 무용하고 무감동할지라도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과거는 그것이 행동하거나 유용하기를 그친 것이지 존재하

기를 그친 것은 아니다.215) 의식되지 않거나 현실화되지 않는 것으로서의 

과거는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며, 우리는 과거가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만 

과거를 파악할 수 있다.216) 들뢰즈는 우리가 과거 일반, 과거라는 존재 그 

자체로 되돌려지는 것을 ‘존재론적인 도약’이라 말하며 우리가 결코 현재들

로 과거를 재구성할 수 없다는 베르그송의 명제를 확인한다. 요컨대 우리는 

현재에서 과거로, 지각에서 회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로, 

회상에서 지각으로 가는 것이다.217)

그렇다면 부주의한 사랑은 과거가 항상 흐르고 있음을, 지속하며 존재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설에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이 소설에

서 과거는 회상될 수 있는 특정한 시점(時點)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는 일반적으로 서술자가 서술하는 시간을 현재로 인식하고, 서술되는 시간

을 과거로 구분하며 소설의 시제를 통일적으로 감각한다. 그러나 이 소설은 

서술자인 ‘나’가 위치한 시간적, 공간적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현재적이라 할 만한 사건 또한 진행되지 않는다. 소설은 ‘나’의 신체가 작용

하고 작용 받는 현재적 시점이 아니라 오로지 과거 속에서, 과거와 함께 흘

러가는 ‘나’만을 그려낸다. 비자발적으로 흐르는 과거의 이미지들은 그것이 

215) 질 들뢰즈, 김재인 옮김, 베르그송주의, 문학과지성사, 1996. 73면. 
216)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선 과거 일반 속에 되돌려놓고, 그런 다음 과거의 어

떤 특정 영역 속에 되돌려놓기 위해 현재와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고유한 행
위를 의식하게 된다;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는 것과 유사한 조정 작업. 그러나 
우리의 회상은 여전히 잠재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우리는 적절한 태도를 취함
으로써 그렇게 회상을 수용할 준비를 할 뿐이다. 점차로 그것은 응축하는 구름 
같아 보인다; 그것은 잠재적인 상태로부터 현실적인 상태로 이행한다……” 위의 
글, 75면. 

217) 위의 글,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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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될 수 없더라도 그 자체로 존재하며 현재적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

히 주목할 것은 소설 속 서술자-서술 대상, 기억의 주체-기억의 대상 사이

의 불일치는 서술자인 ‘나’의 목소리가 3인칭으로 지칭되던 두 어머니(모령/

미령), 언니의 그것과 비일관적으로 중첩, 분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언제나 밤이면 쓸쓸하게 바람 부는 어두운 강가에 

홀로 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발밑에서부터 서서히 다가오는 지진. 기억 

이전에 있는 고통스러운 사랑 안으로 깊이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는 걸. 홀

로 침대에 누워 죽어가고 있는 미령의 마지막을 언제나 가쁜 숨소리처럼 

가깝게 느끼고 살아갔다는 것. 앓고 있는 내 어린 자매가 창밖으로 머리

를 내밀고 마지막 태양이 지는 붉은 하늘을 향해 오빠, 은행에 갔었어? 

난 배가 고파. 하고 외치는 소리를 실제로 들었다는 것. 난 양부모를 떠나

지 않을 수 없었다. 가슴 저민 저 밑바닥 어디엔가 있는 모령의 모습도. 

(103)

소설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나’의 목소리는 두 어머니와 언니의 기억들이 

스며든 상태로 발화된다. 여기서 ‘나’의 과거는 그 자체로 개체로서의 ‘나’의 

기억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 어머니, 언니의 기억과도 겹쳐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배수아의 소설에서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이 뒤섞이고 발화가 중첩

되는 것은, 기억하는 ‘나’로서의 고정된 자아를 분열시키고 또 그것을 초과

하는 복수적 기억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말해 모든 기억-이미

지들이 고정되어있지 않고 흘러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흘

러감은 동시에 일방향적이지 않다. 

부주의한 사랑이 보여주는 과거와 함께 흘러가는 ‘나’의 존재는 랩소

디 인 블루(1995)의 ‘나’의 서사와도 긴밀하게 연동된다. 1990년대 배수아

의 대표적 장편이자, 새로운 세대의 성장소설로 일컬어진 랩소디 인 블루
(1995)는 “문득 나에 대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218)라는 대목으로 시작하는 

1인칭 ‘나’의 서사이다. 이 소설 역시 도입에 등장하는 ‘나’가 떠올리는 과

218) 배수아, 랩소디 인 블루, 고려원, 1995, 11면, 이하 소설 본문의 직접인용
은 이 판본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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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특정한 순간들이 교차적으로 구성되며 진행되는 이야기로, 각 시간들 

사이의 연결이 매우 불연속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소설의 해설을 쓴 성

민엽 또한 이 소설이 일종의 회상형 소설이기는 하나, 그 회상이 질서정연

한 것이 아니라 매우 비체계적임을 지적한바 있다.219) 말하자면 이 소설은 

도입의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상이 세 가지의 과거 시간으로 향하고 있

다는 점은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회상이 이루어지는 현재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설 전체의 시간성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이

다. 특히 이 소설의 결말부는 현재의 불분명함이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간과도 얽혀짐으로써 소설의 시간성 전체가 와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이 소설에서 첫 장면은 공원에 앉아 그곳의 사람들과 풍경을 보

던 ‘나(미호)’의 의식이 문득 “지금보다 더 나이가 어렸을 때”인 열아홉 살 

무렵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로부터 진행되는 기억 속에서 

회상은 크게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신이 집으로 향한 열아홉 살의 밤, ⓑ

친구들과 강릉으로 여행을 떠난 스물네 살 무렵, ⓒ서른 살이 지나 돌아온 

오늘(서술시점)로 구분될 수 있다.220) 물론 ⓐ~ⓒ의 시간들은 어떤 계기를 

가지고 배열되는 것은 아니며, 그 순서도 일관적인 구성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 ⓐ에서부터 ⓒ까지의 사건들은 열아홉의 여름 오빠와 다투다가 ‘나’가 

머리를 다치게 된 것, 이후 부모님의 이혼과 함께 학교를 그만 둔 ‘나’가 사

촌인 ‘윤이’를 만나게 되는 것, 윤이와 학원에 다니면서 ‘유리’, ‘신이’, ‘경

운’과 친구가 되는 것, 이들과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에 강릉으로 여행을 

떠난 것, 여행에서의 사고 이후 ‘나’와 신이의 결혼 계획이 무산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나에게 있어서 이야기의 처음은 없다. 난 언제나 시간을 혼동해 버리는 

것이다. 그해 여름에 피서 갔었던 서해안의 어느 어촌 마을의 마룻바닥이 

뻐걱거리는 오래된 집이라든지, 어느 해 오월에 친구 누구의 결혼식이 끝

219) 성민엽, ｢성장 없는 성장의 시대｣, 랩소디 인 블루 해설, 고려원, 1995.  
220) “어느 순간에 내가 다시 학교에 나가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날카로운 두통처럼 정확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나는 내가 스
물네 살의 여름과 열아홉의 밤과 그리고 서른 살이 금방 지나 돌아온 오늘의 어
디쯤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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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다음에 그들이 신혼여행을 떠난 태백산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그보다 

한참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내 기억의 처음 부분을 잡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모든 얼굴들과 소리들이 깊은 강물 속으로 가라앉아 가

고 있는 머리칼처럼 끝도 없는 침묵과 완벽한 혼란 속으로 빠져 버리게 

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언제나 가장 처음의 장면과 닮아 있고 길은 영원

히 계속될 것만 같이 하얗고 건조하고 하루를 내내 걸어도 모퉁이를 돌면 

또 다른 작은 마을이다. (68)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순간 우리 생의 인상이다. 이제부터 가려고 하는 

먼 길,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 대학의 오케스트라

가 연주하는 <랩소디 인 블루>와 창으로 스며드는 아침의 냄새, 어린 시

절에 입었던 낡은 분홍빛 잠옷의 느낌, 병에 걸린 정희 고모의 머리칼, 타

이피스트의 향수, 빈 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한 손으로 만지던 내 둥근 어깨, 연극이 시작된 어두운 극장에서 내 무릎

에 쏟아지던 차가운 코카콜라, 겨울 공원을 달리던 자전거 위의 붉은 스

커트, 그리고 보랏빛 버스와 양양으로 가는 길. 나는 바다에 두 손을 담근

다. 모래밭에는 트럭이 서 있다. 내 흰 드레스는 모래와 먼지로 얼룩져 있

다. 선생님이라면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 할지도 몰랐다. 선생님

은 상상력이 스며 있는 내용의 그림을 좋아하였다. 샤갈. ｢왜 직접 그리지

는 않아요｣ 하고 내가 물으면,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고 말하곤 

하였다. 하이웨이를 달려온 트럭은 잠든 짐승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는 모두 잠든 짐승처럼 외롭다. (312-313) (강조–인용자)

스스로의 고백에서 나타나듯, 주인공인 ‘나(미호)’에게 과거의 일들은 일어

난 순서에 따라 나열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무엇이 ‘처음’이 되는 일인지, 

그 선후관계를 분간하기 어렵다. 과거의 일들은 단지 장면 단위로 인화(印
畫)될 뿐이다. 부주의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의 의식 속에서 

기억은 끊임없이 이미지의 형태로 흐르며 변화한다. 소설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영화의 장면들처럼 이야기는 “종잡을 수 없이 시점”을 바뀌며 연

쇄되는 “무의미한 에피소드”에 불과하다.221) 

양양에서의 ‘나’의 장면을 뒤로 이어지는 정이의 시점에서, 주인공 미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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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해 봄부터 사라진 것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장면은 대학 오케스트라의 

졸업 연주회가 진행되는 시공간으로 바뀐다. 오케스트라 남자 아이의 시선

에서 서술되는 마지막 장면은 “미호가 떠나고 없는 집”에 대한 생각으로 비

약한다. 이야기상 현재적 시점으로 간주되었던 서른 살 무렵으로부터 오래 

전 과거에 해당하는 연주회의 시점(대학 무렵)으로의 비약은 그 자체로 카

메라의 시선으로 처리되는 동시에, 과거의 시간 속에 그 이전의 과거와 미

래가 동시적으로 틈입하고 있는 시간적 모순을 드러낸다. 

ⓐ 오케스트라의 아이는 미호가 떠나고 없는 집을 생각하고 있다. 마루

는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냉장고에는 냄새 나는 과일과 캔이 들어 있다. 

전기와 가스는 오래 전에 끊기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는다. 미호의 오빠가 

떠난 집의 현관은 아직 그대로인 채 다른 사람의 발자국은 없다. 지하의 

차고에는 종이 박스에 가득 담긴 책과 노트들, 언젠가 독일어의 관사와 

제곱근 방정식을 공부하는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의 연

한 팔이 노트를 스쳐 지나가고 있다. 마치 일부러 느리게 진행되는 카메

라처럼 다시 어두운 마루의 피아노이다. 미호의 오빠는 방안에서 음악을 

듣고 있다. 미호는 오빠의 방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오빠는 방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너같이 성가신 애는 죽어 버렸으면 좋겠어. 하고 문을 

잠근다. 

ⓑ 오케스트라 아이에게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질서 있고 아름다웠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

었다. 오케스트라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직장을 구했

을 때, 그것은 정글이었다. 미호는 그것을 본다.

221) “영화는 종잡을 수 없이 시점을 바꿔 나갔고 무의미한 에피소드들로 이어지
고 있었다. 주인공들은 술을 마시고 섹스를 하고 그리고 모닝커피를 마시고도 
섹스를 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여자 주인공이 짖어지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연결되었다. 여자의 커다란 입이 마치 나는 지겨워, 지겨워하면서 소리질러
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 나는 화면에 눈을 고정시켰다. 피아노 음악이 들
리고 담배를 피워대는 사람들. 아마추어가 찍은 어느 야유회의 비디오 필름 같
은 장면이었다. 화면이 흔들거리고 옷자락들도 흔들거렸다. 산만하고 어수선한 
화면이었다. 입술이 커다란 여자의 얼굴이 화면 가득히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
라져 버리고 어느새 차를 마시는 하얀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들의 모습.”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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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라의 아이는 졸업생을 위한 연주회에서 <랩소디 인 블루>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서부터 앞으로 십일 년을 더 살게 된다. 오케스트라의 

아이와 결혼한 여자가 노란색 스웨터를 입고 어린아이 하나 없는 한낮의 

아파트 앞 광장에서 슬피 운다. 미호와 오케스트라의 아이는 음악이 연주

되는 동안 붉은 사막과도 같은 서로의 생의 마지막을 보게 된다. 

(320-321)

연주회가 진행되는 스물네 살 무렵의 과거 시점에서 인용문 ⓐ는 오케스

트라의 아이가 미호가 떠나고 없는 집을 떠올리는 동시에(과거→미래), 그 

집에서 자라난 미호와 오빠의 어린 시절까지도 보게 되는 장면(과거←과거)

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는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 미호가 오케스트라의 

아이의 미래를 보게 되는 장면(과거→미래)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오케스트

라가 연주되는 동안 미호와 오케스트라의 아이는 “서로의 생의 마지막”을 

보게 된다.(과거→미래) 이처럼, 진행된 서사 속에서 갑작스럽게 ‘나’의 존재

가 사라지고, 3인칭 인물들의 시선에서 과거-현재-미래가 뒤섞이는 혼란은 

결과적으로 이 소설 전체를 지탱하는 회상하는 시점으로서의 현재적 ‘나’를 

불확실하게 만든다. 달리 말해 이 소설은 회상의 과정 속에서 기억하는 주

체로서의 ‘나’가 소멸되고 마는, ‘현재 없는’ 소설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

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직선적 시간만이 아니라 현

재-과거-현재의 회상적 시간의 흐름 또한 함께 와해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과 기억 속 ‘나’의 문제를 다루는 랩소디 인 블루는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자아의 복수성을 드러내고, 그러한 시간들 속의 자아

를 통합시키는 회상의 주체로서의 ‘나’에 문제제기를 하는 소설로 독해될 

수 있다. 칸트는 존재함을 규정하는 형식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탐구에서 

‘자아’가 시간의 형식 안에서 실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시간 속에서, 

시간의 규정에 의해 변화를 겪는 ‘수용적 자아’는 복수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매 순간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양상들”로 나타난다. 중

요한 것은 이때 이러한 시간의 양상들을 하나로 파악하여 종합을 이루는 

‘나’ 또한 동시에 등장한다는 점이다.222) 요컨대 자아가 시간 내에서 나타난 

222) 김은주, ｢들뢰즈 시간의 발생적 종합과 실체적 자아로서의 주체 비판｣, 시대



101

것(preséntation)으로서의 현상이라면, 나타난 것들을 모아내는 것은 표상

(représentation)이 된다. 즉 ‘나’라는 존재의 자기 확신은 시간 의식으로부

터 가능해지며, 시간의 종합을 수행함으로써 동일성을 확증하고 대상에 대

한 인식을 정초하는 보편적 주체로 확정되는 것이다.223) 

일반적으로 ‘성장’과 ‘정체성’이라는 개념에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성장서사/정체성 서사는 (1인칭 

소설로 한정할 경우) 어린 소년/소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선형적인 시간의 흐

름을 보여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기억(회상)을 통해 과거 유년기의 시간

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시간성을 구현한다. 후자에서 기억은 현재적 시점과

는 다른 시간과 공간, 구체적으로는 과거의 시공간을 불러오는 메커니즘으

로 작동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때의 서술 시간은 현재-과거-현재의 구조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회상의 서사는 기본적으로 회상하는 현

재적 ‘나’(/서술자)와 회상되는 과거의 ‘나’의 동일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랩소디 인 블루는 과거의 순간들에 복수적으로 존

재하는 자아들을 종합하는 ‘나’가 부재함으로써, 주체의 동일성이 확보되지 

못함을 보여준다.224)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을 통합하여 그로부터 의미

화를 도출하고 그로부터 존재의 자기 동일성을 확보하는 시간적 주체가 소

거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배수아의 소설에서 기억은 과거를 통해 현재

와 철학 30(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9, 85면. 
223) 칸트는 시간 안에서 자아라는 것은 복수적이며 그것을 종합하는 ‘나’를 도입

함으로써 동일성이 확보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유 실체로서의 코기토라는 데카
르트의 주체 개념에 균열을 냈다고 평가된다. 김은주, 위의 글, 86-87면. 

224) 일반적으로 성장서사 혹은 정체성 서사에서 ‘기억’은 주요한 서사적 모티프로 
기능한다. 기억은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과 공간을 불러오는 메커니즘이며, 회상
은 이러한 ‘다른’ 시공간을 서사화할 수 있는 주요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90년
대에 신경숙의 외딴 방은 과거의 기억을 통한 ‘나’의 존재 방식을 그려낸 가
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조명되었다. 그러나 배수아의 소설은 신경숙의 소설이 보
여준 자기-기억(회상)의 글쓰기와는 매우 다른 방식의 기억의 메커니즘을 구현
한다. 외딴 방이 자기가 체험하고 본 바로서의 과거를 말하거나/쓰는 과정에
서 현재적인 ‘나’를 확정하고 구성하는 ‘자기증언’의 성격을 드러낸다면, 배수아
의 소설은 기억을 통해서 확증될 수 있는 ‘나’가 부재함으로써, 자기동일성의 파
열과 불확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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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와 ‘나’의 불일치를 환기하면서, 이러한 불일치 속에 틈입하는 복수의 

시간성들을 드러내주는 장치가 된다. 

여기서 배수아의 소설들에 나타난 복수적인 시간성의 문제를 소녀라는 주

도적 형상과 관련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녀의 소설 속 주인공들이 

왜 하필 ‘소녀’의 형상인지를 다시 물어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

듯 배수아의 소설에서 자신이 태어나던 순간부터의 불가능한 기억들을 자신

의 몸에 지닌 채로 자라난 소녀들은 사회적 시간/나이와는 무관하게 계속해

서 소녀인 채 존재한다. 이들의 매순간을 끊임없이 침투하는 과거의 시간들

은 그 자체로 종료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하며 현재와 뒤섞인 채 

소녀의 시간을 부단히 생성한다. 이러한 생성의 시간은 자기 안의 불일치하

는 시간으로서 ‘소녀-되기’의 시간을 발생시킨다. 

소녀와 아이가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녀나 아이가 바로 생성 자체인 

것이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소녀가 여성이 되는 것도 아니

다. 소녀는 각 성의 여성-되기이며, 이는 아이가 각 나이의 청춘-되기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이 먹을 줄 안다는 것은 청춘으로 머문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이로부터 이 나이의 젊음을 구성하는 입자들, 빠

름과 느림, 흐름들을 추출하는 것이다.225)

물론 아이, 여성, 흑인에게도 회상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회상을 수취

하는 <기억>은 어디까지나 다수성의 남성적 심급으로, 이들의 추억을 “유

년기의 회상”, 결혼 생활의 회상 또는 식민지 시절의 회상으로 다룬다.226) 

(강조–인용자)

위에 나타난 들뢰즈의 분석에 따르면, 분자적 여성-되기는 “소녀 그 자

체”227)이다. 여기서 여성/아이로서의 소녀는 ‘몸체’와 ‘생성’을 도둑맞은 채 

225) 질 들뢰즈,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 525-526면.
226) 위의 책, 554면.
227) “그런데 최초로 몸체를 도둑맞는 것은 소녀이다. 그런 식으로 처신하면 안 

돼, 넌 이제는 어린 소녀가 아니야, 너는 사내답지 않은 남자아이가 아니야 등. 
소녀는 우선 생성을 도둑맞고, 하나의 역사 또는 선사(先史)를 강요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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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역사, 선사”를 강요받게 된, 성과 나이라는 범주에 이중적으로 소외

된 주변적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각 성의 여성-되기로서 ‘소녀’의 존재는 

특정한 “질서들, 행위들, 연령들, 성들” 사이에서 미끄러지는 도주선을 그린

다. 즉 사회적 나이의 흐름에 따라 ‘성인’이, 지배적인 가부장제 규범에 따

라 ‘여성’이 되기를 강요받는 것으로부터의 벗어남 그 자체가 ‘소녀’인 것이

다. 나아가 아이, 여성, 흑인의 ‘회상’은 다수성의 남성적 심급에 의해 유년

기/결혼 생활/식민지의 회상으로 수취된 기억으로 다루어질 뿐이다. 이때 

수취된 기억에 문제제기를 하는 소녀의 반(反)기억은 다른 시간성들을 발생

시킨다. 다수성의 심급에 의해 부여된 기억의 식민화로부터 달아나는 과거

의 시간들을 복수적으로 구성해내는 것이다. 소녀의 기억은 성장과 남근로

고스의 이중적 문법에 포섭되지 않는 과거의 목소리, 시간들을 자신의 내부

에서 함께 보존한다. 배수아의 소녀소년들은 그런 의미에서 후기 산업사회

의 복제적인 가상/기호가 아니라 소녀-되기의 생성적 주체이다. 이들은 끊

임없이 남성-어른-주체라는 다수성의 항으로부터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서

사(narrative)들을 그려낸다. 

물론 소녀도 유기적, 그램분자적(몰적) 의미에서 여성이 된다. 그러나 역으로 여
성-되기 또는 분자적 여성은 소녀 그 자체이다. 소녀는 분명 처녀성에 의해 규
정될 수 없다. 소녀는 운동과 정지의 관계, 빠름과 느림의 관계에 따라, 또 원자
들의 조합과 입자의 방출에 의해, 즉 <이것임>에 의해 규정된다. 소녀는 기관 
없는 몸체 위에서 끊임없이 질주한다. 소녀는 추상적인 선 또는 도주선이다. 또 
소녀들은 특정한 연령, 성, 질서, 권역에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녀들은 질서
들, 행위들, 연령들, 성들 사이에서 미끄러진다.” 질 들뢰즈, 앞의 글, 524-52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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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악무한적 일상성의 반복과 탈정체화의 역설

1990년대 말 배수아의 소설들은 앞서 해체된 가족과 도시의 공허 속에서 

변경될 수 없는 삶의 조건을 확인한 소녀소년들이 자라나 마주하게 된 보다 

더 극한의 현실조건들을 그려낸다.228) 유년기의 기억과 꿈 사이를 헤매던 

소녀소년들의 형상은 도시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소외된 청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 사이에서 비루한 직업적 삶과 폭력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가시

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990년대 말에 발표된 작품들이 이전

의 작품들과 완전한 단절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버려짐’에 관한 소

녀고아의 상처와 불안의 심리는 더욱 직접적으로 여성청년들의 훼손된 삶과 

신체의 문제를 통해 극화된다고도 볼 수 있다. 소녀고아들은 자라서 “가족

을 갖지 못한 독신여성”229)이 되고 그 안에서 다시금 타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간다. 때문에 이 시기 배수아의 소설은 후기산업사회의 청년들의 허무

와 소외를 증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8년에 출간된 소설집 심야통신에 실린 작품들은 소녀고아나 사촌 

및 또래관계의 청년들에 관한 배수아의 지속적인 주제가 무엇보다 도시와 

꿈과 폭력이라는 주제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보인

다. 첫 소설집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에 등장한 청년들의 모습과 유사성

을 가지면서도 훨씬 더 계층적으로 취약한 존재로 형상화된 청년인물들은 

벗어날 수 없는 도시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몸 안에 뿌리박힌 ‘병적인 것’

들을 감각한다. 특히 여기서 도시의 공간은 기억 속의 ‘먼 곳’인 유년기적 

장소와 대비를 이루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때 여성들의 신체와 그 사이에 

번지는 ‘전염’의 이미지들은 유년기의 기억과 도시생활 사이를 오가는 폭력

의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228) 근대적 가족 개념이 해체되고 있다는 위기의 감각은 1990년대의 잠재적 불안
이기도 했다. 이혼율의 증가와 가부장 위상의 변화에 대한 불안의 정동은 대중
문화의 재현에서 지배적인 감수성으로 나타난다. 1998년의 IMF 이후의 경제구
조 변화 속에서 한국사회는 이러한 위기를 현실로서 직면한다. 1996년, 1997년
의 한국사회의 ‘아버지 신드롬’ 및 ‘공주 신드롬’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강
준만, 한국현대사 산책―1990년대편 2권(3당합당에서 스타벅스까지), 인물과
사상사, 2006.

229) 김양선, ｢빈곤의 여성화와 비천한 몸: 천운영ㆍ배수아의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15, 한국여성연구소, 2004,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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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첫 개｣에서 ‘나’의 유년기에 대한 기억과 자라난 현재의 삶은 모두 

공주의 환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신체적 폭력으로 나타난다. 과거 어린 ‘나’

는 친척들의 집을 전전하며 어른들에게 ‘늦된 아이’로 여겨진 채 방치당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이 된 후에는 길거리를 오가며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어린 시절 ‘멘스’를 할 때는 집밖으로 쫓겨나 개집 앞에서 지내야 

했던 ‘나’(의 몸)은 친척들에게 혐오스럽고 불결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소설

에서 붉은 피의 이미지는 소녀의 몸 전체를 은유하는 동시에 소녀를 낳은 

부모에 대한 소문과도 이어지는데, 이때 ‘나’의 신체에 흐르는 ‘새빨간 피’는 

아버지를 찔러 죽인 어머니의 뱃속으로 전해진 아버지의 ‘피’와 연결되고 

있다. 이는 앞선 배수아의 소설에 나타난 ‘유전적 결함’을 상기시키는 것으

로 ｢나의 첫 개｣에 나타난 불온한 피는 혈연관계를 타고 흐르는 부계가족

의 계통성을 드러낸다. 소설 속에서 피의 이미지는 소녀인 ‘나’의 몸, 부모

의 살인에 대한 소문(“새빨간 피가 홍수처럼 골목에 넘쳤다는군.”), 기르던 개의 

죽음을 가로지르며 전염, 확산된다. ｢나의 첫 개｣는 혈연적 가족주의 및 대

리양육의 상황 속에서 버려진 소녀가 거리의 부랑을 거쳐 끝내 정신병원으

로 이어지는 과정을 불확실한 진술의 구조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가족-사회 

구조에서 타자화된 존재들의 불안과 고립감을 잔혹하고도 환상적으로 그려

낸다. 이처럼 바람인형(1996)에서 보여준 유년기의 동화적 환상은 심야

통신(1998)과 그 사람의 첫사랑(1999)에 이르면 폭력과 죽음의 환상으

로 채색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소 어둡고 암울한 빛을 띠는 1990년대 말 배수아 소설의 변화는 1997

년 IMF 이후의 사회적 우울감 및 세기말의 불안한 분위기를 환기하며 다소 

‘사회학적 시선’으로 확대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230) 심야통신에 수록된 

230) 물론 이 ‘사회학적 시선’의 확대는 작품의 주된 경향의 변화를 일컫는 것이
다. 실제로 배수아는 특정 시점 이후 자신의 문학에서 사회학적 관점이 생긴 것
이라기보다는, 최초의 작품을 쓸 때부터 이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사회계급문제는 한국과 같은 와일드한 경쟁사회에서는 문화의 어떤 분야
에서든지 스며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최초의 작품을 쓸 때부
터 이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초기작
에 속하는 바람인형에서 갑자기 ‘유한계급’이란 단어가 튀어나와서 몹시 당황
스러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프롤레타리아’나 ‘결혼시장’처럼 내
게는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나는 항시 주인공들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표현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도리어 당황했어요.” 최인자‧채윤정, ｢배수
아를 만나다｣, 여/성이론 18,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8,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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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들에 등장하는 도시는 잠들어있는 꿈의 공간으로 나타나며, 어둠에 뒤

덮인 밤의 도시에는 잠들지 않은 채 꿈을 꾸는 남자와(｢건전한 부르주아의 도

시｣), 그와는 반대로 악몽을 꾸기 위해 꿈의 사원으로 떠나는 여자(｢장화 속 

다리에 대한 나쁜 꿈｣)가 살아간다. 밤의 도시에서도 여성청년들은 항상 “거

리의 청소부”가 되어 매춘을 하거나, 백화점 여점원으로 일하면서 남자들에

게 섹스를 강요당하고 버려진다. “블랙스트리트를 자생시키지 않는 구조”를 

가진 ‘건전한 부르주아 도시’의 사람들이 각자의 몸 안에 “불가사의한 기생

충을 자생시키”231)고 있을 때, 사회의 하층부에 놓인 소녀들의 신체는 강요

된 섹스, 임신, 폭력에 노출되며, 이는 가난, 열병, 장애, 광기, 죽음의 모티

프와 끝없이 교차하고 있다. 

1990년대 당시는 아니었지만 2000년대 초중반 배수아의 소설들을 여성주

의적 관점에서 읽어낸 일부 비평가들은 배수아가 90년대의 기성 여성작가

들과 달리 여성인물들의 존재조건을 ‘빈곤’의 문제를 통해 그려낸 점에 주

목하기도 했다.232) 그중에서도 일요일의 스키야키 식당(2003)은 배수아의 

소설 중 빈곤의 문제를 가장 첨예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지만,233) 앞서 

언급했듯 배수아의 소설에서 빈곤(계층)의 문제는 주변화된 소녀들이 느끼

는 타인들과의 ‘격차’, 보다 직접적으로는 1998년 이후 출간된 소설들에 나

타난 여성들의 현실조건으로서 이미 제시되었던 요소라 할 수 있다.234) 앞

의 절의 분석이 시간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있어 소녀들의 기억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주체와 시간의 ‘복수성’ 문제에 주목하였다면, 이 절에서는 여성들 

231) 배수아, ｢건전한 부르주아의 도시｣, 심야통신, 해냄, 1998, 29-30면.
232) 김양선, 앞의 글. 
233) 대표적으로 권오룡은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을 IMF 사태 이후의 풍속화로 

읽어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돈과 가난의 문제, ‘한 순간의 위기로 무너져 내
리는 아슬아슬한 삶’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의 전경(前景)으로 부각된 가장 최근
의 계기는 IMF 사태의 체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은 IMF 이후 한국 사회의 그로테스크한 풍속화이자 풍자적 보고서로서의 의미
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권오룡, ｢비하(飛下/卑下)의 상상력이 우리에게 묻는 
것-배수아의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문학과사회 2003 여름, 858-859면.

234) 이것은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랩소디 인 블루의 소년소녀들까지 소급
되는 문제이다. 초기의 ‘공주 판타지’를 그린 소설들이 공주인 소녀와 그렇지 못
한 소녀인 ‘나’의 사회적/심리적 격차가 만들어낸 동화였듯, 랩소디 인 블루 
에서도 중산층인 ‘나’를 둘러싼 부자 사촌 윤이, 일하기 위해 대학을 그만둬야만 
하는 신이, 정비소에서 일하는 경운 등의 사촌/또래 관계 사이의 계층적 격차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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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현실조건과 연동된 일상적 시간의 ‘반복성’에 초점을 맞춰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이르는 배수아 소설의 변화지점을 가늠해보고자 한

다. 

1990년대 말에 발표된 배수아 소설에서 청년세대의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비정규직 여성으로 그려진다. 당대의 표현대로라면 ‘싱글 

여성’에 해당하는 이러한 인물들은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무

감하거나 폭력적인 연인과 소모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시기 소설들

에서 연인이 되는 남성들의 모습 또한 바람인형에 나타난 소년들과는 확

연히 다르다. 관료제사회의 위계와 자본주의적 성공을 일정 부분 체현하는 

듯한 도시의 남성들은 여성들을 잠시 동안의 성적 대상으로 도구화하거나, 

결혼제도로 편입시켜 스스로의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남성권력을 드러낸다. 

｢1999년, 네덜란드 모텔을 떠나며｣와 ｢여점원 아니디아의 짧고 고독한 생

애｣에 등장하는 남성들이 고압적인 태도로 연인을 도구화하는 폭력을 비교

적 직접적으로 체현하고 있다면, ｢허무의 도시｣, 철수와 같은 작품들에서 

연인들은 별다른 특징이 없이 표준화된 청년의 모습으로 ‘무례한’ 폭력을 

체현한다.  

등단작인 ｢천구백팔십팔 년의 어두운 방｣에 나타난 청년들의 건조하고 불

안정한 현실과 비교할 때, 소설 ｢1999년 네덜란드 모텔을 떠나며｣에서 눈

에 띄는 것은 주인공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소설 

속 스물아홉 살의 재택근무자인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235)지

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삽화일을 한다. 그러나 언젠가 네덜란드 호텔

로 떠나겠다는 꿈을 꾸던 ‘나’는 1997년 가을의 어느 날 강물에 버려져 죽

게 되고, 1999년이 되어서야 물속에서 깨어난다. 강물 아래서 깨어난 ‘나’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남자를 찾아가지만 남자는 2년 전에 죽었다는 여자의 말

을 믿지 않고, 2년 전과 다름없이 필요에 따른 섹스 행위만을 요구한다. 결

혼한 적은 없으나 임신한 적이 있었으며, 남자에게 웨딩드레스의 값을 요구

하다가 버려진 채 타인들에게 벗은 몸을 촬영 당하고 유기된 ‘사라’(‘나’)는 

자신을 “살해당하는 게 어울리”는 “구형 사이보그”와 같은 존재로 느끼게 

된다.

235) 배수아, ｢1999년 네덜란드 모텔을 떠나며｣, 심야통신, 해냄, 1998, 59면. 
이하 소설 본문의 직접인용은 이 판본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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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97년 가을에 죽었다. 내가 죽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아름

다워 사랑을 받던 어느 공주의 죽음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그 공주의 죽음에 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을 사람들은 몰랐다. 1999년까지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공주는 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집요하게 따라붙는 사진사들의 추

적을 피하려고 과속을 하다가 터널의 기둥에 부딪혔다. 그건 역사에 기록

될만한 사건이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로 토론을 벌이게 만들었

다. 공주의 명예와 자유로운 사생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의 문제, 옐

로 저널리즘의 천박성과 유명인에 대한 대중의 권리 문제, 각각 다른 애

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분만의 부부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

한 문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실의 존속이 타당한가 하는 것, 일부일처제

의 의미, 그리고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정치가들의 스캔들에 관한 것, 명백

한 문화의 차이,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문제,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의 갑작

스러운 죽음에 따르는 유산의 문제, 보통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문제를 떠

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 때였다. (60) (강조–인용자)

소설의 첫 대목에 해당하는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이 소설에서 주인공 

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아름다워 사랑을 받던 어느 공주의 죽음”이 

있었던 1997년에 죽게 되어 “세계의 종말이 가까워”오는 1999년에 깨어난

다. 여기서 다이애나 비의 죽음을 암시하는 1997년과 한 세기의 종말을 앞

둔 1999년은 사회적 사건을 통해 환기되는 거시적 시간지표라 할 수 있다. 

모두가 공유할 만한 기억으로서의 사건, 역사적 시간으로부터 소외된 채 죽

어간 사라는 죽은 후에도 누구에게조차 발견되지 않는 철저히 익명화된 존

재로,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공주의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236) 그녀가 물속에 잠긴 채 보았던 꿈과 기억의 시간은 세상 사람들

에게 공유되지 않으며 사라는 자신과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타인들의 시간 

속에서 과거의 기억과 꿈들을 모두 잊어간다. 이 소설은 공주(다이애나 비)

236) 한편으로 이 소설에서 공주의 죽음의 경위가 된 “차를 타고 가다가 집요하게 
따라붙는 사진사들의 추적”과 같은 부분들은 1997년의 실제 사건을 환기하는 
동시에, 소설 속 ‘나’(‘사라’)의 죽음의 상황과 포개어진다. 다소 환상적으로 처리
되어 있으나, 1997년 그녀가 죽기 직전의 상황 또한 나체의 상태로 연인의 차에
서 내려서 실랑이를 하던 중 지나가던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히는 것으로 언급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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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죽음과 수면 위로 오르지 못한 ‘나’의 죽음-귀환을 세기말의 종말론적 

분위기와 겹쳐놓으면서 거시적/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시간에 포섭되지 않는 

존재의 잠재적 시간을 그려낸다. 

｢1999년 네덜란드 모텔을 떠나며｣가 세기말의 사회적 불안과 위기담론으

로부터 잊힌 여성 존재의 시간을 다소 환상적으로 배치하였다면, 소설 철

수에서 노동하는 여성청년 삶은 ‘빈곤감’으로 가득 찬 현실의 연장으로 나

타난다. 소설은 1988년 경기도에 있는 대학의 임시직원으로 일하는 ‘나’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계약직 임시직원으로 대학의 행정업무를 하는 ‘나’는 근

무가 끝난 후 식당에서 일하며 극심한 피곤함을 느끼며 살아간다. 아버지가 

수감된 이후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나’는 알코올 중독인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 곧 청소용역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떠날 오빠와 함께 산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지낸 ‘철수’와 불감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와의 섹

스 장면을 목격한 철수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군인이 된 철수의 면회를 간

다. 면회실의 군인의 안내대로 철수가 있는 훈련장으로 간 ‘나’는 군대 내에 

또 다른 ‘김철수’가 존재함을 알게 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부대에는 두 명의 김철수 실습소대장이 있었던 것이다.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아서 나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 중의 누가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김철수인지 모른다. 나도 모르고 여기 있는 이 영양실조 걸린 

군인들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이곳에 있는 김철수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

르지만 내가 만날 수 없는 김철수라는 것이다. 눈발이 날리는 차가운 겨

울날 뭔가 비밀스러운 사고를 당한 김철수를 나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그곳에는 또 다른 한 명의 김철수가 있어서 

처음의 그곳에서 나는 그를 만날 수 있다. 내가 알고, 그에게 줄 닭을 들

고 그토록 먼 길을 헤매었던 그 김철수는 어느 쪽인지 아무도 모른다. 나

는 불타버린 개활지의 흰 벼랑 앞에서야 그것을 알았다. 마치 빨치산처럼 

더러운 훈련복을 입고 영양실조로 터진 입술과 비타민 부족으로 충혈된 

잇몸을 하고 있는 이 군인들과 함께.237)

  

훈련장에 나와야 할 김철수는 사고가 나서 훈련장에 없고 ‘나’는 자신이 

만나러 온 김철수가 정확히 “사고가 난 김철수”인지 그렇지 않은 “또 다른 

237) 배수아, 철수, 작가정신, 1998,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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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김철수”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다. 이 순간 ‘나’는 그저 자신이 

절대 만날 수 없는 김철수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나’는 오직 내가 만난/만날 철수만을 알 수 있을 뿐이라는 이 대목은 

‘철수’라는 존재의 고유성을 뒤흔든다. 철수의 이름과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

이 불일치하는 상황은, 존재들의 구별 체계로서의 ‘인칭’을 무화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특정한 인칭에 대한 의식은 철수를 만나러 간 1988년의 

기억으로 확장되어 다음과 같은 소설 전체의 세계감을 집약해주는 문장으로 

나타난다. “1988년은 나에게 시작이며 끝이었다. 내 인생을 통틀어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더 행복하지도 않았던 한해였다. 1987년과 특별

히 다르지 않았으며 1998년과 비교해볼 때 더 이상적이거나 덜 인상적이지

도 않았다. 1988년에 일어났던 일들은 1978년에도 일어났으며 1998년에도 

일어났을 것이다. 1988년에 만났던 사람들은 1978년에 지하철에서 내 어깨

를 밀치며 지나갔었고 1998년 밤의 주유소 거리에서 무감동한 눈길로 마주

친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이었고 낯선 중산층이었으며 영양실

조에 걸린 군인들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변소였고 타인이었고 벼랑이고 

까마귀이고 감옥이었다. 그들은 영원히 그들에 지나지 않았다.”238) 

서로가 서로에게 철저히 타인으로 남은 세계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시간은 

무의미한 일상의 질서, 벗어날 수 없는 세계의 도식적 시간성을 암시하는 

듯하다.239) 실제로 철수에서 집약된 시간관은 앞서 ｢천구백팔십팔 년의 

어두운 방｣을 비롯해 ｢1999년 네덜란드 모텔을 떠나며｣, ｢다큐 채널, 수요

일, 자정｣ 같은 소설에 언급된 바 있는 ‘1988년’, ‘1993년’, ‘1997년’, ‘1999

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지표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배수아의 소설에서 인물

들은 각각의 시간지표들이 환기하는 88올림픽, 다이애나 비의 죽음, 세계의 

종말 등의 사회적‧역사적 시간들에 포섭되지 않는 일상의 기억을 소환한다. 

주목할 것은 이때 거대역사로부터 빗겨난 인물들의 기억이 개인화된 시간조

차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오히려 1988년과 1993년, 1997년과 1999년에 

238) 배수아, 철수, 작가정신, 1998, 83면.
239) 해설을 쓴 박철화는 철수가 이방인의 뫼르소와 “외적 세계에 대한 무관

심”을 공유한다고 말하며 “자기 존재 안의 진실”, “일상적 자아로서의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자아의 서사로 읽어낸 바 있으며, 많은 비평들이 이후의 
배수아 소설을 ‘자의식의 자아’로 의미화 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박
철화, ｢존재의 어둠, 현실과 환각 사이｣, 철수 해설, 작가정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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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친 누군가, 이름없는 타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간성을 가리

킨다. 달리 말해 이 시간은 역사적 표지로 수렴되지도 개인의 기억으로 흡

수되지도 않는 그 자체로 ‘반복성’의 힘을 가진 비인칭적 시간이다.  

철수는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상적 노동과 무감한 연애를 

반복하는 낯선 존재들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 안에서 ‘나’는 조금 더 월급이 

많은 곳으로 직장을 옮겨가며 빚을 갚고 돌아오지 않는 ‘오빠’를 기다린다. 

‘나’는 1988년에 살았던 16번지를 찾아가는 꿈/환각 속에서 자신을 지나쳐

가는 또 다른 시간 속의 ‘나’를 목격한다. 환상의 시간 속에서 ‘나’는 늑대소

녀/마녀와 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몸에 새겨진 “기억보다 오래 살아남는 시

간의 이빨자국”을 느낀다. 결말의 환상적 장면은 흘러가는 시간의 ‘외부’가 

아닌 시간의 반복 속에 열리는 틈새로서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 시간을 암

시한다. 

1990년대에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작품 철수를 비롯해 붉은 손 

클럽과 일요일의 스키야키 식당 등에 이르기까지의 작품들은 2000년대 

이후 ‘빈곤’과 ‘계급’이라는 비교적 친숙한 비평의 언어로 코드화되기 시작

한다. 그러나 이때 “배수아 문학의 출발이 그런 ‘사소한’ 미학적 공간에 머

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90년대 말에 보여준 그의 문학들은 

그런 평가의 범주를 넘어서 있”240)다는 판단이나, 1999년 무렵 배수아의 

소설들이 “‘공주’와 ‘왕자’의 ‘낭만주의’를 헌납하고 얻어낸 ‘현실주의’라는 

점에서 이전의 허무와 구별”241)된다는 평가들은 ‘90년대적인 것’의 정치성

을 구출하기 위해서 혹은 배수아의 미학적/내면적 소설 경향에 ‘현실성’이라

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난과 빈곤을 발견하려는 듯 보이기도 한다. 

물론 1990년대 후반 이후 배수아의 소설에서 빈곤의 문제가 비교적 뚜렷

하게 확인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수아의 

소설에 나타난 빈곤의 문제를 IMF라는 현실계기를 단순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철수에서는 1997년 이후의 사회경제적 붕

괴의 조건과 ‘빈곤화된 여성’의 삶을 읽어낼 수 있을 만한 현실조건들이 암

시되지만, 그것은 동시에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연속적 계기

240) 이광호, ｢철수와 철수들-배수아의 철수 다시 읽기｣, 이토록 사소한 정치성
, 문학과지성사, 2006. 143면.

241) 신수정, ｢미궁 속의 산책-한강, 백민석, 배수아의 최근작을 중심으로｣, 창작
과 비평 2000 여름,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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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배수아의 소설이 마주한 극

한의 세계, 인물들이 영위해나가는 삶의 비참함은 그녀의 소설에서 줄곧 반

복되어 온 ‘악무한적인’ 삶의 조건들이 IMF 이후 한국사회의 시간과 접합

되어 빚어진 초상에 가깝다. ‘나쁜 피’와 ‘나쁜 꿈’으로 가득 찬 소녀의 삶은 

1990년대 말의 한국사회를 통과하며 ‘더’ 나빠졌을 뿐이다. 오히려 배수아

의 소설들을 연속적으로 고찰할 때 눈에 띄는 점은 앞선 소설들과 달리 
철수에서는 1988년을 포함한 반복적 시간 ‘외부’로의 탈주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경유했을 때 보이는 새로운 존재의 전략이 암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되어 나는 시간을 살아남았다”로 끝나는 철수의 

마지막 문장은 자기 안의 과거의 시간들을 복수적으로 끌어안은 ‘나’의 존

재가 시간 속에 ‘살아남는’ 방법으로 개체적 시간의 철저한 소거를 통해 반

복성 그 자체로 스스로를 내던짐을 의미한다.  

 등단 이후 1990년대에서 2000년대,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배수아의 

소설들에 특정한 분기점을 설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사회의 경제적 변

동과 관련한 빈곤의 지표 혹은 작가의 현실주의적 인식이 ‘발견’되는 지점

이 아니라, 소녀와 사촌으로 형상화되던 ‘개인’들의 정체성 표지가 의식적으

로 모호하게 재현되는 2000년대 초반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배수아는 1990년대 말 심야통신(1998), 철수(1998), 그 사람

의 첫사랑(1999)을 거쳐 2000년대에 이르면 붉은 손 클럽(2000), 나는 

이제 니가 지겨워(2000), 이바나(2002), 동물원 킨트(2002), 일요일

의 스키야키 식당(2003) 등 잇따라 소설들을 발표하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바나와 동물원 킨트로부터 시도된 ‘실험’들에 주목

해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자신의 문학 세계에서 ‘전업 작가’가 될 수 있었던 2001년을 분기

점으로 언급했던 배수아는 같은 맥락에서 2002년에 발표된 이바나를 “소

설가로서의 배수아의 시작”242)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이후 

여러 평론가들이 빈곤을 중심으로 읽어낸 일요일의 스키야키 식당의 다른 

한편에는 이바나와 동물원 킨트와 같은 작품을 통한 성 정체성의 ‘해

242) 최인자‧채윤정, ｢배수아를 만나다｣, 여/성이론 8,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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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라는 또 다른 변화가 모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2002년 발표된 장편 동물원 킨트의 창작 서문에서 배수아는 소설을 쓰기 

전에 작품의 주인공에게 성별을 규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도를 “성 정체성

의 의도적인 거세”243)로 표현했다. “성적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부여하는 모

든 정서의 상태를 부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부연과 함께 시도된 배수

아의 글쓰기 실험은 이후 문학(장)의 일련의 논쟁을 촉발했던 에세이스트

의 책상에 대한 해석 논쟁으로 연결된다. 

배수아의 에세이스트의 책상(2003)을 둘러싼 비평 담론의 활성화는 창

작과비평 2004년 여름호의 특집에 실린 백낙청의 글인 ｢소설가의 책상, 

에쎄이스트의 책상-배수아의 장편소설 에세이스트의 책상 읽기｣를 계기

로 점화되어 이후 김명인, 김영찬, 김형중 등의 논의를 통해 이어진다. 에

세이스트의 책상에 관한 백낙청의 독법이 그 자체로 “모더니즘 소설을 읽

는 창비의 고유한 독법”244)(김영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과 “창비적 체

취의 부재”245)(김명인)라는 비판은 마찬가지로 백낙청의 독법에서 서로 다른 

것을 읽어내고 있는 셈인데, 이는 두 논자의 글에 부쳐 발표된 백낙청의 글

에서 알 수 있듯, 어느 정도는 ‘창비적 독법’을 전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창비적 독법’의 비판과 요청이라는 문제를 둘러싼 리얼리즘/모더니즘

의 논쟁의 비평사적 의의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본 논문

과 관련하여 이 논쟁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논자들이 에세이스트의 책

상의 인물들의 ‘성별’을 읽어내(지 않)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소설 에세이스트의 책상에서 M

이라는 존재는 누구인가/무엇인가?246) 이에 대해 김영찬은 보편의 언어이자 

243) 배수아, ｢동물원에 간다｣, 동물원 킨트, 이가서, 2002. 
244) 김영찬의 지적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어쩌면 백낙청은 에세이

스트의 책상의 성취를 그것이 모더니즘으로서는 드물게도 작가 특유의 ‘허위의
식’을 교정하는 ‘리얼리즘의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찾
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김영찬, ｢한국문학의 증상들 혹은 리얼리즘이라는 독법
｣, 창작과비평 2004 가을, 275-276면. 

245) 김명인, ｢민족문학론과 90년대 이후의 한국소설-창비 비평의 활성화를 기대
하며｣, 창작과비평 2004 가을, 266면. 

246) 김영찬은 에세이스트의 책상의 첫 독해에 해당하는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 소설의 제목이 ‘에세이스트의 책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의미심장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색적 글쓰기를 촉발시키는 M이라는 존재는 과연 누
구인가? 아니, ‘무엇’인가?” 김영찬, ｢자기의 테크놀로지와 글쓰기의 자의식｣, 



114

절대적 음악을 신봉하는 M을 “‘나’의 현실적 자아 이미지와 자아 이상이 

겹쳐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하며, 이 소설을 “…주체의 절대성에 대한 욕망

을 선언하는 자기 재현의 드라마”247)라고 정리한다. 김영찬의 이러한 해석

에 대해 백낙청은 화자와 M이 “둘 다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묘한 

효과가 발생”248)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낙

청과 김명인이 M의 성별을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두고 “왜 그다지도 

중요하단 말인가”249)라고 반문했던 김형중은 무성 또는 중성인 화자(동물원 

킨트), 남성 젠더인 여성 K(이바나), 동성애 관계의 남성들(독학자)을 그

려온 배수아의 작업들이 성별 이분법을 해소하는 급진적 실험임을 강조한

다. 

그러나 위의 논쟁에 관해 강지희가 지적한 바 있듯, 창비의 ‘리얼리즘 독

법’으로부터 배수아의 소설을 살려내고자 한 “더 세심한 독해”250)는 아이러

니하게도 배수아의 소설을 여타의 페미니즘 소설과는 구별되는 탈젠더의 서

사, 정신주의의 실험으로 읽어내는 방식에 기여했다. 그 결과 배수아의 소설

은 성차의 문제를 전략화한 소설들에 비해 더 전위적이며, 탈육체화된 ‘보

편’의 언어로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251) 그러나 단독자/개인=정신/보

편이라는 전제 아래 배수아의 소설 속 탈정체화된 인물들의 모습을 미학적 

보편주의/정신주의로 읽어내는 당대의 독법들은 1990년대 소설에서 형상화

된 ‘소녀들’ 혹은 성차의 문제를 이후의 작품들과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고 

만다. 그 결과 “속물적인 세계와 동떨어진 채 물질에 속박되지 않는 순수한 

정신을 지향하는 동성애자로 변모”한 배수아의 소설은 결과적으로 “여성주

에세이스트의 책상 해설, 문학동네, 181면. 
247) 김영찬, 위의 글, 190면. 
248) 백낙청, ｢‘창비적 독법’과 나의 소설읽기｣, 창작과비평 2004 겨울, 264면.
249) 김형중, ｢민족문학의 결여, 리얼리즘의 결여-이것은 리얼리즘이 아니다｣, 창

작과비평 2004 겨울, 290면. 
250) 강지희, ｢2000년대 여성소설 비평의 신성화와 세속화 연구—배수아와 정이현

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2), 대중서사학회, 2018, 52면.
251) 김형중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수아는 문장에 각인된 

성차의 관습을 드러내놓고 유린하고 싶어한다. 그럼으로써 소재(대개 불륜일 경
우가 많은)나 주제(가부장제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아주 낯익고 식상한) 수준에서 
주로 진행되었던 성별 간 대립, ‘남/여’ 이분대당, 제3, 제4의 성을 용인하지 않
는 그 이분대당마저 해소하고 싶어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배수아는 페미니스트
도 아니다.” 김형중, 앞의 글,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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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252)이라는 평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동물원 킨트에서 에세이스트의 책상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장면

들은 2000년대 한국문학의 ‘문학성’을 가늠해볼 수 있게 만드는 동시에 “당

시 여성성과 결부된 시적 자원이 진부하고 상투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

다는 미적 판단을 증거”253)해주는 듯 보인다. 그러나 주체화의 방식에 있어 

2003년을 전후로 한 배수아의 ‘고독한 개인’의 형상을 과거와 단절된 새로

운 ‘정신적’ 주체의 등장이 아니라, 1990년대의 ‘소녀’와 짝을 이루는 것으

로 파악해보는 것은 어떨까. 소녀-되기의 생성적 주체가 언제나 다수성의 

항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주체화의 과정이자 복수적인 주체-되기를 향해 열

려있는 존재임을 상기할 때, 가족호칭, 국적, 나이, 성별의 경계를 무화하고

자 한 배수아의 실험전략은 복수적 주체-되기의 과정이 도달한 하나의 극

점(極點)일 수 있다. 소녀-되기의 주체화는 2000년대 이후의 배수아의 미

학적 실천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조건이자 내적 논리이며, 이를 경유할 

때 성차와 복수적 주체화의 역학이 중첩하는 텍스트로서 2000년대 이후 배

수아의 소설들에 대한 보다 풍부한 독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252) 심진경, 앞의 글, 234면.
253) 이경진, ｢무성성의 시학이 처한 곤경-배수아의 동물원 킨트｣, 웹진 비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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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기존 문학사에서 1990년대 여성문학의 성취에 대한 평가가 다

소 제한적으로 논의되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전경린, 배수아의 소설을 

통해 1990년대 여성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재고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문학(장)은 여성문학의 전성기로 기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적 평

가에 있어서는 보편성에 미달하는 여성적 특수성에 천착했다는 한계점이 반

복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더욱이 1990년대 여성문학은 많은 경우 신경숙, 

공지영, 은희경이라는 ‘대표적’ 작가들의 이름을 통과해서만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1990년대에 활동한 많은 여성작가들의 문학적 스펙트럼을 

다소 협소하게 이해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었다. 본고가 1990년대 여성문학

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경린과 배수아의 소설을 살펴본 것은 이들

이 여성 정체성 서사라는 당대의 테마와 관련해 ‘자전적 글쓰기’로 수렴되

지 않는 각자의 서사적 전략을 통해 여성 주체화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그려

냈기 때문이다. 

해당 논문에서 본고는 ‘여성문학’의 개념을 여성의 특수한 경험과 위치를 

문학의 언어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판적 개념으로 상정하고, 1990

년대라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여성문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1990년대 여성소설과 ‘여성 정체성’과 

‘여성성’이라는 실천적 화두는 다소 연속적인 고찰과정 없이 여성 정체성의 

‘본질화’로 빠르게 비판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90년

대에서 2000년대로 이르는 시기에 여성적 차이나 여성성의 재현이라는 주

제의 소강과 포스트페미니즘의 영향에 따라 여성문학 담론이 ‘여성(성)’을 

강조할 것인가와 ‘여성’이라는 범주를 넘어설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은 곧 여성 주체화라는 동시대 페미니즘 정치의 

의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본문의 2장에서는 1980년대의 여성해방문학 담론의 형성의 맥락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1990년대 여성문학의 개략적인 지도를 그려봄으로써 여

성‘해방’문학에서 ‘여성’문학으로의 이행과 잔여들을 짚어보았다. 본고는 특

히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으로 이어지는 이행기적 시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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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집나간 딸들의 ‘귀환’이 그려지는 소설들을 살펴보고 이를 

1990년대의 ‘집’의 정치화의 문제로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

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초중반의 여성작가지형과 당대 여성서사의 쟁점으

로 부상한 ‘여성성’의 특성을 개략적인 테마와 경향성에 따라 항목화를 시

도했다. 

3장에서는 전경린의 작품을 대상으로 아버지-남편에 의해 여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가족의 풍경을 그린 소설들을 살피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삶의 조

건들로부터 여성인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위반의 욕망을 드러내는지를 분

석하였다. 특히, 전경린의 소설에서 여성들은 ‘성차’의 적극적인 긍정을 통

해 자기로서의 삶을 발견하는 저항적 주체화 전략으로 여성(성)의 기원에 

접근하고 그것을 여성신화의 다시-쓰기로 접속하는 시도를 보인다. 이때 여

성의 욕망은 성차화된 몸을 적극적으로 재형상화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와 같은 재현전략이 안정화된 남성체계를 파열시키고 반향하는 효과를 발

생시키는 미메시스적 전략으로 독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고는 

‘불륜소설’이 단순히 전경린의 문학의 ‘통속화’로서의 귀결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낯선 몸의 감각을 욕망하는 해방적 계기로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

음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배수아의 소설들에 나타난 소녀고아와 여성청년 인물들의 관계

성을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부재, 가족의 해체라는 조건에서 끊임없이 반복

되는 여성들의 자리바꿈이 그들로 하여금 실존적 소외와 불안의 감각을 불

러일으키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때 배수아 소설은 복수적인 목소리와 시

간성을 내재한 반-기억의 형식을 통해 성장과 남근로고스의 지배적 문법에 

포섭되지 않는 소녀-되기의 생성을 드러내며 통합적인 서사의 시간성을 해

체시키는 문학적 전략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어서 1990년

대 후반 발표된 배수아의 소설에서는 폭력과 가난이라는 극한의 조건에 내

몰린 소녀와 여성청년들이 등장하며, 이들을 통해 일상적 시간의 악무한적 

반복에 대한 의식과 서사적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고는 두 작가의 소설적 전략을 분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전경린의 문

학은 차이로서의 여성성을 과잉 재현함으로써 여성이 계속해서 스스로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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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긍정하고 그것을 언어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반면, 배수아의 문학

은 규범적 정체성을 가로지르는 주체의 복수화를 통한 새로운 여성-서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했다. 요컨대 여성 주체화라는 문제에서 전경린

의 소설은 여성의 욕망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을 통해 ‘전략적 본질주의’의 

방식을, 배수아의 소설은 타자화된 여성의 위치로부터 다수적 규범에 환원

되지 않는 ‘복수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 새롭게 의미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2000년대 이후 문학/비평(장)에서 전경린의 소설은 나르시시즘적이고 통

속적인 ‘불륜서사’를 재생산한다거나, 여성성을 지나치게 신비화/본질화 함

으로써 특수성에 함몰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외면되기 시작한다. 반면, 배수

아의 소설은 젠더 정체성의 소거를 통한 보편성과 예술성(미학성)을 구현한 

작품이라는 주목 속에서 탈성화된 방식으로 평가되기에 이른다.254) 여성-되

기의 과정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에 의거하여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별권력의 비대칭성을 가시화하는 부단한 운동이라고 할 때, 

2000년대 이후로도 계속된 전경린의 여성(성)의 탐구를 지배적인 것을 차이

화하는 여성-되기의 문학적 실천 사례로, 탈정체화 하고 복수화하는 배수아

의 소녀-되기의 서사전략을 성차와 복수적 섹슈얼리티의 문제의 교차를 모

색하는 미학적 실천으로 읽어내는 일이 가능해진다. 본 논의는 ‘여성(성)’의 

이름으로만 호명되었던 전경린의 문학과 ‘여성’을 넘어선 ‘보편’으로 독해된 

배수아의 문학을 ‘젠더 프리즘’으로 다시 여과시킴으로써 1980년대의 유산 

속에서,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로 이어지는 여성문학의 새로운 계보와 

독해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기를 목표하였다.

254) 강지희, 앞의 글, 51-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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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tics of ‘becoming-woman’ in the 

1990s novels of Jeon Gyeong-lin and 

Bae Su-ah

Moon Ye-j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new possibilities of “feminine identity 

narrative”, the topic of discourse on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referred to as the era of “women’s literature”, through the works of 

Jeon Gyeong-lin and Bae Su-ah. This study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a problem that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was discussed in a 

rather limited way.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has often been devalued because of its lack of 

universality and its predisposition to feminine specificities. In addition, 

most of the research and criticism on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focused mainly on several representative female writers such as Shin 

Kyung-sook, Gong Ji-young, and Eun Hee-kyung, and limitedly 

examined the wide spectrum of many other female writers active in the 

1990s. In order to explore the new aspects of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this study focuses on the novels of Jeon Gyeong-lin and Bae 

Su-ah. Regarding the creation of female identity narrativ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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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odied the subjectification of women as their own narrative strategy 

rather than “autobiographical writing”.

  In this article, I defined “women’s literature” as a critical concept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representing women's special experiences and 

positions in the language of literature, not a normative concept. And I 

examined how women’s literature was imagined in the special historical 

context of the 1990s. Female writers in the 1990s sought ways to 

describe “feminine identity” and “femininity”, but there was no 

continuous attention from researchers or critics on that. As a result, in 

the 1990s, women's literature was easily criticized for essentializing the 

concept of feminity. This study noted that in the 1990s to 2000s, the 

discourse on the reconstruction of femininity faces a dilemma of 

whether to emphasize “femininity” as a difference or to dislocate the 

“women” category, which could be linked to the core theme of 

contemporary feminism politics, the subjectification of women.

  First, in chapter 2, I examined the transition from the “women’s 

liberation literature” to the “women’s literature” by looking into the 

formation of discourse on women’s liberation in the 1980s and the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that followed. In particular, I noted 

that novels about the “return” of daughters who left home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the late 1980s to the early 1990s are related to 

the politicization of the “home” in the 1990s. And then, I examined the 

concept of “femininity” that emerged as an issue in the early 1990s to 

the mid-1990s and the topography of female writers, and tried to 

classify their works according to the theme and tendency.

  In Chapter 3, I looked into the works of Jeon Gyeong-lin, stories 

about the family scene in which the fate of women is determined by 

their father or husbands, and analyzed how female characters reveal 

their desire for violation and resistance under the conditions of life 

derived from patriarchy. In Jeon Gyeonglin’s novels, female characters 

approach the origin of women(/femininity) through the affirm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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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difference”, and re-writing the feminine mythology is a kind of 

methodology to subjectify women. Especially, her novels are 

characterized by paying attention to women's desires and actively 

visualizing the sexualized body. These features are also found in 

so-called “affair novels”. Through this examination, I suggested that 

“affair novel” could be read as a starting point for change or liberation 

to request a sense of a strange body in everyday life, not just as a 

result of vulgarization.

  In Chapter 4, I focused on girl-orphans and young women in Bae 

Su-ah’s novels and analyzed that the repetition of women’s fate in the 

condition of family dissolution which causes them a sense of existential 

alienation and anxiety. The girls, who are main figures in her novels, 

are not obsessed with the grammar of “Bildungsroman” or the system 

of “Phallocentrism”. The girl’s narratives of Bae Su-ah are in the form 

of counter-memory or “becoming-girl” that preserve plural voices and 

times within them. I figured out that young girls or women, driven to 

the extreme conditions of poverty and violence in Bae Su-ah’s novels 

since the late 1990s, show a change in being conscious of the vicious 

repetition of everyday life. 

  Analyzing the writing strategies of the two authors, I finally judged 

that Jeon Gyeong-lin’s novels showed that women should be able to 

desire and speak for themselves by over-representing femininity as a 

difference. On the other hand, Bae Su-ah’s novels showed the 

possibility of a new female narrative by pluralizing the subject beyond 

the gender binary. In other words, with regard to the subjectification of 

women, Jeon Gyeong-lin’s novels can be read as examples of “strategic 

essentialism” through affirmation of women’s desires, while Bae Su-ah’s 

novels suggest the possibility of “pluralization of the subject” from the 

positions of the otherized women.

Keywords: Jeon Gyeong-lin, Bae Su-ah, literature in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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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literature, feminist literature, becoming, 

becoming-woman, becoming-girl, feminine identity 

narrative, feminist writing, subjectification, temporality, 

femininity, sexual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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