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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0년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폭넓게 공유되

었던 ‘탈조선’의 욕망이 흘러간 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015

년 ‘헬조선’ 담론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가시화되었던 탈조선의 욕

망은, 그것이 가졌던 언표로서의 강렬함과는 반대로 이민 통계로

재현되지 않고, COVID-19의 발생 이후에는 급격히 감퇴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을 탈출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나?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가브리엘 타르드와 질 들뢰

즈가 제안한 미시사회학적 관점에서, 탈조선의 욕망이 생산한 욕

망-어셈블리지를 추적한다. 욕망-어셈블리지를 구성하는 서로 다

른 스케일의 자료들을 종합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담론 분석(Ⅱ장),

텍스트 마이닝을 결합한 서사 분석(Ⅲ장), 텍스트사회학(Ⅳ장)이라

는 세 가지 방법론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Ⅱ장은 탈조선의 욕망이 형성된 과정을 다룬다. 왜 하필 2015년

에 탈조선의 욕망이 발화될 수 있었는가? ‘헬조선’과 ‘탈출’이 필연

적으로 결합될 근거는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Ⅱ장은 탈출이라는 기

표가 어떻게 ‘헬조선’과 결합될 수 있었는지 추적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10년대 초반에는 ‘탈출’이라는 기표는 한국이라는

국가와 결합되지는 않았지만, 청년세대 담론 내에서 탈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발화되지 못한 폐색감이 발견되었다. 2) 이 폐색감은 이명

박·박근혜 정부에서 확대된 글로벌 취업지원 정책으로 통치되었지

만, 이후 이 정책은 탈조선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제

도적 장치가 된다. 3) 2014년의 세월호 사건은 ‘탈출’ 이라는 기표가

국가 단위와 결합될 수 있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4) 온라인 공간

에서 2015년 초 확산되었던 ‘수저계급론’은 ‘흙수저 탈출’의 가능성



- ii -

을 외국으로의 탈출을 통해 모색하게 한다. 상기한 담론적·제도적·

우발적 계기의 연결과 교차 속에서, 탈조선의 욕망이 발화되었다.

Ⅲ장은 <헬조선> 웹사이트 게시글을 대상으로, 2015년 형성된

탈조선의 욕망이 생산한 남성-탈조선의 서사를 분석한다. 탈조선

을 꿈꾸는 행위자들이 온라인 공간에 남긴 게시글들에서 형성되는

집합적 서사는, 서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특정한 서사적 정체성

을 갖게 한다. 탈조선을 욕망하는 이들이 갖게 되는 ‘수험생’ 정체

성이 역설적으로 탈조선 욕망의 발현을 제약하고, 한국으로의 회

귀를 추동하며, 정체성의 분열을 야기한다는 점을 논했다. 남성-탈

조선의 욕망이 생산했던 언어들은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재생

산의 속도가 현격히 감소한다.

Ⅳ장에서는 2018년 이후 생산되었으며, 탈조선의 욕망이 표현된

대중문화 텍스트를 분석하여, 탈조선의 욕망이 분화한 궤적을 추

적한다. 2015년부터 발화되었던 원형적 남성-탈조선의 욕망은 쇠

퇴하거나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여성-탈조선의 욕망은 2018년 이

후 탈코르셋 운동과 결합되며, 새로운 탈조선의 언어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에 필요한 자기계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중산층-고학력-여성 주체들의 합리적 계산

이, 탈코르셋과 탈조선이라는 두 가지 탈출의 욕망의 결합을 추동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논문은 2010년대 한국 사회의 감정 구조에서 탈출의 욕망이

갖는 중요성을 보였으며, 선행연구들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탈조선이

라는 욕망의 미시적 발생 동학을 포착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탈조선, 헬조선, 탈출, 탈코르셋, 욕망-어셈블리지, 감정 구조,

서사분석, 텍스트사회학

학 번 : 2019-2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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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탈조선, 탈서울, 탈혼, 탈연애, 탈존주의, 탈학교, 탈가족, 탈진 세대, 농촌

이주, 해외 이민, 장기 여행 등 2010년대에 분출되었던 다양한 층위의 사회·

문화적 현상 속에서 행위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감각이 있다면, 바로 이곳

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탈출하고 싶다는 욕망일 것이다.1) 탈출이라는 욕

망은 2010년대에 접어들며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강렬하게 확산되었다.2)

욕망의 확산을 야기한 담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2015년 형성된

‘헬조선’ 담론3)이었다. 경향신문이 2015년 1~8월 동안 트위터와 웹사이트 ‘일

간베스트’에 게시된 게시물 내용을 분석한 결과 ‘헬조선’과 함께 쓰인 빈도

가 가장 높은 단어 하나가 바로 ‘탈출’이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4)

‘헬조선’을 탈출하고 싶다는 욕망, 즉 ‘탈조선’의 욕망은, 2010년대 한국

1) 이를 방증하듯, 탈출이라는 언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문화 상품들도 큰 인기를 끌
었다. 2019년 개봉한 영화 <EXIT>는 직접적으로 탈출의 욕망을 환기하는 제목과 서
사로, 900만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EXIT>는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 청년 세대가
처한 상황이 재난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표명하며, 재난 상황을 탈출하는 두 명의
청년의 모습을 그려냈다. 주인공인 두 명의 남녀가 맹독 가스를 피해 높은 건물에 올
랐을 때, 카메라는 건물에 부착된 ‘방탈출 카페’라는 간판을 주인공과 함께 비춘다. 방
탈출 게임을 포맷으로 한 TVN의 <대탈출>(2018)이라는 예능 역시 크게 흥행하며
2020년까지 세 개의 시즌이 추가적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2) 빅데이터 뉴스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이용하여 199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8
개 중앙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
일보).와 5개 방송사(KBS, MBC, OBS, SBS, YTN)에서 생산된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국제, 지역 부문의 기사 중 제목에 ‘탈출’이 포함된 기사를 검색하였다. 중앙지 중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카인즈 시스템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의 기사만 검
색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해당 기간 중 제목에 ‘탈출’이 포함된 기사는 모두 11,520
건이었고, 이 중 약 59%인 6,751건의 기사가 2010년대에 생산되었다. 연도별로 생산
된 기사의 건수도 점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탈출’이 제목에 포함된 기사는 2007년
245건에서 2009년 455건으로 약 86% 증가했고, 2011년 520건, 2013년 649건, 2015년
808건으로 2년마다 약 20% 가량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 이후에도 매년
700건 이상의 기사가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생산되어 왔다(<그림 1> 참조).

3) 헬조선 담론에 언제나 결합되는 ‘탈출’, 혹은 ‘탈조선’ 이라는 언표는, 2010년대 가장
강렬하게 발현된 정동적 언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김학준, 2016; 소영현, 2016; 이
우창, 2016; 조문영 외, 2017; 송동욱 외. 2018).

4) 경향신문, [커버스토리]헬조선에 태어나 노오오오오오력이 필요해.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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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거주했던 대다수의 구성원들에게 강하게 공유되고 있던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19년 10월과 11월에 19세~59세의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 청년세대(19세~34세)의 80.6%와 기성세대(35~59세)

의 64.1%가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청년세대의 75.4%, 기

성세대의 65.2%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다.5) ‘헬조선’이라는 언표가

2014년 후반에 등장하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가 ‘헬’이라는 인

식과, 한국 사회를 탈출하려 하는 욕망은 2015년 이후 크게 달라질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헬조선’을 탈출하고 싶다는 감각은 2015년 ‘헬조선’이

라는 신조어가 확산된 이후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광범위하게 공유된

채로 지속되었다.

그리고 역병이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COVID-19는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2020년 6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만여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2020년 1월, 한국에서도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된 방역이 시작되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COVID-19 방역은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얻었다. 같은 해 5월 시사인과

KBS가 공동실시한 사회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이 한국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는 국가로 평가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보고되었다. 선진국과

한국의 총체적 역량을 비교했을 때 응답자의 39%가 한국이 선진국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31%가 한국이 선진국과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일반

시민의 역량을 비교했을 때도, 한국이 선진국보다 더 우수하다는 응답이

58%였고, 선진국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26%였다. COVID-19 이후, 응답자의

70% 이상이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80% 이상이 한국 일반 시민의 역량이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인식하

고 있는 것이다.6) 동월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가 다

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는

2019년 8월 조사결과에 비해 약 13%p 증가한 결과다.7) 이는 마치 다시 태

어나도 한국에 살겠느냐고 묻는 사회학자에게, 한국인들이 ‘그렇다’고 답하

는 듯하다(이재열, 2019).

5) 경향신문. “청년 10명중 7.5명 “여긴 ‘헬조선’. ‘탈조선’ 하고 싶다”“. 2019.12.16.
6) 시사IN,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의외의 응답 편”. 2020. 6. 2.
7) 한국일보,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 12%p 늘어난 80%… 코로나 대응이 긍정 영
향”. 2020. 5. 16.



- 3 -

COVID-19의 발생으로부터 불과 다섯 해 전인 2015년 7월 ‘헬조선’ 담론

이 한국의 담론장에 등장했을 때, 한국은 ‘미개’한 전근대적 국가(‘조선’)로,

삶의 제반 조건을 극한으로 내모는 불지옥(‘헬’)으로 표상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상기한 조사 결과는 매우 급격한 인식의 반전을 보여준다. 이

러한 인식의 반전이 흥미로운 이유는, ‘헬조선’을 만들었다고 여겨졌던 사회·

경제적 구조는 코로나 이후에도 온존할 뿐 아니라, 일부는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매년 9.0% 이상의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의 수치

를 기록해 온 청년(15~29세) 실업률은,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5월에는 10.3%으로 조사되어 전년 동월에 비해 0.4% 상승하며, 전체 실

업률(4.5%)의 2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다.8)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020년

5월 발표한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안’ 자료에서는 코로나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을 보고했다.9) 비정규직·일

용직·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가혹한 노동 환경도 여전하다.10)

상기한 탈조선 담론의 확산과 쇠퇴는, 2010년대에 한국 사회 전반에 휘

감겨 있던 탈출이라는 욕망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는지 다시 묻게 한다.

왜 하필 2015년에 탈출의 욕망이 탈조선이라는 형태로 언표되고 확산될 수

있었는가? 또, 사회의 전 영역에서 강렬하게 발산되었던 탈출의 욕망은 왜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가? 한국을 탈출하고 싶다는 욕망은

단순히 안전 국가에 대한 열망일 뿐이었던가? 탈조선을 외치던 사람들이 도

달하려 했던 곳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역량을 가졌다는 곳을, ‘문명’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곳을

왜 그렇게도 치열하게 벗어나려 했던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이에 답하려 한다.

1) 탈조선의 욕망은 어떤 조건들 속에서 나타났는가?

2) 탈조선의 욕망은 어떤 탈출의 서사를 만들었는가?

3) 탈조선의 욕망은 어떻게 분화되었는가?

8) ① 연합뉴스. “코로나 고용충격 속 '그냥쉰다' 237만명 사상최대…20대 급증”. 2020. 4. 19.
② 한국일보, “청년 4 명 중 1명, 단기계약직 첫발... 인국공 사태 이유 있는 분노.” 2020. 6. 29.

9) 한국일보, “청년에 더 매서운 ‘코로나 고용 한파’...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 뚝”. 2020. 5. 7.
10) 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 노동 취약계층 더 심각…복지 사각지대 없애야". 2020. 6. 3.



- 4 -

첫 번째 질문은, 탈조선의 욕망이 생겨나는 데 기여했던 담론과 제도와

상상과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었던 조건과 그 연결의 과정을 추적하여, 2010

년대의 탈출의 욕망이 어떤 시간성 속에서 나타났으며, 어떤 문제화 과정을

매개로 형성되었는지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질문은 탈조선이라

는 욕망에 휘말린 행위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하고 공유하였던 탈출의

서사를 파악하고, 서사 속에서 행위자들이 획득하게 되는 서사적 정체성을

분석한다. 세 번째 질문은 2010년대 후반에 생산되었던 탈조선의 상상적 표

현물들을 분석하여, 탈조선의 욕망이 쇠퇴하거나 분화된 양상과 계기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1) 2010년대 한국의 감정 구조(structure of feelings) 연구

‘탈조선’의 욕망, 즉 한국을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은 2010년대 한국 사회

에 거주했던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널리 퍼져있었던 만큼, 2010년대의 ‘감정

구조’라는 층위에서 파악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한 ‘감정 구조’라는 용어

는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개념이다. 윌리엄즈에 따르면,

감정 구조란 한 시대의 문화이며, 실제적 경험에 대한 감각인 동시에 특정

한 세대의 의사소통이 의존하는 기반이다. (윌리엄즈. 2007: 92-96). 여기에

서는 2010년대 한국 사회의 감정 구조를 기술하려 했던 선행연구들을 검토

함으로서, 선행연구에서 포착된 2010년대의 감정 구조가 탈출의 욕망이라는

층위를 통해 일관성 있게 설명될 수 있음을 논할 것이다.

2000년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폭넓게 공유했던 감각이 자기계발의

논리에 응축되어 있었다면(서동진, 2009; 김홍중, 2009), 2010년대의 감정 구

조(structure of feelings)을 포착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유력한 문제틀 하나

는 김홍중(2015)에서 제시된 ‘생존주의 레짐(regime)’이다. 생존과 낙오의 상

상계를 추동하는 경쟁 패러다임이 1997년 이후 IMF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 성장 과정이 경쟁을 내면화하는 과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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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마음에는, 생존에 대한 불안과 강박이 들어차게 되었

다. 이 마음이 사용되고, 소통되며, 욕망의 형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형

성되는 마음의 구성체를 김홍중은 ‘생존주의 레짐’이라고 명명한다.

생존주의 레짐이 2010년대 한국의 청년 세대가 그들 삶의 기로에서 조회

하게 되는 핵심적이고 지배적인 문제틀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김홍중은 한

국의 청년 세대를 ‘생존주의 세대’라 부른다. 생존주의라는 문제틀에서 ‘생존’

은 목숨의 보존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에서, 지속되는 경쟁 상황에서 도태

되거나 낙오되지 않으며 평범한 상태에 안온하게 머무를 수 있는 상태의 추

구로 의미가 확장된다. 생존주의 레짐에 충성하는 이들을 생존주의자라 부

를 수 있다면, 생존주의 레짐에 저항하거나 이탈하며 생겨나는 분화된 삶의

형태도 존재한다. 자율적이고 개인화된 삶의 형태를 살아가거나(‘독존주의’),

경쟁이 지배하는 삶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통의 것을 열망하는 삶(‘공존주

의’)을을 지향하거나, 혹은 존재 자체로부터 이탈하여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

지는 것을 꿈꾸는 삶의 방식(‘탈존주의’)도 존재한다.

김홍중(2015)이 제시한 생존주의라는 문제틀은 2010년대의 시대상(像)을

포착하려는 연구의 흐름에서, 청년 세대라는 문제적 단위를 연구의 중심에

놓게 하였다.11) 본고에서 포착하려는 탈출의 욕망 역시 지배적인 생존주의

레짐과의 대결 속에서 형성된 마음가짐의 일종으로, 혹은 탈존주의적 욕망

의 일종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서바이벌의 논리에서 이탈하여, 서바

이벌이 없는 어딘가로의 탈출을 꿈꾼다고만 설명되기에는 탈(脫)의 욕망은

다차원적이다. 탈출의 욕망은 생존주의보다는 반항적이고, 공존주의보다는

개인적이며, 독존주의보다는 자율성이 떨어지고, 탈존주의보다는 생(生)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우리는 청년 세대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수많은 호명들 중 청년세

대 자신에게 받아들여지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사례가 ‘88만원 세대’나

‘n포 세대’ 정도의 용어였을 뿐, 기성세대의 청년세대에 대한 호명과 명명에

11) 물론, 한 시대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감각이 존재한다면, 이를 청년 세대에만 국한
시킬 수는 없다. 서론에서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출의 욕망은 전 세대에
서 관찰되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하여 청년 세대의 탈출의 욕망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10년대의 탈출의 욕망이 청년 세대에게서 가장 강렬하게 나타
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청년 세대를 언급한다면, 분석의 편의를 위한
단위로 설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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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자신이 담론-무기로 사용하였던 용어는 ‘헬조선’과 ‘죽창’, 혹은 ‘탈

출’이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이우창, 2016: 135-147). 헬조선, 죽창,

탈출(탈조선) 모두 생존주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는 단어들이

지만, ‘생존하고 싶다’는 명제로서 발현되는 욕망은 드물다. 오히려 욕망은

이렇게 발산된다. ‘찔러 죽이고 싶다’ ‘여기를 뜨고 싶다’. 2010년대에 나타난

탈출의 욕망을 해명하는 것이, 생존주의 레짐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던

행위와 사고의 양식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이다.

엄기호(2016)는 생존주의라는 문제 공간이 역사와 구조를 파괴하는 방식

의 ‘리셋(Reset)’을 원하는 ‘시대적 우울’을 직조해 낸다고 말한다. 그는 한국

사회가 201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정치적 파산에 직면했으며, 사회 구성원들

은 자기 동일성에 바탕한 삶의 서사를 작성할 수 없는 실존적 위기에 처했

다고 진단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파국을 마주하여 갖게 되는 태도를 1) 공동

의 세계에 대한 냉소 2) 공부와 자기계발로의 유예 3) 소박한 관계로의 도

피, 그리고 4) 리셋의 상상이라는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그가 포착한

리셋이라는 상상과 그것이 발산하는 정념은, 현존하는 세계에 대한 혐오와

원한감정(resentiment)에 뿌리를 두고 있다. 리셋의 상상은 대안 세계의 건

설이 아니라, 현재의 세계에 대한 복수라는 정동으로 발현되며, 종말론적이

고 허무주의적인 파괴에 대한 열망으로 분출된다.

엄기호가 리셋이라는 상상을 공유하는 동시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

단하는 것은, 본고와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엄기호에

따르면, 리셋의 상상을 공유하는 이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바깥’을 상상

할 여지가 적거나, 이미 탓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바깥’을 상실했다. 새로운

기원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이미 상실하고, ‘안’에 갇혀버린 이들은 자기파괴

적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정말 우

리는 ‘바깥’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바깥’

을 상상하며, 해결할 수 없는 이곳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이곳에서 벗어나

바깥으로 향하려던 마음의 움직임들은 무엇이었던가? 또한, 과격화-리셋이

라는 태도를 지녔다고 여겨지는 자기계발 담론 이후의 주체들이 실제로 한

국에서 어떤 집단적이고 과격한 반달리즘의 경향을 형성했는가? 그러한 사

건은 저술 당시에서 몇 년이 지난 2021년 현재까지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렇다면 냉소하고, 유예하며, 도피하고, 리셋하기를 원했던 주체들의 욕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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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탈출을 욕망한 주체들의 마음의 잠재태가 아니었을까? 그들이 실제

로 감행한 것은, 혹은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파괴라기보다는 탈출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생존주의라는 문제틀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

판적으로 검토한 연구도 제출되었다. 최종렬(2017)은 서동진이 제시한 자기

계발 담론이나 김홍중이 개념화한 생존주의 레짐이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설명틀이 서울 중심적이

라는 점을 자신이 경험한 지방대생들의 사례를 들어 비판한다. 논문은 김홍

중(2015)의 생존주의 레짐을 성/속의 코드로 재개념화하여, 생존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자본화하여 생존을 위해 투입한다는 생

존주의의 생존/낙오 코드가 지방의 행위자들에게는 가용한 공적 상징체계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방의 행위자들이 직접 산출하는 집

합표상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대 재학생을 인터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출한다. 지방대생들은 가족을 최고의 가치에 놓으며, 경

쟁에 몰입하고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앎을 회피하며 느슨

한 관여를 통해 ‘적당히’ ‘습속에 따라’ 삶의 경로에 대응하는 집단 스타일을

보인다는 것이 그 연구 결과다.

최종렬의 연구는 생존주의 레짐의 영향력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다

소 약화된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지방에 위치한 대학의 대학생들을 경쟁을

멀리하는 습속에 복속된 행위자로 호명한다. 김홍중이 제시한 생존주의 레

짐이 행위자들을 ‘OO주의자’라고 호명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기보다는, 특정

한 역사성 속에서 어떤 사건들과 경험들을 공유하며 살아 왔던 행위자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문제 공간의 논리를 밝히기 위한 기획이라는 점을 고려한

다면, 지방 청년은 생존주의자가 아니라 적당주의자라는 방식의 반론의 방

식이 얼마만큼 유효한 반론일 수 있는지는 이견의 여지가 있다.

물론, 최종렬 역시 그가 제시하는 지방대생의 상(像)을 일반화된 경험적

사실의 층위로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적해야 할 문제가 있다

면, 최종렬은 베버의 문화인간 개념을 원용하며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지만, 그가 연구 결과로 제시한 지방대생의 습속이 어떠한 역사적 현

실에서 배태된 것인지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종렬의 연구에 지

방대생들을 타자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는 이유는, 연구자(교수)가 자



- 8 -

신의 연구 대상(연구자 소속 학과의 대학생)과 맺는 관계가 연구 결과 해석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찰이 부재하다는 흔히 가해지는 비판 이외에도(장

경욱, 2020; 권수빈, 2020), 지방대생들의 행위와 사고를 사회·역사적 진공

상태에서 성/속의 이항으로 코드화하여 설명하는 논문의 설명 방식에서 일

부 기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상기한 문제는, 최종렬이 제시한 ‘분석적 실재’의 현실 적합성을 크게 낮

춘다. 가령, 최종렬의 연구에서 제시된 지방대생의 가족주의, 적당주의, 성찰

적 겸연쩍음 등의 ‘마음의 습속’(벨라)은 그가 연구 지역으로 삼은 대구의

청년들이 대규모로 해당 지역을 탈출하고 있는 현상을 과연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는가?12) 동시대의 사회 현상 속에서 꿈틀거리는 탈출이라는 욕망의

흐름에, 대구라는 ‘습속의 왕국’(최종희, 2019)을 벗어나려는 욕동에, 지방대

생의 습속은 분석틀로서 어느 정도의 효용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최종렬의 연구가 갖는 의의는 지방대생이 생존주의자가 아닌 다

른 무엇임을 밝혔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위자들이 분포한 지역적 차이에

따라 생존주의라는 문제틀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는 점이다. 전상진(2017)은 최종렬이 제시한 적당주의 코드가 생존주의에 대

한 충성, 항의, 이탈이 아니라, 무시(neglect)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며,

최종렬이 ‘적당주의’라고 부른 삶의 양태를 ‘내적 망명’이라는 이름으로 재서

술한다(157). 자기계발과 성공이라는 사회적 약속은 파산했고, 불확실한 미

래나 지겨운 현재 양 쪽 모두에 충실할 수 없는 이들이 취하는 태도로서,

자신의 내면으로 이주하여 자신에게 닥쳐오는 일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삶

의 방식이 ‘내적 망명’이다. 항의나 이탈을 꿈꾸는 것도 아니지만, 충성스러

운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닌 이러한 마음의 양태가 생존주의의 분화 형태에

서 다루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되물으며, 전상진은 ‘잠자기’, ‘평균 지향’, ‘움

츠러들기’ 등의 행위 양식을 서술하며 ‘내적 망명’이라는 일종의 냉소주의적

인 삶의 태도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스스로의 내면으로 도피하는 ‘이주’

라고 표현된 이 삶의 방식 역시, ‘망명’이라는 표현에서부터 드러나듯 모종

의 탈출이라는 욕망에서 비롯한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상에서는 2010년대의 감정 구조를 생존주의 레짐 개념을 통해 설명했

12) 매일신문, '청년 탈출' 대구 작년 1만2천명…전년보다 85%↑. 2020.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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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김홍중(2015)의 연구와, ‘리셋’(엄기호), ‘내적 망명’(전상진) 등의 마음의

양태를 포착하며 생존주의 레짐 개념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연구들이, 이

개념들을 횡단하고 있는 탈출이라는 욕망의 문제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문제

를 제기했다. 이 개념들을 2010년대의 탈출의 욕망이 각각 다르게 발현된

형태로 독해할 때, 보다 일관된 분석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문

제의식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탈출하고 싶다’는 욕망이 2010년

대 감정 구조를 파악할 때 핵심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헬조선’과 ‘탈조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핀다.

2) ‘헬조선’ 연구

‘헬조선’ 담론은 등장 당시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빅데이터 뉴스 검

색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제목과 본문에 ‘헬조선’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검색해 보면, 헬조선 담론이 처음 등장한 2015년 한 해에만

1,303건의 기사가 생산되었고, 2016년에는 2,695건, 2017년에는 1,418건이 생

산되었다.

이에 맞춰 담론장에 새롭게 등장한 ‘헬조선’ 담론이 어떤 논리와 구조를

가진 담론인지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박권일, 2016; 이우창, 2016;

김학준, 2016). 김학준(2016)은 헬조선 담론에서 일본을 대타자로 삼아 발산

되는 ‘미개’에 잠재된 욕망이 발전주의 국가에 대한 희구와 정상 ‘시민’의 범

주에 들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배제에 있음을 포착한다. 박권일(2016)은 헬

조선 담론과 연결된 신조어들에 내재한 논리를 분석한다. ‘노오력’, ‘흙수저’

‘죽창’ 등의 신조어에 담긴 냉소는, 시스템의 맨얼굴을 폭로하고 붕괴를 예

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제의 모순을 “재난의 스펙터클로 만들어 위악적

으로 소비하는 유희일 따름”(박권일, 2016: 91)이라고 일축하며, 헬조선 담론

이 기성 체제를 유지하는 데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우창(2016)은 헬조선 담론을 1980년대 이후 진보·보수 진영의

담론 투쟁의 사상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킨다. 민중주의 역사관이 형성한 진

보적 정치담론과, 뉴라이트 사관에서 발원하는 발전론적 서사에 바탕한 보

수적 역사관이 2000년대 이후 충돌하며 각 입장이 담지한 역사적 서사의 주

체로서 청년 세대를 경쟁적으로 호명했지만, 헬조선 담론은 이러한 호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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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저항 담론이었다는 점을 보인다. 우석훈과 박권일의 <<88만원 세

대>> 이후,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은 각종 세대 명명을 통해 청년 세대를

자신들의 서사 안으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했지만, 호명되는 당사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청년세대에게 수용되지 않았다. 헬조선

담론의 폭발은 명명하는 권력을 가진 기성세대에 대한 냉소와 불만의 맥락

에서 이루어졌으며, 기성세대 자신의 언어를 기성세대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대항 담론으로서 기능했다는 점이 논문의 요지다. 헬조선 담론에는 체제에

포섭되는 혐오의 정동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를 역(逆)으로 규

정하는 방식의 저항의 언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

은 ‘헬조선’ 담론은 어떤 행위성(agency)을 만들어내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

게 한다.

‘헬조선’의 상상계라고 할 수 있는 문학·영화·웹툰 등을 분석한 연구의 흐

름에서는, ‘헬조선’ 담론에서 분출되었던 감정들이 어떻게 특정한 문화적 풍

경으로 집약되었는지 탐구한다. 그 문화적 풍경은 긴급한 생존의 위기에 맞

닥뜨린 재난의 풍경으로 나타난다. 2010년대의 정치적 무의식이 재난 영화

서사에 압축되어 있음을 논증한 연구(한송희, 2019)나, 텅 빈 미래와 좀비들

이 활보하는 파국의 상상이 한국 청년 세대가 탈출하고자 하는 현실을 은유

하고 있다는 연구에서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박하림, 2017; 박하림,

2018). 김홍중(2016)은 웹툰에서 재현된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일그러진 얼굴

을 분석하며, 탈조선을 꿈꾸며 이탈 행위를 모색하는 것은 저항의 꿈이나

더 나은 미래로의 꿈이 아니라, 자포자기의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홍중, 2014: 190-192). 하지만 본고에서는 탈조선의 실천을 자포자기의 선

언이 아닌 탈출이라는 욕망이 빚어내는 의지적(volitional) 서사로 재구성할

것이다.

헬조선 담론의 구조와 헬조선의 문화적 풍경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청

년 세대가 경험하는 ‘헬조선’에 대한 경험 연구도 축적되었다. 이 연구들은

주로 ‘헬조선’에서 살아가는 청년 세대의 대응 전략을 조망하거나(한우리,

2017; 송동욱·이기형, 2017; 안혜상, 2017), ‘헬조선’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기

획하는 행위자들의 이동성(mobility) 실천의 일환으로 ‘탈조선’을 부각했다

(이민영, 2016; 정근하, 2016; 우승현, 2017; 김반석, 2019). 정근하(2016)와 이

민영(2016)은 공통적으로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하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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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원인에 한국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

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노력해도 자신의 상황에 변화를 만들

어낼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한국 사회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헬(hell)조선’이

라 인식하게 된 것이, 청년 세대가 탈출이라는 실천을 계획하게 된 주된 이

유임을 두 논문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여준다.

우승현(2017)은 좀 더 다면적으로 사태에 접근하는데, 아일랜드로 임시

이주한 청년들을 인터뷰하며, 아일랜드라는 ‘바깥’의 경험이 행위자들에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글로벌’과 ‘로컬’이 구별되지 않으며 복합적으로 얽

혀 있다는 인식을 산출한다는 것을 보인다. 그에 따라 자신들의 ‘프레카리아

트’로서의 지위를 좀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고, 이러한 경험은 신자유주의

환경에서 적절한 협상을 해낼 수 있는 전략가로서의 지위를 청년에게 부여

하게 되며, 체제를 ‘간파’(penetration)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배양한다고 주

장한다. 이처럼 ‘간파’(penetration) 개념과 ‘헬조선’ 인식의 관계도 주목을 받

았다. Kim et al(2018)은 청년 개인이 ‘헬조선’이라는 체제의 작동 방식을 합

리적으로 꿰뚫어보고 있는 정도에 주목하여, 헬조선의 특정한 층위를 간파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미래를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 것이라

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귀속적 지위가 꿈의 성취 여부를

결정짓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청년일수록, 미래를 꿈꾸는 능력

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헬조선’과 청년세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것은, ‘기성세대’나

언론에 의한 문제 설정이었다는 점을 비판한 김선기(2016)의 연구도 존재했

다. 이 연구에서는 헬조선은 청년세대의 문제를 포함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기회 구조나 불평등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출

하였다(김선기, 2016). 유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신진욱·박선경(2020)은 한 사

회 내에서도 개인이 느끼는 ‘지옥’의 정도는 개인들이 분포한 사회경제적 지

위에 따라 상이할 것이지만, 정말로 ‘청년 세대’라는 연령 변수가 세대 내

불평등과 독립적으로 ‘헬조선’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

증하였다. 그 결과, ‘헬조선’ 인식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청년 세대

일수록 강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논문은 고용불안정, 빈부격차, 성차별,

노후 불안 문제 모두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다고 보고한다. 이는 ‘헬조선’ 문제가 실제로 청년세대라는 기표를



- 12 -

경유하여 가장 강하게 발산된 기표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집단별로 더욱 중

요하게 생각하는 ‘헬조선’의 요소가 상이하지는 않을지 묻게 된다. 가령 연

구에서는 ‘헬조선’ 인식에 성별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검

증하였지만, 과연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이 인식하는 헬조선의 모습이 동일

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는 ‘탈조선’을 결심하

게 되는 압출 요인(push factor)이 집단별로 상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물음

을 포함하는 질문이다.

선행연구들이 주목했던 문제 역시 2010년대 한국에서 탈출의 욕망들이

들끓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탈조선’을 헬

조선의 자명한 결과로만 여겨 온 경향이 있다. 헬조선이 왜 ‘헬’이었는지 분

석할 때, ‘헬’은 암묵적으로 탈출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었

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헬조선’이라고 인식된다고 해서, 한국을 탈출해야

겠다는 마음가짐이 자명하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한국이 정

치·경제·사회적 악조건에 처해 있다고 여겨지더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

히 단절하고 이곳을 영원히 떠나겠다는 집합적 마음가짐이 생겨난 것은, 이

러한 마음가짐을 형성할 수 있었던 특수한 국면에 대한 탐구를 요청하는 현

상인 것이다.

따라서 탈출의 특정한 시간성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탈조선’

자체에 초점을 맞춘 드문 연구들 중에서도, 탈조선을 꿈꾸는 이들을 ‘심정적

난민’이라 규정하는 것을 넘어, 탈조선 담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상계와 실

천의 논리에 기반해서 작동하는 열망인지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강정석, 2016; 이규호, 2016). 주지하듯 ‘헬조선’을 탈출하려는 욕망이 2010

년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을 매우 강렬하게 진동시킨 감각이었다는 점에

서, 우리는 이를 한 시대의 구성원들에게, 비록 그 강도는 다를지라도, 폭넓

게 공유되는 사회적 감성(정근식, 2012)의 수준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는 2010년대의 탈출의 욕망, 그리고 그것이 가장 격렬하게

분출되었다고 여겨지는 ‘탈조선’의 욕망을 실정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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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1) 욕망의 사회학

전통적으로 사회학의 행위 이론에서 전제해왔던 것은 목적 합리성에 기

반한 행위자 모델이었다(Parsons, 1951: 54, 181; Coleman, 1990; 베버,

1997). 분석적 명료함과 설명 모델 확립을 위해 채택되었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효율적이며 간결한(parsimonious) 설명력을 얻는 대가로 합리성에서

벗어난다고 여겨지는 인간의 감정(emotion)이나 감각(sentation), 그리고 느

낌(feeling)의 영역을 상당 부분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이재혁, 2014; 이명호,

2015). 하지만 감정과 감각이 인간의 사회적 삶에 갖는 중요성을 쉽게 기각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인간 행위에 감정

이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는 일군의 사회학자들이 생겨났다(박형신·정수남,

2009). 이들에 의해 감정의 고전사회학적 뿌리가 지적되기도 하며, 감정은

사회학의 개념어 목록에 성공적으로 등재된 것처럼 보인다(김홍중, 2013).

또한 1990년대 이후에는 감정보다 더욱 원초적인, 사람/사물과의 마주침을

통해 변용되고 변용하는 신체의 능력인 정동(affect)이 인간의 정치·사회적

행위와 맺는 관계에 주목하는 학자들도 등장했다(Massumi, 2002; Clough et

al, 2007; Zembylas, 2007; 들뢰즈, 2005; 그레그 외, 2015; 마수미, 2018).

욕망의 사회학은 감정과 정동이라는 ‘심리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과 얽히

며 발생하는 행위형성적 에너지에 주목한다. 감정사회학과 거칠게나마 구별

되는 지점이 있다면, 욕망의 사회학은 표상(representation)으로서의 감정, 가

령 랜들 콜린스나 앨리 혹실드가 그랬듯 ‘감정 법칙’(feeling rules)이나 ‘의례’

등의 표상 수준의 감정에 분석의 우선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표상 성립 이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인 발명과 모방 행위에 우선성을 둔다(콜린

스, 2009; 혹실드, 2009; 김홍중 외, 2020).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회이론

가로 가브리엘 타르드를 들 수 있다. 타르드는 뒤르켐의 표상주의와 대립적

인 입장을 취하며, 만약 우리가 법칙이나 풍습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회적

사실들을 끝까지 분석해본다면, 그곳에는 욕망(le désir)과 믿음(la croyance)

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욕망과 믿음이라는 심리량(心理量)이 사회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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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타르드, 2012: 55-61).

욕망과 믿음은 “정신적 갈망의 에너지”로, 모방과 전염을 일으키는 방식

으로 사회를 작동시키며, 사회적 행위를 만들어내는 실체적인 힘이다(타르

드, 2012: 200-202; 가브리엘 타르드, 2013: 32-33). 타르드는 욕망과 믿음이

사회적인 ‘양’(量)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욕망의 양이나 비율을 측정하여 총

량의 증가나 감소, 혹은 확산이나 전파, 소멸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사회

학적 통계학이 지향해야 할 바라고 주장했다(타르드, 2012: 159-167; 가브리

엘 타르드, 2013: 32-33). 욕망의 관점을 취할 때, 미시적 세계에 대한 연구

는 개인이라는 단위가 아니라, 믿음과 욕망이라는 흐름의 파급과 결합, 그리

고 연결을 연구의 단위이자 대상으로 삼게 된다(들뢰즈·가타리 2001, 417).

따라서 욕망의 관점에서는, 사회학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인 것,

혹은 ‘사회적 사실’이란 욕망의 흐름이 연결되고 분절되는 과정과 다르지 않

을 수 있다. 타르드의 문제의식을 이어 받은 들뢰즈와 가타리는 결핍이 욕

망의 동력이라고 말하는 정신분석학이 욕망의 생산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고 지적한다. 욕망은 채워져야 할 결핍이 아니라, 연결들을 생산하는 기계

(machine)이며, 그 욕망-기계가 생산하는 것이 바로 리얼리티 그 자체임을

논하는 것이다(들뢰즈·가타리, 2014: 658; May, 2005: 124). “사회적 생산은

특정 조건들에서 단지 욕망적 생산 자체이다. (…) 욕망과 사회가 있을 뿐,

그 밖엔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사회적 재생산의 가장 탄압적이고 가장 치

명적인 형식들조차도, 우리가 분석해야 하는 이런저런 조건에서 욕망으로부

터 생겨나는 조직화 속에서, 욕망에 의해 생산된다”(들뢰즈·가타리, 2014:

64. 강조는 필자). 그렇다면 이 흐름들이 결합하고 분리되는 ‘조건’과 이로부

터 생겨나는 조직의 생성과 소멸의 경과를 추적하고 파악하는 것이 욕망의

관점에서 사회 현상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욕망은 강도(intensity)로서 존재하며, 유동하는 욕망은 강도의 변화를 겪

는다. 욕망의 유동성은 장치(dispositif), 다이어그램(diagram), 언표

(enunciation), 물질(material), 상상(imagination) 등의 형식과 내용으로 포획

되거나 변용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구성한다(Buchanan, 2020: 38; 들

뢰즈, 2019: 66-71). 그렇다면 욕망이 특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촉발되고

접속되며 단절되는 과정을 우리는 욕망의 사회적 생산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채택한다면,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우리가



- 15 -

일차적으로 착수해야 할 일은, “흐름이 분출해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그

후에는 규정할 수 없는 상태로 커져” 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들뢰즈·가타리, 2001: 412).13) 우리는 “거대한 전체적 수준과의 연관 아래

미시관계들(micro-rapports)을 추적할” 것이다(들뢰즈, 2019: 69).14)

미시관계들의 연결을 추적하는 것으로부터 ‘사회적 사실’에 대한 설명을

구축하려 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측

정 가능한 변수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표준적 사회과학의 과학적 방

법과는 대척점에 놓인다(이기홍, 2016: 273-279). 또한, 전-개인적

(pre-individual)이며 표상 설립 이전 단계의 욕망을 일차적인 연구의 대상

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욕망의 사회학은 방법론적 전체주의 뿐 아니라, 개인

의 행위를 거시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 단위로 삼는 방법론적 개

인주의와도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민문홍, 1989: 79-87; 데란다, 2019:

61-66). 따라서 욕망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반증 가

능성을 추구하는 과학적 모델이 갖고 있는 설명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다는

점에서 사회‘과학’ 논문이 되지 못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묘사나 기

술(description)로 설명과 이해를 대체하려 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욕망의 사회학은 새로운 현상이나 관념의 발생과 확장을 설명하는

데 기존의 사회과학적 설명 방식보다 적합해 보인다(Latour, 2005). 예컨대,

왜 하필 2015년에 탈조선의 욕망이 한국 사회에 출현한 것인지 묻는 질문

에, 특정한 ‘사건(event)’과 우발적 계기들을 설명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생산되는 과학적 설명은 정말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Wagner-Pacifici,

2017) 어떤 문제들은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요구한다. 이 논문은 욕망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탈(脫)이라는 욕망의 정체를 해명하기 위한

실험적 기획이다.

13) 가령, 들뢰즈와 가타리는 타르드를 인용하며, 우리가 프랑스혁명이라는 사태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어떤 농민이, 남 프랑스의 어떤 지역에서 이웃의 지주에게 인사를 하
지 않기 시작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말을 남겼다(들뢰즈·가타리, 2001: 412). 이는
구체제의 모순이라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설명항으로 취하여 프랑스혁명의 원인을 분
석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농민이 지주와 마주쳤을 때 취했던 몸짓이
라는 미시적 요소에서 불어난 흐름을 추적해가며 프랑스혁명이라는 사태를 파악하려
는 미시사회학적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14) 욕망의 사회학을 콜먼이 제시한 미시-거시 연계의 틀과 비교한다면, 미시-미시 관계
분석을 위해 제시한 행위-형성 메커니즘(action-formation mechanism)과 가장 유사
할 것이다(Coleman, 1990; 이재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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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망의 연구 방법

그렇다면 욕망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미약한 흐름의 분출로부터 확장

된 ‘조직’을 독립변수로, 혹은 종속변수로 바라봐야 하는가? 흐름을 추적한

다면, 어떤 자료들을 추적해야 하는가? 분석의 수준으로 하강한다면, 이러한

질문들은 방법론적 난점들을 노정한다. 여기에서는 유사한 문제의식에 바탕

하여 이루어졌던 논의의 이론적 틀을 참고하려고 한다.

먼저, 변수로서의 욕망의 성격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의 논

리를 구축한다. 욕망의 관점으로 사회적 사실을 바라본다면, 우선, 사회적

사실이 어떻게 특정한 욕망의 발생과 흐름으로부터 형성되었는지 추적해야

하는 과정이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욕망은 종속변수로 기능한

다. 그 다음으로, 욕망의 흐름이 조직화되고 확대되어 아날학파의 ‘심

성’(Mentalité), 베버의 ‘정신’(Geist), 푸코의 ‘태도’(Attitude) 혹은 ‘에토

스’(Ethos),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감정 구조’(Structure of feelings), 부르디

외의 ‘아비투스’(Habitus) 수준이 된다면, 이 단계에서 욕망은 행위 형성적

독립변수로 기능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의 집합적 심리를 탐구했던 학

자들이 구축했던 개념과 그 연구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두

가지 단계는 분석적으로만 구별될 뿐이다. 욕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욕망

에 휩쓸린 행위자들이 그 흐름에 자신의 의지를 보탠다는 점에서, 또 미묘

한 흐름들이 조직화된 욕망을 다시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욕망은 종속

변수인 동시에 독립변수인 것이다.

푸코와 베버, 그리고 부르디외를 핵심적으로 원용하며 제시되는 김홍중

(2014)의 ‘마음의 레짐’은 본고에서 욕망 분석 방법을 구성할 때 주요하게

참고하는 분석틀이다. 그가 제시하는 ‘마음의 레짐’이란 “마음의 작동과 마음

가짐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조건짓는 사회적 실정성들의 배치”로, “이념,

습관, 장치, 풍경의 이질적 요소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김홍중,

2014, 198). ‘마음’은 이념을 통해 소통하고, 습관의 수준에서 사용되며, 장치

에 의해 생산되고, 상상적 표현의 총체로서 표현된다.

본고는 ‘마음의 레짐’에서 제시된 이질적 요소들의 네트워크가, 욕망을 사

회학적으로 연구할 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욕망은 언제나 이질

적인 것들의 연합인 배치/배치체(assemblage)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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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uze·Parnet, 2007: 103; Buchanan, 2020: 38). 하지만 ‘마음의 레짐’에는

우발적이고 우연한 것들의 자리가 적다는 점에서, 종속변수로서 욕망의 생

성과 소멸의 계기에 대한 미시적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15) ‘마

음의 레짐’이 ‘장치’의 탐구에 분석적 우선성을 둔다면, 본고에서 제시하려는

욕망 분석은 욕망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에서, 우발성의

계기들에 분석적 우선성을 둔다.16) 욕망 연구의 대상은 바로 이 우발적 요

인들이 형성하는 배치와 결합이다(들뢰즈·가타리 2014: 246, 385). 이 욕망의

어셈블리지에서 행위자, 장치, 생성(becoming), 변용(affect), 사건(event)들이

함께 작동하며, 특정한 발화(utterances)를 생산한다(Deleuze·Parnet, 2007:

51). 이러한 관점에서 ‘헬조선을 탈출하고 싶다’는 명제는 2010년대 한국에서

탈출의 욕망-어셈블리지가 생산한 대표적인 발화일 것이다.

욕망이 언제나 배치체(assemblage)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연역되는 욕망

의 분석 자료는, 배치체를 구성하는 스케일이 상이한 자료들의 전체 집합이

라고 부를 수 있다. 언표행위, 권력 장치, 학문과 지식, 문학과 예술, 사회운

동과 투쟁 등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연결접속하는 과정 전체가 분석의 자료

가 되어야 하며, 자료 구성을 위해 우리는 “언어 행위는 물론이고 지각, 모

방, 몸짓, 사유와 같은 매우 잡다한 행위들을 한 덩어리로 모은다”(들뢰즈·

가타리 2001: 19-21). 특권적으로 욕망을 드러내는 단일한 자료의 층위는 존

재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도 가용한 모든 자료의 연결과 분리를 추적한다.

온라인 공간을 욕망이 생성되는 특권적인 장소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온라인 공간의 게시글이 욕망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15) 물론 마음의 레짐의 발생 동학에서도, 사건성에 주목할 것이 요청된다. 김홍중은 마
음의 레짐이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사회 구조의 압력이나 중대한 사건에 의해 야기된
‘문제틀’을 해결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의 생산이라는 주요 기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
해 발생/지속/진화한다고” 바라보며, 이러한 구조 변동이나 중대 사건이 여는 공간을
‘문제공간’이라고 부르고, 문제공간을 매개로 구조적 힘이 특정한 마음을 형성한다고
서술한다(김홍중, 2014: 202-203). 논지에 동의하면서도, 구조적 압력이나 ‘중대한 사
건’이 아니더라도, 미시적인 요소들이 마음의 형성에 갖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
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16) 푸코는 장치를 담론적 요소와 비담론적 요소를 모두 갖는 주체화 기제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지식과 언어와 기술의 문제가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틀로 바라본다. 하지만
실제 분석의 측면에서, 장치는 “기술적-제도적 양태”로 조작화된다는 점에서, 마음/가짐
의 시대적 변화나 분기, 혹은 촉발과 소멸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선차적 분석 대상으로
서의 가치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김홍중, 2014: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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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소통과

상호작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

고 있고,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이 기존의 오프라인 상호작용에 비해 믿음

이나 욕망의 사회적 전염과 확산을 강하게 추동한다는 점 때문이다

(Bainbridge, 1999; Castells, 2000; Yuan, 2012; 이재현 외, 2012; Lerman et

al, 2010; Yongwoo Nam et al, 2012; González-Bailón et al, 2016; Lee et

al, 2016; Couldry & Hepp, 2016).

이러한 측면에서, 욕망의 촉발을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온라인

신조어의 예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신조어는 매우 우연한 계기로

나타나고 확산되어 현실 인식의 강력한 틀로 작용한다. 물론, 신조어의 등장

자체가 새로운 인식을 담지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기존에 잠재적

인 것의 형태로 파편화되어있던 인식이 신조어를 계기로 종합되었다는 방식

의 설명이 실제에 근사(近似)할 것이다. 이를 가브리엘 타르드처럼 말한다

면, 신조어의 발명과 확산은 ‘모방적 전염’의 결과다. 타르드에게 모방이란

“한 뇌가 다른 뇌에 행하는 특별한 종류의, 멀리서의 작용, 주어진 것이든

받아들인 것이든 어떤 정신적인 자국[영향]”이다(가브리엘 타르드, 2013:

195). 어떠한 관념이 ‘정열적인 인간’을 만나 특정한 발명을 일으키면 이 발

명은 ‘모방적 전염’에 따라 전파되는데 이 과정에서 욕망의 힘이 증가된다.

모방적 전염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강력한 모방열에 힘입어 거대한 사회적 흐

름을 만들어 내면, ‘사회 현상’, 또는 특정한 ‘사회 집단’이 형성된다(타르드,

2012: 55-65, 110). 따라서 특정한 관념이 어떤 사람에 의해 신조어의 형태로

표현되고, 그것이 온라인 공간에서 전파되며 담론적 차원에서의 ‘사회 현상’

으로 부각되는 것이, 온라인 신조어의 사회적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학이 통계적으로 측정해야 할 것이 한 사회를 움직이는 욕망의 양과

흐름이라는 타르드의 주장은, 백여 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자료와 분석 방법을 갖추게 되었다. 자료의 측면에서는, 웹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빅 데이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분석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컴퓨터연산 방법

(computational methodology)을 예시할 수 있다(Latour, 2002; Latour, 2009;

Latour et al: 2012; Halavais 2013; Boullier 2015; Ajdukovic et al; 2018; 이

재현, 2013).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축적된 데이터를 컴퓨터연산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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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분석하는 것은, 특정한 시기의 욕망이 어떤 서사와 행위 전략을 주조

하였는지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Mitra, 2014).17)

또한 문학·예술은 전통적으로 특정한 시대의 감정 구조에 접근할 수 있

게 하는 효과적인 자료로서 여겨져 왔다(Williams, 1977; Filmer, 2006;

Highmore, 2016; 윌리엄즈, 2007). 욕망 분석에서도 문학·예술 작품은 그 자

신이 연결들을 생산하는 욕망-기계의 성격을 가지며, 집단 환상을 창조하는

중요한 매개물의 위치를 점한다(들뢰즈·가타리, 2014: 67-68). 다만 영화나

드라마, 대중음악, 웹툰 등의 대중예술 장르가 전통적인 문학 장르보다 사회

적 욕망의 분석 자료로서 해석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언급할 필요

가 있다(오혜진, 2016: 97-98; 최정운, 2016: 652).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

악 제작 등에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 이윤을 창출

해야 하는 ‘산업’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정확히 같은 이유로 이 대중

문화 산업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들은 ‘대중적인 것’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대중들에게 널리 공유되는 (사회적) 감각을 포착하지 못하는

문화 컨텐츠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

든 문화 컨텐츠는 소비되기 위해 현존하는 사회의 욕망을 일정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다(Kracauer, 1995: 291-292). 더불어, OTT 플랫폼이나 유튜브에

서의 문화 컨텐츠 생산·소비량이 증가하며, 대중문화 컨텐츠는 그것의 소비

에 가해지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졌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컨텐츠와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문화 컨텐츠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사회적 욕망을 전염시키고 있다.

또한 2000년대부터 여러 웹툰 플랫폼이 등장하고, 웹툰의 영화화도 활발

17) 욕망이 생산하는 서사라는 말은 얼마간의 모순을 내포한다. 들뢰즈의 욕망 이론은
욕망을 사회의 이질적인 영역 사이에서 흐름의 양태로 존재하는 정동의 층위로 개념
화하는데, 욕망과 정동은 비정형적이며(unstructured), 비재현적인
(non-representational) 반면, 언어로 구성된 서사는 재현적인(representational)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욕망과 정동은 언어 이전의(pre-linguistic) 차원에서 발산되는
신체의 변용과 변용 사이의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개념화된다. 따라서, 서사 분석은 욕
망과 정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때, 필연적인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Deleuze,
1997; 질 들뢰즈, 2005; Tamboujou, 2006; 이항우 2019). 본고는 이러한 한계를, 익명
의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글을 연구 자료로 삼는 한편,
각각의 글에서 나타난 개별적 서사가 아니라, 각각의 글과 글에 달린 댓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집합적으로 형성하는 서사를 텍스트 빅 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극복하려 한다(이항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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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지며 웹툰도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김

예지, 2015). 하지만 웹툰은 영화나 드라마와 다르게, 반드시 기성 플랫폼을

경유하는 방식으로만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개인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발적으로 연재되는 웹툰도 많다는 점은 웹툰 제작의 낮은

진입 장벽을 예시한다. 디지털·모바일 환경에서 구축된 폭넓은 독자층을 바

탕으로, 웹툰은 다른 어떤 대중예술 장르보다 즉각적으로 욕망을 표현하고,

욕망의 확산과 전파를 빠르게 매개한다. 따라서 상기한 대중문화 텍스트들

의 사회적 삶을 추적하는 방식은, 욕망이 사회장(場)에 새긴 궤적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과 자료

본 연구는 2015년 한국 사회에 나타난 ‘탈조선’의 욕망이 형성되고 확산

되고 분화되는 과정 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연구

자료는 크게 세 가지 층위로 이루어진다. 첫째, 탈조선의 욕망이 형성되는

과정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결합되었다고 여겨지는 발화들이다. 이는 신문과

방송의 보도 자료, ‘헬조선’ 문제를 다룬 단행본과 논문, 해외취업지원 정책

문건과 자료집 등의 공적인 발화와, 확산성이 컸다고 여겨지는 대자보와

SNS와 개인 블로그의 게시글 등 개인이 생산한 발화까지도 포함한다. 언론

의 보도 자료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와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

즈를 통해 수집하고 시각화하였다.

둘째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다. 가장 중점적으로 분석될 온라인 커

뮤니티는 웹사이트 <헬조선>(hellkorea.com)이다. 해당 웹사이트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우선 <헬조선> 웹사이트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

가 등장한 시점과 맞물려 개설되어 탈조선 서사의 초기적이고 원형적인 모

습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헬조선>은 2015년 5월에 개설된 웹 사이

트이다. 2020년 9월 현재까지 약 20,000건 이상의 게시글이 업로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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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웹사이트는 개설 당시에는 하루 방문자가 약 2~3천명에 달하는 등,

‘헬조선’ 담론이 집합적으로 재생산되는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탈조선이라는 욕망이 어떻게 분출되었는지 관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판단했다(김홍중, 2016: 53).

<헬조선> 사이트의 게시판은 총 7개로, ‘헬조선 이슈’ ‘헬조선 토론’ ‘탈

조선 게시판’ ‘자유게시판’ ‘유머게시판’ ‘카테고리 게시판’ ‘죽창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탈조선 게시판에 업로드된 글 중 추천을 5개 이상 받은 게

시물은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으로 이관된다. 본 연구는 2020년 10월 14일

을 기준으로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으로 이관된 게시물 1663개 모두를

Python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하지만 해당 웹사이트는 2019년경부터 운영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18)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9

년부터 2020년까지 업로드된 게시물 62개를 제외하고, 사이트 개설 당시인

2015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에 업로드된 게시글

1601개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웹사이트 <헬조선>의 게시글 이외에도,

특정 검색어를 통해 수집된 일반 블로그 게시글, 타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연구 내용에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는 문화 텍스트이다. 2010년대에 제작되었으며, 탈조선의 욕망이 직

접적으로 표현되었다고 여겨지는 문학, 영화, 대중음악, 웹툰, 회화 등의 문

화 텍스트를 폭넓게 검토하였다. <헬조선> 웹사이트에서 수집된 게시글이

2018년의 게시글까지만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제작·발표된 문화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 자료

를 선정했다. 본문에서 직접 인용된 작품의 목록을 <표 1>에서 제시한다.

Ⅳ장에서 분석의 핵심이 되는 텍스트에는 볼드 처리를 하였다.19)

18) 사이트 운영자가 2019년 8월에 올린 공지사항에는,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문제로 ‘백
서비스(Back Service)’를 진행하였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이로 인해 2019년 게시글
이 상당수 삭제된 것으로 보이며, 탈조선 게시판에서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으로 게시
물 이관 절차도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 2020년 현재는 접속자 수도 현저히 떨어진 것
으로 파악된다.

19) 본문에 첨부된 회화 및 영상 캡쳐본은 모두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얻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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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담론 분석(Discourse analysis),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결합된 서사 분석, 텍스트사회학(Textsociolozie)이라는 세 가지

방법의 혼합으로 이루어졌다.

Ⅱ장에서는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학파에

서 발전되어 온 담론사적 접근(discourse-historical approach)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활용한다(신진욱, 2011; Wodak, 2001). CDA 학파는 언어학적 조

건을 넘어서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언어와 언어 사용을 분석해 왔다(박해

원작자 작품명
발표

시기
분류 인용 위치 및 출처

브로콜리너마저 졸업 2010 음악 Ⅱ장

박은태 한강의 기적 2014 회화
Ⅱ장

https://neolook.com/archives/20150414b

장강명 한국이 싫어서 2016 소설 Ⅲ장, Ⅳ장

이랑 신의 놀이 2016 음악
Ⅳ장

https://youtu.be/t6gDp9IsBgw

이랑 환란의 세대
2016

[2020]

음악

[MV]

Ⅳ장
https://youtu.be/NbX2BTFI1x8

[https://youtu.be/zQr2u8qGz5o]

이랑 우리의 방 2020 음악
Ⅳ장

https://youtu.be/kmORksy55gM

이자연 환란의 세대 2019 회화
Ⅳ장

https://www.showandtell.kr

윤성현 사냥의 시간 2020 영화 Ⅳ장

작가1 탈코일기 2019 웹툰 Ⅳ장

작가1 B의 일기 2020 웹툰
Ⅳ장

https://dillyhub.com/home/offthe0931/b-diary

<표 1> 작품 인용 목록

https://youtu.be/t6gDp9IsBgw
https://youtu.be/NbX2BTFI1x8
https://youtu.be/zQr2u8qGz5o
https://youtu.be/kmORksy55gM
https://www.showandtell.kr
https://dillyhub.com/home/offthe0931/b-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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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2007; Fairclough, 2003). 담론사적 접근에서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담

론을 “사회적 행위장 내부를 가로지르며 동시적이거나 순차적으로 상호연관

되어 나타나는 언어 행위의 다발”(Wodak, 2001: 66)로 이해한다. 어떤 행위

장(場)에서 특정한 주제에 관한 담론의 시작점(starting point)을 찾아서, 해

당 주제가 다른 장과 담론으로 확산되는 상호담론적(interdiscursive)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담론사적 접근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Wodak 2001: 67-70).

비판적 담론분석의 전통이 거시적인 사회정치적 담론이나 지배담론 등의 공

적 담론(public discourse)에 분석적 우선성을 두었다면, 본고에서는 미시적

인 담론과 거시적인 담론 사이에 층위의 구분을 두지 않고, ‘탈출’이라는 언

표가 담론들의 이질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할 것이

다.

Ⅲ장에서는 웹사이트 <헬조선>에서 수집된 게시글을 대상으로 의미연결

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SNA)과 해석적 텍스트 분석

(Interpretivist Text Analysis)을 수행하여 공유되는 문화적 서사(shared

cultural narrative)(Rosen, 2017)로서의 ‘탈조선 서사’를 재구성하였다

(Drieger, 2013). Ⅱ장에서 사용한 비판적 담론분석은 연구자의 주관 개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김영욱 외 2017: 42), <헬조선> 웹사

이트에서 수집된 1천 건 이상의 비정형(unstructured) 텍스트 데이터를 집합

적 서사로 구성하기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탐색적 분석

(Exploratory Data Analysis)을 시행했다.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게시글의 본문을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

웨어 텍스톰(TEXTO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텍스톰은 TF-IDF 기반 빈

도표 생성, 워드클라우드 생성, LDA Topic Modeling, 어휘 간 공출현 빈도

분석 및 매트릭스화, 의미연결망 생성 등의 텍스트 마이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진욱, 2020). 수집된 게시글은 텍스톰 소프트웨어 내에서 데이터 정제를 마

쳤다. 형태소 분석기로는 Mecab을 이용하였고, 분석 품사는 명사만을 대상으

로 하여 데이터 전처리를 하였고,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어야 할 단어를 구분

하여 인식하는 경우, 이를 다시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어 주었다. 또한 한국

어 불용어 목록을 참고하여(길호현, 2018), 불필요한 어휘들을 삭제하였다.20)

20) Mecab은 사전 기반으로 단어를 인식하므로, ‘흙수저’를 ‘흙’과 ‘수저’라는 개별 단어
의 연결로 인식한다. ‘인종차별’을 ‘인종’과 ‘차별’로 인식한다거나, ‘지배 계급’을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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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는 N-gram 기반 의미연결망 분석을 주로 활용했

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는 빈도를 바탕으로 단어들의

구조적 관계를 시각화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 개입을 줄이면서 텍스트

의 의미 구조를 살피는 데 특히 유용하다(최윤정 외, 2014;

Wasserman·Faust, 1994). 의미연결망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안에서

어떤 단어가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단어인지 파악해야 하며,

또한 어떤 단어가 어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휘 별 TF-IDF 수치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수치

를 바탕으로 핵심키워드를 파악하였다(김용희·한창근 2019).21) 특정 단어 간

순서를 고려하여, 말뭉치 내에서 조합 빈도가 높은 N개의 단어 연쇄를 추출

하는 확률적 언어 모델인 N-gram을 활용하여, 텍스트 의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합을 추출하여 바이그램(Bigram) 연결망의 형태로 시각

화하였다.22)

N-gram 분석을 통해 도출된 단어의 연결 빈도와 연결망을 고려하여 핵

심 노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시글에 대한 해석적 텍스트 분석

(Lacity·Janson 2015)을 병행하였다. 사례분석은 주로 추천수가 높은 게시글

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격을

대표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김학준, 2015).

Ⅳ장에서는 페터 지마(Peter V. Zima)의 텍스트사회학을 방법론적 모태

로 삼아 논의를 전개한다. 텍스트사회학은 작품의 내용(‘상부 구조’)이 그것

와 ‘계급’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또 다른 예시로 들 수 있다. 신조어와 사이트 은어 등
을 고려하여 이러한 단어들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여기도록 재분류하였다. ‘헬조선’
‘탈조선’ 등도 이에 해당한다. ‘조선’의 다른 표기들, 가령 ‘조센’ ‘좆센’ ‘좆선’ 등은 모
두 ‘조선’으로 변환하였다.

21) TF-IDF란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다. 특정
단어가 문서에 등장하는 빈도수 TF(Term Frequency)에 문서 등장 빈도의 역수를 취
한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곱한 값으로 구해진다(방한솔 외, 2019).

22) N-gram은 N=1일 경우는 유니그램(Unigram), N=2일 경우는 바이그램(Bigram),
N=3일 경우는 트라이그램(Trigram)으로 부른다.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N-gram을 사
용할 때 보통 어절 단위로 문장을 분리한 후 다시 음절 단위로 결과를 추출한다. 가
령 “나는 오늘 논문을 포기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유니그램은 “나는” “오늘”
“논문을” “포기했다”로 결과를 추출한다면, 바이그램은 “나는 오늘” “오늘 논문을”
“논문을 포기했다”로 추출한다. 분석 품사를 명사로 한정한다면 “나 오늘” “오늘 논
문” “논문 포기”로 추출된다(송재연, 2017: 13-18). 연결망의 형태로 시각화할 때에는
방향성이 부여되어, 상기한 문장은 “나⇒오늘” “오늘⇒논문” “논문⇒포기”로 변환되고
각각 1회로 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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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쓰인 사회의 구조(‘토대’)를 모종의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전통적인

문학·예술사회학의 구조주의적 테제23)와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며, 문학텍스

트를 그것이 생산된 실제의 (언어적·담론적) 맥락(context) 속에서 이해해야

함을 역설한다. 문학·예술 작품은 과거와 현재의 언어들과 대화하며 형성되

기 때문에, 텍스트사회학은 작품이 생산된 언어적 맥락을 세밀하게 고찰함

으로써 ‘구조적 상동성’(Goldmann, 1964)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인 것과 문학적인 것을 경험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지마, 1995: 161-264; 지마, 2001: 97-124; 정용환, 2006).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텍스트사회학은 사회세계를 “집단적 언어활동의

총체”(지마, 1995: 161)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문학·예술 작품은 이 집단적

언어활동을 텍스트에 흡수하고 변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사실이자 다의적

기표로 합성된 자율적 구성물”(지마, 2001: 92)이자 “집단간의 대결 양상이

언어간의 갈등과 모순으로 표출되는 사회언어학적 상황에 대한 응답”(지마,

2001: 103)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사회와 문학의 관계를 파악할 때 작가라는

존재는 한 사회의 집단적 주체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담론을 개작하여 작

품에 표현함으로써 허구 텍스트(작품)와 비(非)-허구 텍스트(담론) 사이의

상호연관을 발생시키는 자가 된다(지마, 2001: 116-117). 텍스트사회학은 바

로 이 언어적 상호연관을 분석의 핵심에 둔다.24)

문학 작품의 해석에 대한 텍스트사회학의 관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작품 해석에 대한 세 가지 방법론적 원칙을 견지한다. 첫째,

텍스트의 내용 및 구성과 더불어 작품 외부·내부에 존재하는 상호텍스트를

텍스트 해석의 근거로 참조한다.25) 둘째, 텍스트 해석에서 작가의 의도를 일

23) 전통적 문학사회학의 ‘반영론’ 테제에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구조적 상동
성’(structural homology), ‘반영’(reflection), ‘상응’(correspond), ‘결정’(determination),
‘매개’(mediation), ‘전형화’(typication) ‘표현’(expression)등이 그것이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는 Williams(1977)의 pp.75-145와 김홍중(2005) 참조.

24) 페터 지마의 텍스트사회학은 궁극적으로 문학 텍스트의 해석과 의미 이해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말고, 텍스트가 어떻게 작동했는
지 파악하라는 욕망 분석의 기본적 입장과는 다소 상충하는 면이 있다(뷰캐넌, 2020:
137). 하지만, 텍스트사회학이 작품이 사회적 담론과 맺는 상호연관에 연구의 주된 관
심을 둔다는 점에서, 텍스트사회학의 연구 방법은 문학·예술 작품에 표현된 내용은
사회적 욕망의 연결접속을 매개하는 과정의 일부로 파악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문
화 텍스트의 의미와 작동을 동시에 분석할 것이다.

25)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란 텍스트 B 내에 텍스트 A가 존재하는 상황을 지시
하기 위한 것이며, 이 때 텍스트 A와 텍스트 B 모두 상호텍스트(Intertext)라고 불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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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중시하는 입장인 ‘부분적 의도주의’를 텍스트 해석의 기본적 지침

으로 삼는다.26) 따라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텍스트들인 작가와의

인터뷰, 대담, 작가 스스로 쓴 작품 해설 등도 작품 해석을 위한 상호텍스트

로 간주할 것이다. 셋째, 앞선 두 가지 원칙과 더불어 텍스트 내적으로 충분

히 해명되지 않는 텍스트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작품의 서

브텍스트(subtext)27)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수 있다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Herman et al, 2010: 256), 상호텍스트성은
연구가 축적되며 개념의 확장을 겪었다(남지현, 2017). 본고에서는 사회를 텍스트의
무수한 연관으로 바라보는 텍스트사회학의 관점을 받아들여, 문학·예술 작품(허구 텍
스트)이 사회적 담론(비허구적 텍스트)을 가공하고 변형하며 생겨나는 외적 상호텍스
트성과. 문학·예술 작품이 작품 내에서 인용, 모방, 패러디, 전유하고 있는 다른 텍스
트들과 맺는 내적 상호텍스트의 관계에 집중한다(지마, 2001: 118-121; 오주리, 2013:
224-226).

26) 텍스트사회학이 부딪히는 난점 하나는, 문학 작품의 해석에 도입하기 위해 ‘사회언어
학적 상황’이라고 정의된 광범위한 사회어(sociolect)와 담론의 집합을 제한된 연구 분
량 내에서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페터 지마는 “문제되는 작가와 그 작가
가 알았거나, 비판했거나, 지지했던 작가들에 의해 체험되었던 그대로, 언어의 사회적
상황을 설명”(지마, 1995: 200)하는 것으로서 이 난점을 해결하려 한다. 이 해결책은
문학·예술 작품 해석에서 작가의 의도라는 오래된 논쟁과도 접속하는데, 본고에서는
의도주의를 옹호하면서도 작가의 의도를 작품의 해석에서 특정한 경우에만 수용하는
‘부분적 의도주의’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해석할 것이다. 이 특정한 경우란 다음과 같
다. “예술가의 의도는 그에 따라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예술 작품 자체와 맞
물리는(mesh with) 경우에 한해 예술 작품의 의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즉, 예술 작품 A가 속한 공적 맥락과 양립 가능한 해석이 두 가지 이상이고, 그러
한 해석들 중 예술가의 의도와 양립 가능한 해석 a가 존재할 경우, 그리고 그러한
해석 a가 예술 작품 A에 대한 적절하고 통합적인 해석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 작
품 A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해석 a이다.”(이원빈, 2019: 71). 의도주의 논쟁에 대해
서는 신현주(2017), 오종환(2017), 이해완(2017) 참조.

27) 서브텍스트란, 작품 안에 숨겨져 있으며 작품의 애매한 측면이나 과도한 강조, 혹은
얼버무리거나 둘러대는 말 등의 ‘징후적’인 지점들에서 나타나는 텍스트를 말한다. 모
든 것이 완벽한 구성을 갖춘 작품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작품에서 서
브텍스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작품에서 양면적이거나 주변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서브텍스트는 작품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이글턴, 1986: 219; 벡스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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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탈조선이라는 욕망의 발생

한국을 탈출하겠다는 욕망은 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민사 연구

에 따르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한국인들의 행렬은 19세기 중후

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기근과 폭정을 피해 농

민과 노동자들이 중국, 러시아,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지로 이주하였던 역

사가 있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러시아, 미국 등지로 이주하

기도 했으며, 1930년대 일제의 만주지역 개발과 맞물려 한국인들이 만주로

집단 이주한 역사도 존재하고, 6.25 전쟁을 전후하여 전쟁고아, 혼혈아, 미군

과 결혼한 여성 등이 미국 또는 캐나다로 대거 이주하기도 했다. 또한 박정

희 정부 시기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 1960년대 중반 미국 이민법 개정 이후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한 중산층, 1980년대 중동의 한인 건설 노동자 등은 해

방 이후 대표적인 한인 이주의 표상이 되기도 하였다(윤인진, 2013: 18-30).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시기에 생산되었던 ‘국제화’ ‘세계화’ 담론은, 한국

이라는 영토에 개인과 기업의 역량을 한정하지 말고, 외국이라는 지리적 외

부가 제공하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촉발시켰다(강

명구·박상훈, 1997). 이는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해외 인턴십,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배낭여행 등 중·단기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

의 증대와 맞물리며(조문영, 2013: 47), ‘글로벌 시민’이라는 표상이 해외 이

주를 꿈꾸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결과 “1950~80년대까지의 해외

이주는 주로 국가에서 기획한 방식으로 움직였으며 한국을 떠나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희망’으로 생각했다면, 1990년대 이후의 해외 이주는 영구적

거주가 아닌 글로벌한 감각을 키워내기 위한 일종의 중·장기 학습 과정”이

되었다(강정석, 2016: 139). 다시 말해, 1990년대의 세계화 담론을 시작으로

형성되었던 이 ‘글로벌한 감각’은, 해외로의 영구 이주를 목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 해외 이주를 통해

습득해 오는 종류의 것이었다.

2018년 기준 약 750만명의 한국인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28), 약

28) 외교부,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http://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http://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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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년의 이주사(史)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주하

는 행위 자체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2015년에 발현된 ‘탈조선’

의 욕망은 두 가지 점에서 이전 시기의 이주와는 차별되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헬조선’과 ‘탈조선’이라는 언표가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지지를 얻으며 발화되었다는 점이다. IMF 사태 이후 해외로 이주한 이들의

예시를 들어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중산층 가족 위주의 이민이 이루어진

시기라는 점에서, 한국을 떠나겠다는 마음은 특정 집단에 제한적으로 공유

되었으며, 비록 한국에서의 미래가 불확실하여 이민을 택했다고 해도 ‘한국

이 싫다’는 언표를 공개적으로 발화하며 한국을 떠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29) 또한, 엄기호·조혜정(1999)의 연구에 따르면, IMF 이후에도 ‘체제 탈

출’의 움직임이 ‘직장 탈출’과 이민의 형태로 포착되었지만, 이러한 몸짓은

고학력과 문화 자본을 소유한 일부 청년들에게만 특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

고한다. 물론 2010년대의 ‘탈조선’이라는 욕망도 청년 세대라는 특정 집단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발화되긴 했지만, 2015년 이후 모든 세대에서 ‘탈조선’

의 욕망을 표출하는 이들이 과반수가 넘었다는 점은30), 이주사(史)에서 최초

로 ‘탈조선’의 욕망이 성별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퍼져 있었다는 것을 간접

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언표의 강렬한 확산에 비해 신규 이민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역설

을 보였다는 점이다. 외교부 해외이주신고자 현황에 따르면, 당해 해외이주

신고자 수는 2011년까지 매년 2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2009년부터 매년 감

소해 2015년에는 7,131명, 2016년에는 4,784명, 2017년 1,443명으로 대폭 감

소했다.31) 하지만 이 숫자를 단순히 과거 시기와 비교하려면 해외 국가의

이민법과 영주권 취득 조건의 변화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탈조선의

29) ① 조선일보, “[신 이민시대] ”IMF는 싫다“…중산층에 이민 러시” 1998. 04. 29.
② 한국경제, “중산층 한국을 떠난다.. 기업퇴출. 실직 탈출구...올 15000명 예상”. 2000. 11. 23.

30) 헤럴드경제. “[본지-사람인 설문] 한국인 80% "이민가고 싶다"...왜?” 2016. 01. 18.
기사 참조.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2015년 11월 성인남녀 1655명을 대상으로 ‘이
민 의향’을 조사한 결과 30대의 82.1%, 20대의 80%, 40대의 72.4%, 50대 이상의 59%
가 ‘이민을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고 답했다.

31) 2018년 해외이주신고자 수는 6,330명으로 전년의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외교부
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2017년 12월 21일 개정 해외이주법이 시행되며 ‘현지이주’ 항
목이 해외이주신고에 추가된 것에 기인한다. 기존에는 해외이주신고 대상이 아니던,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발
생한 변화로, 이 변화를 탈조선의 욕망과 관련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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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을 ‘심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이주자 통계가 아니라 ‘글로벌

원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수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

도 제출되었다(강정석, 2016: 136-137). 하지만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

터의 자료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 역시 2009년 52,968명으로 최

고치를 기록한 후, 매년 감소하여 2014년에는 37,373명까지 떨어졌다. 2015

년에는 38,475명, 2016년에는 37,671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과 2018

년에는 다시 4만명대를 넘어 각각 41,459명, 41,250명으로 소폭 증가한다. 이

숫자는 2019년 다시 38,245명으로 감소한다. 해외이주신고자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의 증감 추이가, 2015년 이후 ‘헬조선’과 ‘탈조선’ 담론의 확산과 맺

는 관계는 모호해 보인다.

따라서 탈조선의 욕망을 심정적인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욕망이 인식 조사 이외에는 지표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시에 2010년대 탈조선의 욕망이 단순히 신규

이주자들의 압출요인이나, 이민국의 흡인요인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

히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대체 이 욕망의

정체는 무엇인가? 2015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

을 바탕으로, Ⅱ장에서는 탈조선의 욕망이 탄생한 담론적 현실을 추적한다.

어떤 장치와 담론들이 탈조선의 욕망이 발생하는 데 기여하였고, 어떠한 사

건이 탈조선의 욕망이 언표될 수 있는 조건들을 형성했으며, 어떤 계기가

그 욕망을 증폭시킬 수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1. 미발(未發)의 폐색감: ‘청년세대’ 담론

대중적 성공을 거두며 청년 세대론이 발화될 수 있는 준거를 형성했다고

여겨지는 책인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에서부터 이야기를 시

작하려 한다. 『88만원 세대』의 출판사 서평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다.

“지금의 20대는 상위 5% 정도만이 한전과 삼성전자 그리고 5급 사무관과 같은 '

단단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이미 인구의 8백만을 넘어선 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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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평균 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비율 74%

를 곱하면 88만원 정도가 된다. 세전 소득이다. 88만원에서 119만원 사이를 평생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88만원 세대'는 우리나라 여러 세대 중 처음으로 승

자독식 게임을 받아들인 세대들이다. 탈출구는 없다. 이 20대가 조승희처럼 권총

을 들 것인가, 아니면 전 세대인 386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케이드와 짱돌을 들

것인가,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강조는 필자)

『88만원 세대』가 쓰였던 2007년에는, 세전 소득 ‘88만원에서 119만원

사이를 평생 받게 될’ 청년들에게도 ‘탈출’의 상상은 허락되지 않았다. 권총

과 짱돌,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들지 않는 청년들의 등장은 청년 세대론의

시작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청년 세대론은 청년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실용적 의제를 제기하는 ‘청년당사자운동’으로도 이어졌

다(김선기 외, 2018: 14). 하지만 청년당사자운동의 흐름 속에서도 탈출이라

는 문제틀은 사회·경제적 구조 밖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향하는 방식이 아니

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청년 당사자에게 연대를 요청하는 발화 속에

서 등장한다. 2010년 3월에 설립되어 청년운동의 ‘당사자성’ 논의를 촉발했

다고 알려진 ‘청년유니온’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2011년 한 권

의 책을 발간한다.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고군분투 생존기’ 라

는 부제가 달린 『레알 청춘』(청년유니온, 2011)이라는 책의 발간사에서,

청년유니온은 이 책을 기획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지금, 청년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 불안정 노동,

청년 실업 등 무엇 하나 쉽지 않은 관문들이 청년들을 포위하고 있다. 사상 최고

의 수출 흑자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와도, 경제지표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취업

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탈출구가 필요했다. 같

은 처지에 있는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고 서로 하소연할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2010년 3월 창립한 ‘청년유니온’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현

상황을 담은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일환으로 책 발간 팀을 꾸려 책을 쓰기 시작

했다. 실상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이 아니면 청년들에게 집중되는 사회의 모순

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에 책의 주인공도 청년이라야 했고 그들을 인터뷰

하고 글을 쓰는 사람도 청년이라야 했다.”(청년유니온, 2011: 8-9.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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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골목’에 몰린 청년들이 선택했던 ‘탈출구’는 책이 발간되었던

2011년만 해도, 노동조합(union)이라는 자발적 결사체의 형태로 상상되었다.

조합이라는 공간을 통해 청년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공통의 목소리

를 만들어 공통의 문제를 발화하려는 시도를 도모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시도가 ‘탈출’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청년 세대론과 연계된 ‘탈출’에는 공존의 꿈이 미약하게나마

깃들어 있었다.

공존과 연대의 공간으로의 ‘탈출’은, 상기한 『레알 청춘』의 발간사에서

드러나듯, 청년 당사자의 발화였던 한편, 기성 세대로부터의 요청이라는 성

격도 일부 갖고 있었다. 『88만원 세대』의 표지에는 ‘20대여, 토플책을 덮

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 저자인 우석훈은

책이 출판된 지 약 5년 후인 2012년 3월 26일, “죽어도 바리케이드를 치지

는 못하겠다는 20대만 더 많아졌다”고 한탄하며 『88만원 세대』의 절판을

선언했다. 청년들이 정치적 연대를 탈출구로 모색하길 바라는 기성 세대의

요청은, 청년들에 대한 비판의 톤을 낮춘 방식으로 또 한 번 반복되었다.

2015년 9월 출판된 강준만 교수의 저서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는 진보 세력이 ‘바리케이드와 짱돌’이라는 ‘한탕주의’에 중독되어 있다고 비

판하며, 청년들에게 당장에 정당원이 되거나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어도, 정

치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작은 관심을 보내는 것으로 사랑을 시작하도록

권유한다. 강준만 교수는 바로 이 ‘정치사랑’을 청년들의 ‘탈출구’로 제시한

다.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는 ‘정치사랑 외에 탈출구는 없다’는

문장을 책의 부제로 삼고 있다.

청년들이 정당으로 결집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느리지만 지속적이고 조

직적으로 발화하길 촉구하는 강준만 교수의 저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청

년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고 서로 하소연할 공간”을 찾으려는 청년유니온

의 시도와 일부 공명하는 지점이 있다. 탈출하고 싶다는 욕망은 감지되었으

나, 이러한 욕망은 정당과 조합이라는 전통적 ‘조직’을 탈출구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2015년 헬조선 담론의 등장

이후 온·오프라인 공간을 가득 채웠던 국가와 제도, 그리고 동료 시민에 대

한 전반적 불신과, 탈출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관념들은 2010년대 초반에만

해도 널리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탈조선과 탈코르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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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대표되는 2010년대의 탈출이라는 욕망은 청년세대 담론에서 나타난

언표의 내용들과는 합치하지 않는다.

탈출이라는 욕망이 언표될 수 있는 조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고, 탈출

의 욕망이 형성하는 관계들의 집합이 미약했다고 해도, 그 욕망은 미발(未

發)의 형태로 저항과 방황, 그리고 포기라는 미묘한 분화 속에서 감각되고,

생산되며, 표출되고 있었다. 가령, 2010년 고려대학교 학생 김예슬이 대학교

를 자퇴하며 작성한 글(‘김예슬 선언’)에서 우리는 저항적 표어 속에서 감각

되는 탈출의 욕망을 엿볼 수 있다.

“(…) 나는 25년 동안 경주마처럼 길고 긴 트랙을 질주해왔다.

우수한 경주마로, 함께 트랙을 질주하는 무수한 친구들을 제치고 넘어뜨린 것을

기뻐하면서.

나를 앞질러 달려가는 친구들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소위 '명문대 입학'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더 거세게 나를 채찍질해봐도

다리 힘이 빠지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더 많이 쌓기만 하다가 내 삶이 한번 다 꽃피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리기 전에.

쓸모 있는 상품으로 '간택'되지 않고 쓸모 없는 인간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이제 나에게는 이것들을 가질 자유보다는 이것들로부터의 자유가 더 필요하다.

자유의 대가로 나는 길을 잃을 것이고 도전에 부딪힐 것이고 상처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삶이기에, 삶의 목적인 삶 그 자체를 지금 바로 살기 위해

나는 탈주하고 저항하련다.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살아내겠다는 용기를 내

련다. (…)

이제 대학과 자본의 이 거대한 탑에서 내 몫의 돌멩이 하나가 빠진다.

탑은 끄덕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지만 균열은 시작되었다.”32)(강조는 필자)

자본화된 대학으로부터, 배움은 없고 경쟁이 일상이 된 대학으로부터 탈

주와 저항을 외쳤던 김예슬 선언은, 치열한 입시 교육을 통해 진입해야만

하는 곳으로 여겨졌던 대학을 ‘탈주’하여 빠져 나와야 할 ‘트랙’으로 처음 자

32) ‘김예슬 선언’ 전문은 http://www.nanum.com/site/act_manifesto/365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nanum.com/site/act_manifesto/3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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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매김하였다. ‘트랙’에서 질주하며 느끼는 ‘불안’과 무기력, 그리고 폐색감이

동시대의 청년들에게 폭넓게 공유되고 있었다는 점이 김예슬 선언이 가졌던

파급력을 일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시기 경향신문 특집기획

<복지국가를 말하다> 연재 기사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삼포 세대’라는 조어

가, ‘N포 세대’ 등으로 확장되며 널리 사용되었다는 점도, 2010년대 초반 이

행의 위기에 직면한 청년 세대들에게 불안과 무기력, 표출되지 못한 반항심,

탈주하여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 등이 뒤섞여 있던 채로 공유되었다는

점을 방증한다.33) 무언가에 쫓기듯 ‘트랙’ 위에서 끝없이 어딘지 모를 곳으

로 향하던 청년들의 행렬은, 2010년대 초반 청년들이 모인 집회·시위에서 종

종 불리곤 했던 <졸업>이라는 노래의 가사에서도 잘 드러난다.34)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쫓기듯 어학연수를 떠나고(...)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메었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팔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브로콜리너마저, <졸업> 中 (강조는 필자)

어떤 가능성과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이 무언가에 쫓기듯 떠

났던 ‘어학연수’라는 선택지는, 해외 봉사활동이나 해외 인턴 취업 등의 선

택지와 더불어, 잠재태로 존재하던 2010년대 초반의 탈출의 욕망이 흘러갈

수 있는 물길이었다. 이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려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아떨어졌다. 다음 절에서 이를 검토한다.

33) 경향신문. “[복지국가를 말한다](1부) ② 과부하 걸린 한국의 가족”. 2011. 05. 11.
34) 경향신문. ““이 미친 세상에”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대학생 심리를 가장 잘 반영한 노
래”. 201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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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관주의의 피로감: ‘글로벌’ 정책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

나로 선정하며, 2008년 구체적 내용이 담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

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의 5년간 해외 취업, 해외

인턴,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10만 명의 청년을 해외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정부 9개 부처와 민간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외취업연수(노동부, 산업인력공단), 해외

건설인력양성(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전문대학생 해외인턴(교육과학기술

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육

협의회), 국제무역 전문인력 양성(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재외공관 인턴

(외교통상부), 해외봉사단 파견(외교통상부, KOICA), 대학생 국내외봉사활동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사회봉사협의회) 등이 있었다.35)

또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연간 최대 5000명의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을 발족하

기도 했다. WEST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18개월간 미국에 머물며 영어연

수, 인턴취업, 관광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소개되었다.36) 해외취업지원 정책

은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되기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6년 대졸자와 청년 취업자수의 격차가 벌어지는 청년취업촉진대책의 일

환으로 한 차례 확대될 기미를 보였으나, 인프라 구축 단계에 머물렀다.37)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

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되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에서 구축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외 연수·취업·인턴·봉사활동에

35) 고용노동부 정책보도자료, “5년간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 2008. 04. 29. 
http://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51414&pageIndex=6829&startD
ate=1997-01-01&endDate=2018-12-14&repCodeType=&repCode=

36)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내년 미국 연수취업 대학생 2300명 선발”. 2008. 12. 15.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60018

37) 제4차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 “해외취업 촉진대책”, 2006. 03. 22.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jsessionid=GItLnZdwRuRkqOTlFw8
y6Vzv6NJ6uUPxNq1YTZ0X1xGsQIwqMsSBf7GA6s7y6rGu.moel_was_outside_servlet
_www2?bbs_seq=8063

http://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51414&pageIndex=6829&startDate=1997-01-01&endDate=2018-12-14&repCodeType=&repCode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60018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jsessionid=GItLnZdwRuRkqOTlFw8y6Vzv6NJ6uUPxNq1YTZ0X1xGsQIwqMsSBf7GA6s7y6rGu.moel_was_outside_servlet_www2?bbs_seq=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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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다(김영재·정상완, 2013).38)

이명박 정부에서 기틀이 잡혔던 ‘글로벌 인재’로서의 청년을 강조하는 정

책의 방향은,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게도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데,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부흥이라는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취업·창업 활성

화 및 해외진출지원’을 선정한다. 이를 ‘K-Move’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며, 이

프로그램은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의 네 가지 분야로 나뉘

었다.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배정되었던 예산 규모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 더욱 확대되었다.39)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를 움직인

다’는 의미의 K-Move 프로그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해외 일자리 발굴의 역할

을 수행할 K-Move 센터를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 설치하고, 연수와

취업을 연계한 K-Move 스쿨을 도입하기도 하였다.40) 청년들의 글로벌 취

업을 장려하는 K-Move 사업은 2013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매년 그 규모

가 확대되었다.41)

또한 청년실업이라는 위기 상황을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방안으로 돌

파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담론과도 조응하며, 민간 차원이 주도한 해외봉사활동 프로

그램들에서도 봉사활동의 주체를 청년, 그 중에서도 ‘대학생’으로 호명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도 한국을 잠시나마 떠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범람하고, 취업시장에서 해외인턴·해외봉사활동

38)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해외취업지원 정책의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는 김영재·정
상완(2013) 참조.

39)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예산 총액은 2009년 983억, 2010년 1,207억, 2011년
1,355억으로 물론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예산 총액 규모는 박근혜 정부의 K-move
사업에서 더욱 확대된다. 2012년 1,518억, 2013년 1,660억, 2015년 1,784억이 배정되었
다. (하현선, 2012; 박성재, 2015: 52)

40) 이코노미조선, “청년들의해외진출지원정책본격가동대한민국‘일자리영토’ 확대승부수”. 2013. 11. 01.
41) K-move 스쿨은 2013년 1,100명 규모에서 2014년 2,100명 규모로, 2015년 3,000명 규
모로 증원되고 인프라도 확대되었다. 해외취업·인턴을 지원 대상도 6,400명에서 8,900
명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K-move 스쿨과 해외취업·인턴 지원 인원을 합
쳐 청년 1만 2천여명에 대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였다.
(고용노동부보도자료. 2013. 09. 30, http://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91986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4. 10. 22. http://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871;
고용노동부보도자료, 2015. 01. 15. http://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033083)

http://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919865
http://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871
http://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03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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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경력이 하나의 ‘스펙’으로 인식되며, ‘해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

켜 줄 재산일 수도, 겹겹이 닫힌 국내의 취업시장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기회일 수도, 무한경쟁 너머의 세상을 엿보게 할 미지의 천국일 수도,

진로에 대한 생각들이 마구잡이로 뒤엉켰을 때 잠시 동안의 유예를 허락해

줄 명분일 수도” 있는 다층적인 의미망을 갖게 되었다(조문영, 2013: 55-62).

‘글로벌 인재’라는 명목으로 청년들을 세계 곳곳으로 쏘아 보냈던, 해외

취업을 장려하던 장치(dispositif)들은, 어떤 정동을 생산하고 있었는가? 이

정책과 제도들이 생산하던 정동은, ‘88만원 세대’와 ‘N포’라는 언어가 뿜어내

던 절망에 맞선, 어떤 낙관주의적 환상이었다. ‘해외’라는 타협된/공동약속된

(compromised) 가능성의 공간은, 청년 세대 담론에서 그려진 이행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낙관주의적인 욕망의 대상이었다(벌렌트,

2015).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글로벌’ 정책들은 “실업 상태의 청년

과잉인구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그 ‘과잉’이 배치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개척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조민서, 2019: 28). ‘88만원 세대’나

‘N포 세대’ 등의 아래로부터 생산된 곤란과 방황의 목소리는, ‘글로벌’이라는

기표를 통해 위로부터 생산된 낙관주의와 경합했다. 하지만 글로벌 인재 양성

이라는 명목으로 생산되었던 낙관주의의 내적 균열로부터 드러난 잔혹성은,

‘88만원 세대’와 맞서는 패러다임으로서의 낙관주의의 경쟁력을 크게 낮추었다.

이 균열은 해외취업을 장려하는 정책들의 허울이 벗겨지며 가시화되었

다.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경우, 해외취업을 목표로

추진된 정책은 취업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결과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적

을 축적해 왔음이 밝혀졌다.42) 2012년 발행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던 해외취업연

수과정 943개 중 86개 과정이 취업률 0%를 기록했다. 해외 취업을 한 경우

도, 국가의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사무/서비스직이나 단순 노무직

에 취업한 경우가 70% 가량이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단기간 취업상태를 유

지한 후 귀국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비자 문제로 장기간 취업은 어

려운 것으로 밝혀졌고, 1년 미만의 단기간 해외취업은 민간 기업 취직에도

경력 사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되었다(하현선, 2012).

박근혜 정부의 ‘K-move’ 프로그램 역시 투입한 예산 대비 낮은 취업률

42) 매일노동뉴스. “정부, 글로벌 청년리더사업 실적 부풀려”. 2012.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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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 미흡한 사후 관리로 지탄을 받았다.43)

이명박 정부 시기보다 총 예산액은 증가했지만, 알선 취업자와 연수 취업자

를 합쳐 4,000명대의 해외 취업자를 기록한 2011년과 2012년에 비해, 2013년

과 2014년에는 그마저도 1,600명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44) 2015년 한국노

동연구원에서 발행한 ‘K-move’ 사업 고용영향평가 현장점검 보고서에 따르

면, 이는 부분적으로 2014년 강화된 취업인정기준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

지만,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서 노정되었던 문제점이 ‘K-move’ 사업

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취업비자 발급이 용이

한 국가로 실적이 몰리고, 단순 노무직으로 취업되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또

한, 연수와 연계되어 취업하게 되는 업체에 대한 정보 역시 부실해, 많은 참

여자들이 실망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실린

K-move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생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 한

국에서 설명 들은 거랑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근무 환경 같은 거나

아니면 페이. 하여튼, 설명이랑 다 달랐다고.”(박성재 외, 2015: 8-11)

로렌 벌렌트는, 욕망의 대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

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우리에게 약속하거나 우리를 위해 가능하게 해

주길 원하는 한 다발의 약속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제도, 텍

스트, 규범 등에 새겨진 약속들이 실현이 불가능해서 순전한 환상에 불과하

거나, 혹은 너무나도 가능하여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조건에 애

착을 갖게 될 때, ‘잔혹한 낙관주의’가 작동한다. 잔혹한 낙관주의는 많은 사

람들에게 ‘좋은 삶’이라고 불리는 삶 속에 거주하는데, 그 삶은 동시에 나쁜

삶이기도 하다. 주체들은 잔혹한 낙관주의 안에서 기진맥진해지지만, 그럼에

도 동시에 그 안에서 자신들의 가능성의 조건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현재의 잔혹함을 견디게 하고, 자신들을 소진시키는 삶의 조건

에 대해 따져 묻게 하는 것을 끝없이 유예시킨다(벌렌트, 2015: 161-169).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서, ‘너무나 가능해’

보이던 ‘글로벌 인재’라는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임이 드러났다. ‘좋은

삶’을 그려 내던 ‘글로벌’의 언어는 해외로 보내진 청년들의 삶을 해외라는

외부에서 소진시키는 약속과 다름없었다.45) ‘글로벌’ 장치들이 생산하던 낙

43) 주간동아. “월급 20만 원 … 애걔, 누가 가냐? 청년 해외 진출 사업 유명무실”. 2014. 08. 04.
44) 조선비즈. “[눈먼 돈-2] ③ 연수업체 배만 불리는 K무브사업.” 2015.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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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주의는 국외로 보내진 청년들에게도, 국내에 남은 청년들에게도 자신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불만을 표할 수 없게 하면서도, ‘글로벌 인재’라는

기표 속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화하여 투여하게 만들어 피로감 속에서 주

체를 소진시키는 잔혹함을 내재하고 있었다. 국외에서 쌓이는 환멸의 목소

리는 국내에 쉽사리 전달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축적되던 실업과 관련된 불

만은 일자리가 적은 국내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며 “한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노력하지 않은 청년들의 투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46)

대한민국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 세계를 움직이게 하겠다는 K-Move 프

로그램의 포부가, K-Escape(‘탈조선’)라는 절망과 저주의 언어로 변하는 데

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채 3년이 걸리지 않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확대되었던 해외취업지원정책은, 청

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고안된 정책의 의도와

는 다르게 행위자들로 하여금 탈조선의 욕망을 현실화(actualization)할 수

있게 하는 역량 축적 장치로서도 기능했다. 이는 분명 의도되지 않은 결과

(unintended consequences)였는데, 낮은 비용으로 ‘글로벌 원체험’(강정석,

2016)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는 해외취업지원정책의 일환으

로 추진되었던 프로그램들이, 탈조선을 꿈꾸는 행위자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Ⅲ장에서 기술할 것이다.

해외를 경험한 ‘글로벌 청년 리더’들은 “한국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실제로 그에 조응할 수 없다는 것을, 나아가

사회에 자신들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우승현, 2016: 124) 파악하게 된다. 이

렇듯 ‘글로벌’이라는 기표가 ‘N포’에 대항하여 생산하던 낙관은 낙관주의 내

부의 균열로 그것의 잔혹함을 드러났다. 하지만 이 낙관주의가 완전히 파열

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온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였다.

45) 가령,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해외취업연수 유경험자와 실시한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보라. ① “처음에 학교에서는 보내주기 전까지만 해도 그쪽 가면 학교에서 실습같은
거 작성하고 관리 해줄 것처럼 하더니 보내놓고 나서는 아무런 관리도 없었고 신경도
안 썼고..” ② “호주 최저 시급. 한인 기업이잖아요. 한국인 부장님이고. 호주사람만큼
안 주시더라고요” ③ “주방에서 롤메이커 같은 거 한다고 알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롤메이커 자리가 다 찼다고 더 뒤에 있는 남자들 많이 하는 조리, 불 쓰는 걸로 넣으
시더라고요.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서 롤메이커나 다른 쪽으로 배치 해주시면 안 되냐
고 했는데, 학교랑은 완전 상관없고 (…)” (박성재 외, 2015: 11-17)

46) 연합뉴스. “朴대통령 "한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해달라"”. 2015.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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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적 우울의 체험: 세월호 사건

2014년 4월 16일, 승객 476명을 싣고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배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맹골수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다. 472명의

승객 중 304명이 사망하였고, 172명이 생존하여 구조되었다. 많은 연구와 에

세이에서 지적되었듯, 2014년 4월 16일에는 배가 전복되는 사고(accident)가

있었다. 그와 동시에,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던 304명이 구조되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incident)이 발생한 것이다(박민규, 2014; 서재정, 2017). 사고 발

생 이후 해경 항공기와 헬기, 함정까지 동원되었지만, 이들은 세월호와 교신

하며 사태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승객에게 퇴선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펼치지도 않았다. 해경 함정이 조타실 선

원 전원을 구조할 때까지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흘러 나

왔다. 해경이 대체 왜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인지는 끝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구조 가능한 상황에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304명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세월호 침몰이라는 사고는 “죽지 않을 수 있었

던 사람들이 국가의 ‘부작위’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건’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2017: 47-71)

침몰한 배의 형상은, 재난의 스펙터클처럼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으며,

방송에서는 세월호의 침몰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했다. 지상파 방송 3사인

KBS, SBS, MBC가 2014년 4월 16일부터 2014년 4월 20일까지의 닷새 동안

내보낸 보도 건수는 총 870건이었는데, 이 중 세월호 관련 보도는 총 보도

건수의 95%인 823건이었다(임연희, 2014: 190). 소설가 김애란은 세월호 사

건이 일어난 후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았는지, 혹은 볼 수밖에 없었는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지난 4월 세월호가 가라앉는 걸 전 국민이

봤다. ‘들은’ 게 아니라, ‘읽은’ 게 아니라, 앉아서, 서서, 실시간으로 ‘봤다’.

매일매일, 천천히, 고통스럽게 ‘봤다’. 아침 뉴스로 보고, 저녁 뉴스로 보고,

인터넷 뉴스로 봤다. 그러니까 ‘한 명’도 구하지 못하는 걸, 관계자들이 책임

을 가르고 이득을 따지는 동안 일부 솟아 있던 선체가 바다 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걸 ‘봤다’. 밥 먹다 보고, 자다가 보고, 일하다 보고, 걷다가 봤다. 그

리고 지금도 보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선체가 삭거

나 부서져 혹은 인양돼, 그 배가 거기서 사라진다고 해도”(김애란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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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월호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은, 단순히 화면에 송출되는 영상

의 층위에 머무른 것이 아니었다. 김애란의 글에 따르면, 그것은 눈을 감아

도 눈앞에 보이는 그림이었으며, 잠에 들어도 꿈속으로 틈입하는 이미지였

다. 그것은 과거에 보였고, 지금도 보고 있으며, 미래에도 보일 어떤 영상이

었다. 세월호를 탈출할 수 없었던(inescapable) 이들의 죽음은, 산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inescapable) 영상을 남겼다.

언론에서 세월호 참사를 보도할 때 사용했던 주요 키워드 하나가 ‘탈출’

이었다(김태원·정정주, 2016: 210). 빅데이터 뉴스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

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8개 중앙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와 5개 방송사(KBS, MBC,

OBS, SBS, YTN)에서 생산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지역 부문의 기

사 중 제목에 ‘탈출’이 포함된 기사를 검색한 결과47), 해당 기간 중 제목에

‘탈출’이 포함된 기사의 양은 2008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세

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1,043건으로 정점에 도달한다(<그림 1>). 2014

년을 기점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목에

탈출을 언급한 기사는 매년 꾸준하게 700여건 가량 작성되었다. 2014년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탈출이라는 언표가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담론장에서 활발하게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47) 중앙지 중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카인즈 시스템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의
기사만 검색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정한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량의 증가에 기사
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수 증가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창간일이 2000년
이전인 중앙지와 방송사 13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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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탈출’ 기사 키워드 트렌드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듯, 2014년에는 전년도인 2013년에 비해, ‘탈출’

을 제목에 포함한 기사가 400건 가량 증가했다. 증가한 기사량의 상당 부분

은 2014년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기사다. 세월호 사건 보도에서

‘탈출’이라는 어구는 두 집단에 나누어 사용되었다. 첫째로는 사고 직후 세

월호를 탈출하여 생존한 승객들과, 탈출에 실패하여 사망한 승객들의 행위

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해경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생존을 위해 승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탈출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

음과 같은 기사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사고 직후 세월호 내부...필사의 탈출(YTN, 2014. 04. 17.)

▶[세월호침몰]시신대부분손가락골절 "탈출하기위해.." 안타까움(이데일리, 2014. 04. 24.)

▶세월호 생존학생들이 전한 긴박했던 탈출 순간(연합뉴스. 2014. 07. 29.)

둘째로, ‘탈출’은 승객에게 퇴선 방송을 하지 않고, 승객보다 세월호를 먼

저 탈출한 세월호의 선원들의 행위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다음과 같

은 기사들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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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있어라” 방송하면서…승무원들은 이미 탈출(한겨레, 2014. 04. 17.)

▶선원들 탈출하는 동안에도 승객들은 “해경왔다. 움직이지 마” (경향신문, 2014. 05. 06.)

▶세월호 선원, 쉽게 탈출하려 배 침몰 기다렸다(조선일보, 2014. 09. 03.)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 씨는 탑승객과 선원을 포함하여 가장 먼저 구조되

었으며, 자신의 신분을 숨긴 정황도 보고되었다. 선원들은 탈출하면서도 승

객들에게 퇴선 안내를 하지 않았다. 선박의 책임자인 선장과 선원, 구조의

책임자인 해경과 국가는 모두 승객들을 구조하는 데 무능했다는 점이 선장

과 선원의 탈출로서 드러난 것이다. 직위와 책임이 있는 이들의 의무 방기

와 선제적 탈출은 책임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던 한국 현대

사의 몇몇 장면들을 떠올리게 했고, 대한민국과 세월호, 국민과 승객이라는

유비가 성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48)

이는 더 나아가, 세월호의 침몰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체의 몰락을 표상

한다는 인식을 낳았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며, 세월호의 침

몰은 국가와 재벌의 결탁으로 발전해 왔던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모델의 파

산 선고처럼 여겨졌고, 한국인들의 머리 속에는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우울

한 울림이 되풀이되었다(Lie, 2014; 김홍중, 2015b). 난파하여 탈출해야 할

배의 형상은, 한국 사회 그 자체를 표상하는 이미지로 많은 이들의 뇌리에

새겨졌다. 가령, 박은태 작가의 <한강의 기적>(2014)이라는 그림에는, 캔버

스 상단에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와 서울을 가로지르고 있는 한강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로는 짙은 남색으로 표현된 바다와 바다에 가라앉은 배의 형

상이 어두운 그림자의 형태로 채색되어 있으며, 바다 속에는 수몰된 이들의

형체가 붉은 색으로 새겨져 있다. 이는 ‘한강의 기적’ 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압축적 근대가 낙오자와 희생자를 끝없이 수장시키며 발전해 온 체제라는

은유일 수도 있지만, ‘서울’로 상징되는 개발국가 한국이 생산해 온 꿈이 완

전히 파산하고 침몰했다는 감각의 표현으로도 읽힌다(<그림 2> 참조).49) 대

한민국이라는 배에 탄 국민이라는 승객에게는, ‘가만히 있지’ 않고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해야 할 당위가 생겨난 것이다.

48) 이를테면 다음과같은기사들을보라. ①오마이뉴스. “세월호선장의모습에서이승만대통령을보
다”. 2014. 04. 17. ② 고발뉴스, “세월호선장처럼 ‘전쟁’나자 가장먼저도망친이승만”. 2014. 06. 25.

49) 세월호 사건 이후 ‘배(船)’가 예술가들에 의해 재현된 양상은 박혜조(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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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박은태, <한강의 기적>(2014).

캔버스에 아크릴. 208 x 155cm. (작가 제공)

상기한 내용을 통해, 탈출이라는 언표가 한국이라는 기표와 결합되어 ‘탈

조선’의 형태로 발화될 수 있는 조건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결정적으로 갖

추어졌음을 보였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탈출의 욕망이 수면 위

로 떠오를 수 있게 한 사건이었다. 우리는 1절에서 2010년대 초반 탈출의



- 44 -

욕망이 잠재적인 것의 형태로 담론과 제도의 수면 아래에서 실재하고 있었

음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잠재태의 욕망은 세월호 사건을 계

기로 현실화(actualization)되어 사회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었다. 세월호 사

건이 야기한 언어의 폐허, “망가진 문법더미”(김애란, 2014: 15) 위에서 ‘헬조

선’과 ‘탈조선’의 언어가 솟아올랐다.

4. 좌절감의 담론적 구성: 수저 계급론

‘헬조선’이라는 어휘는 2014년 12월 10일 처음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

다.50) 하지만 ‘헬조선’이라는 말은 201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

트인 디시인사이드 역사 갤러리에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5

년 이전에는 ‘헬조선’보다는 ‘헬조센’(Hell + 朝鮮[ちょうせん])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단어는 일본 제국주의와의 비교 속에서 한

국이 열등한 국가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51) 헬조선이라는

말을 처음 조명한 헤럴드경제의 기사에서도, ‘헬조선’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행태를 ‘조센징’이라는 자기비하의 표

현 속에 담는 세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헬조선’과 관련된 기사는 한동

안 작성되지 않다가, 2015년 7월 동아일보의 기사52)를 시작으로 ‘헬조선’은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 메이저 진보·보수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키워

드가 된다(김애린 외, 2016: 59-61).

이우창(2016)에서 제시된 헬조선 담론의 다섯 가지 테제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사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헬조선이다. ②

헬조선됨이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및 정부의 무능함 모두에서 볼 수 있는

“미개함”이다. ③ 청년집단은 취업난만이 아니라 사회 전역에 존재하는 강도

높은 착취를 포함한 각종 청년문제의 당사자들로서 헬조선을 탈출하거나

(“탈조선”) 노예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④ 헬조선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금수저”로 태어나야 하며 “흙수저”들은 “노오력”을 통해 신분상승하기를 요

50) 헤럴드경제, “조센징이라 센송하무니다”…부조리 사회 냉소하는 젊은이들. 2014. 12. 10.
51) 울산제일일보, “N포세대와 헬조선(Hell朝鮮)”. 2018. 12. 04.
52) 동아일보, “[지금 SNS에서는]2030이 부르는 또 다른 대한민국 ‘헬조선’”. 2015. 07. 10.



- 45 -

구받지만 이 “노오력”의 요구치는 무한하여 사실상 신분상승은 불가능하다.

⑤ 탈출도 신분상승도 불가능한 이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무기는 “죽창”으로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앞에서는 [찔리면 죽는다는 점에서] 다 평등”

하다”(이우창, 2016: 110). 여기서 제시된 테제들에서 우리는 ‘미개’, ‘수저’

‘탈출’ ‘노오력’ ‘죽창’ 등의 ‘헬조선’의 어휘를 탐색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상기한 어휘 목록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선구적으로 발명한 ‘88만원 세대’

‘N포 세대’ 등으로 대표되는 어휘가 아니다. 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드립’

의 형태로 생성되었다. 각각의 어휘는 자신의 발생론적 계기를 갖고 있다.

가령, ‘미개’라는 어휘가 2010년대의 온라인 공간에서 현재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의 아들이

SNS에 올린 한 게시글에서 시작된 것이다. “비슷한 사건 일어나도 이성적

으로 대응하는 다른 국가 사례랑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가서 최

대한 수색 노력하겠다는데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하잖

아.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되서 국민

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거지.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 정몽준

회장의 아들의 발언은 세월호 유족을 모욕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

고,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회장은 아들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사과

했다. 하지만 ‘미개’라는 어휘는 세월호 사건의 맥락이 탈각된 채로, 온라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국민 정서’가 미개하고, ‘국가’도 미개하다

는 정몽준 회장 아들의 발언은, ‘정몽주니어 1승 추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정치인의 위선이나 정부의 실책, 시민의식의 부재 등을 조명하는 언론

기사나 인터넷 게시글의 댓글에서 재생산되었다.53) 자조(自嘲)의 유머 코드

로 확산되었던 ‘미개’라는 언어는, 이후 2015년 헬조선 담론과 맞물리며 더

욱 강한 비난의 어조로 변모한다.

‘수저 계급론’도 신조어를 통해 담론적으로 구성된 사회 현실이라는 성격

을 가진다. ‘수저 계급론’의 언어인 ‘금수저’, ‘흙수저’라는 어휘는, 2015년 ‘올

해의 신조어’ 1위에 선정되며 한국의 경제적 격차 심화와 사회이동성의 악

화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54) 그런데 여러 연

53) 동아사이언스. “[저격! 인터넷신조어] 헬조선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땐 "정몽주
니어 1승 추가"”. 201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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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지적되어 왔듯, 수저 계급이라는 언표가 구성하는 현실은 통계 지표

와 상반되는 경우가 있었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55) 가령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2015년 0.352에서 2016

년 0.355로 한 번의 반등을 겪은 뒤, 2017년 0.354, 2018년 0.345로 다시 개

선되었다.56)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빈곤통계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은 청년 세대가 아니라 66세 이상 노년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심각했

던 것으로 파악된다.57)

수저계급론은 지표와 어긋나는 주관적 계층상승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악

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고, 계층세습에 대한 반감을 생성하는 사회심

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탐구를 촉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합적 인식의 차원

과는 별개로,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감소했거나, 계층 간 기회 불평등이 증

가했다는 경험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이나 자산 소득이 불

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던 것으로 관찰되지도 않는다(이병훈, 2017; 이

용관, 2018; 정인관 외, 2020; 이성균 외, 2020). 실제 지표 추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저 계급론’의 사회심리는 지표를 통해 재현된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기보다는,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된 언어적 차원에 기반하고

있다는, 즉 담론적 현실 구성에 근거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58)

지표와 인식의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탐색적 가설이 제시되었

지만(정인관 외, 2020: 44-47), 여기서는 ‘수저 계급론’의 발생 계기를 좀 더

면밀히 추적한다. 구글과 네이버를 통해 ‘흙수저’와 ‘금수저’라는 단어를 사용

하고 있는 게시물을 검색해 본 결과, 신조어로 확산되기 2015년 이전에도

54) 동아닷컴. “대학생이 뽑은 2015년 신조어... 1위는 ‘금수저’”. 2015. 12. 24.
55) 주간동아. “[김창환의 통계 인사이트] ‘헬조선’의 진짜 이유”. 2015. 12. 19
56)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2019. 12. 17.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4/4/index.board?bmode=read&aSeq=379367
5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빈곤통계연보.
58) 이러한 점에서 수저 계급론을 지표와 일치하지 않는 담론적 현상일 뿐이라고 평가절
하할수도 있지만, 지표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담론이 생산하는 욕망을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혹은 허위의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수저 계급론은, 온라인 상에서
게시글을 클릭하고, 게시글에 설정된 기준에 자신의 소득을 비추어 볼 때 머리에서,
몸에서, “놋수저에서 최하로 전락..”이라는 댓글을 타이핑하는 손 끝에서 느껴지는 떨
림 속에 실재한다. 그 감각은 수저 계급론을 목격한 사람의 신체를 변용하여 담론에
휘말리게 한다는 점에서 정동적이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4/4/index.board?bmode=read&aSeq=37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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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라는 단어가 몇몇 개인 블로그 게시글이나 온라인 카페의 댓글 등에

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59) ‘금수저’가 먼저 사용되고, ‘흙수

저’는 2014년 중반 창안된 어휘로 보인다.60) 2015년 이전에 작성된 개인 블

로그나 온라인 카페의 게시글에서는, 흙수저라는 단어는 금수저나 은수저,

다이아 수저 등과의 관계 속에서 계층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

겨진다. 추론을 가능하게 할 만큼 많은 게시글이 축적된 것은 아니나, 2015

년 이전에 사용되었던 흙수저는 ‘탈출’해야 할 상태로 정의되어, ‘흙수저 출

신’이라는 귀속 지위에서 벗어나 특정한 성취 지위를 획득했음을 서사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흙수저가 다른 ‘금속’ 수저들과의 수직적으로 계열화된 관계 속에 위치하

는 ‘수저 계급론’은, 2015년 초 SNS 등을 통해 전파된 한 글에서 비롯된 것

으로 추정된다. 수저의 계급과 각 계급에 속하기 위한 기준이 명시된 문서

는, 웹 검색 결과 2015년 1월 25일의 한 게시글에서 최초로 발견된다.61)

2020년 10월 현재 조회수 96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게시글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59) 다음과같은블로그게시글을예시로들수있다. 네이버블로그. “민수르킴의흙수저탈출기” 2014. 04. 27.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tavailable&logNo=208876199&proxyReferer=https:%2F%2Fwww.goo
gle.com%2F

60) 네이버 뉴스에서 ‘금수저’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2015년 이전 작성된 여러 기사들에
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등의 관용어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흙수저’로 키워
드로 기사를 검색하면, 2015년 이전에 작성된 기사에서는 어떤 기사도 검색되지 않는
다. 이를 통해 우리는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이후에 생겨난 단어임을 간접적으로 추
론할 수 있다.

61)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3990435

제목: 금수저 은수저 기준이라네요... (2015-01-25)

흔히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이런말이 있는데, 누가 정리해놓은걸 카톡으로 받았

네요

플라티늄수저: 자산 1000억+ 또는가구연수입 30억+ (총인구중상위 0.01%, 4천명)

다이아몬드수저: 자산 30억+ 또는가구연수입 3억+ (총인구중상위 0.1%, 4만명)

금수저: 자산 20억+ 또는가구연수입 2억+ (총인구중상위 1%, 38만명)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tavailable&logNo=20887619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39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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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각각의 수저 계급의 요건을 정리한 후, 이

를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다. 메시지를 수신한 지인이 이에 크게

공감해, 다른 지인들에게도 해당 메시지를 공유한다. 그 중 어떤 이는 수신

한 메시지를 복사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다. 게시글을 읽은 이들은 게

시글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귀속 지위를 조회하고 인지하며 분

노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냉소하거나, 혹은 자신의 상층 지위를 재

확인하며 비릿한 웃음을 짓게 되기도 할 것이다. 이 감정들은 한 온라인 커

뮤니티에서 다른 커뮤니티로 게시글이 퍼날라지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확대

재생산되며, 이 과정에서 ‘수저 계급론’이 하나의 담론적이고 정동적인 현실

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온라인에서의 정동이 연결망을 통해 확산되며 ‘사회

적인 것’이 형성되는 가설적 과정이다.62)

상기한 바와 같이 ‘흙수저’가 ‘수저 계급론’ 속에서 표현되며, 개인의 서사

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흙수저 ‘탈출’의 의미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 ‘흙

수저’와 ‘금수저’는 부모의 자산이라는 귀속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언어였다. 웹 사이트에서 공유되는 흙수저 탈출의 서사는 불우했던 어린 시

절에서 (노력을 통해) 벗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63) 수저 계급론과

결합되며 ‘흙수저’ 탈출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자산 5000만 + 가구 연소득

2000만’ 이상이 되어야 흙수저를 ‘탈출’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저

62) 홍주현 외(2016)에서는 온라인 혐오표현의 네트워크적 확산을 분석하며, 혐오표현의
양(밀집/분산)과 의견이 공유되는 빈도(확산/고립)을 두 개의 축으로 삼아, 혐오표현
의 유형을 확산적 밀집형, 확산적 분산형, 고립적 밀집형, 고립적 분산형의 네 가지로
개념화했다(홍주현 외, 2016: 153-154). 수저 계급론을 혐오 표현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금수저’ ‘흙수저’가 2015년 온라인 신조어 1위에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수저 계급론의 언어는 대표적인 확산적 밀집형의 표현이라고 여겨진다.

63) 가령 다음과 같은 웹 게시물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흙수저 탈출의 결과를
“월 250넘는 돈 내 식대 20만원 제외하고 30만원은 여유자금. 혹시 모르니까... 150만
원은 저축 나머지 50만원은 방값이랑 일부 전기세 핸드폰 값 내고 산다”는 내용으로
서사한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c&no=8758. 2015.10.31.)

은수저: 자산 10억+ 또는가구연수입 8000만+ (4인 가정 중산층추산, 총인구중상위 3%)

동수저: 자산 5억+ 또는가구연수입 5500만+ (박근혜중산층기준, 총인구중상위 7.5%)

놋수저: 자산 1억+ 또는가구연수입 3500만+ (박근혜서민층기준, 총인구중상위 10%)

플라스틱 수저: 자산 5000만+ 또는 가구 연 수입 2000만+

흙수저: 그 외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c&no=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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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론에서는 인구의 하위 90%를 플라스틱 수저와 흙수저로 분류하고, 상층

으로 갈수록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3% -> 1% -> 0.1%

-> 0.01%). 여기에는 흙수저를 가까스로 벗어난다고 해도, ‘금속’의 삶은 요

원하며, ‘플라스틱’의 삶만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수저 계급론 속에서 표현되는 ‘흙수저’는 흙수저 탈출의 상상적 문턱을

높이며, 흙수저의 이전 용법과 다르게, 흙수저가 탈출할 수 없는 지위 상태

로 여겨지는데 기여한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흙수저 탈출은, 탈출의 용

법에 다음과 같은 용례를 추가한다. “금수저는 비행기로 탈출하지만, 흙수저

는 한강으로 탈출한다”64) ‘흙수저’라는 계층에서 벗어나는 것은, 삶을 포기

하는(‘한강으로 탈출’)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새롭게 산출되는 것이

다. ‘한강으로 탈출’할 것이 아니라면, 흙수저의 지위를 영속화한다고 여겨지

는 삶의 공간, 즉 한국을 탈출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자신의 삶의 가능성을

투사(projection)하는 방식의 서사가 가능해진다(김반석, 2019). 물론 이 서사

는 ‘금수저’가 아니라면 탈출도 불가능하다는 서사와 경합하지만, Ⅲ장에서

우리는 ‘금수저-탈조선’ 서사에 맞서며 ‘흙수저’가 어떻게 탈조선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수저계급론과 연계되지 않은 흙수저 탈출이

한국이라는 공간 내부에서 가능성을 찾는 서사였다면, 수저계급론 속에서

발화되는 탈출의 욕망은, 국경의 층위와 존재의 층위라는 새로운 영역과 연

계된다.65)

5. 소결

Ⅱ장에서는 2015년이라는 시점에 ‘탈조선’의 욕망이 언표될 수 있었던 사

회적 조건들을 추적했다. 우선 이 조건들에 대한 탐구는 ‘헬조선’이 언표될

수 있었던 조건들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면서도, 그것과는 구별되는 지점에

64) 동아일보, “이 지옥 같은 나라 내게 죽창을 달라!”. 2015. 07. 25.
65) 물론 이러한 새로운 서사가 한국 내에서 흙수저를 탈출한 ‘썰’의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다. 흙수저 탈출의 서사는 주식, 가상화폐 등으로 대표되는 도박의 논리와
연계되며, 도박꾼(Gambler)의 서사로 전환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는 다루지 않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났던 가상화폐 열풍 역시 시대적 징후
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Lee(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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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두려고 한다. 핵심은 ‘헬조

선’이라는 기표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탈출’이라는 기표와 결합되어 ‘탈조선’

이라는 기표로 발화될 수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흔히 헬조선이라는 기

표가 반영하고 있는 현실로 지목되는 높은 자살률, 경제적 불평등, 청년 실

업과 고용 불안정성, ‘갑질’ 문화, 구조적 성차별, 입시 경쟁(신진욱·박선경,

2020) 등은 2010년대에 갑자기 심화된 현상이 아니다. 또한, 이 장의 도입부

와 4절에서 언급했듯 사회 이동성이나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신규 이민자

수 등의 지표는 ‘헬조선’이 지시하는 현실과는 상반되는 추이를 보이기도 했

다. 따라서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할 문제는 ‘헬조선’과 사회경제적 지표의

불/일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2010년대에, 특히 2015년에 특정한 문제들이

‘헬조선’과 ‘탈조선’이라는 이름의 사회 문제(social problem)로 여겨지게 되

는 담론 형성 과정과 우발적 계기들을 동시에 추적하는 것이다.

‘탈조선’의 욕망이 언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할 것이라

고 추론했다. 먼저 ‘헬조선’이 사회 문제로 여겨지는 동시에, ‘탈출’이라는 기

표가 특별한 논증이나 배경 설명 없이도 언론 기사나 자기 서사, 혹은 일상

적 대화에 동원 가능하며, 기표가 담화에 동원될 때 특정한 공통 감각을 환

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존재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들이 실제로 탈조선을

계획할 때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민 관련 지식이 축적되고, 해

외 취업·인턴·봉사활동 관련 정책이나 지원 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Ⅱ장에서는 바로 이 조건들의 형성과 결합 과정을 다루었다.

비록 ‘헬조선’이 사회 문제로 여겨지게 된 과정은 여기에서 소략하게 다뤄졌

지만, ‘헬조선’이 ‘탈출’이라는 기표와 결합되어 ‘탈조선’이라는 욕망으로 번져

나갈 수 있었던 계기들을 위와 같은 추론에 기반하여 추적했다.

그 계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0년대 초, 청년 세대 담론에서 ‘탈출’

이라는 기표는 한국이라는 공간과는 결합되지 않았고, 오히려 연대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탈출

이라는 기표를 경유하여 발화되지는 못했지만, 폐색감을 호소하며 이후 탈

조선의 욕망으로 발전할 잠재태의 욕망이 존재하고 있었음도 확인하였다.

이 잠재태의 욕망은 ‘글로벌’이라는 잔혹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옮겨져 통

치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들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이중적이었는데, ‘N포’ 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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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할 수 있는 낙관주의를 생산하는 동시에, ‘탈조선’을 원하는 이들이 활

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발판을 제공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책 운영 과정에서

‘글로벌’ 정책이 생산한 낙관주의의 잔혹함이 드러났고, 글로벌이라는 상상

적 공간에서 생산되던 낙관은, 청년세대 담론에서 관찰되었던 절망감에 맞

설 수 있는 종류의 것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되

었던 해외 취업 지원 정책들은,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탈조선’을 위한 역

량 축적 장치로 기능한 것처럼 보인다.

다음으로, 2014년 4월의 세월호 사건은 탈출의 욕망이 언표될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을 만들었다. 세월호 사건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통해 ‘탈출’

이라는 기표가 한국의 담론 장에 대량으로 유통되었다. 또한 세월호의 침몰

과 승객들의 죽음, 그리고 이어진 진상 규명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정치체에

축적된 병폐가 종합적으로 드러났고, 이는 침몰하는 대한민국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비유를 가능하게 했다. 요컨대, 탈출이라는 기표는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와 결합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기표는 세월호 사건을 목도한 한국인

들이 겪었던 집합적 우울감이라는 공통 감각을 환기할 수 있는 의미역을 지

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초에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었던 수저계급론은 약 6

개월 후 한국의 담론 장에 등장한 헬조선 담론과 연계되며 탈조선의 욕망을

증폭시켰다. ‘흙수저’라는 신조어는 수저 계급론의 등장 이전에는 ‘흙수저 탈

출’이라는 형식의 어구로, 어린 시절의 가난에서 벗어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서사할 때 사용되었다. 하지만 플라티늄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등

과 함께 소득을 기준으로 수저의 계급을 서열화한 수저 계급론 속에서, 흙

수저라는 지위는 탈출할 수 없는 지위 상태로 여겨진다. ‘헬조선’에서 ‘흙수

저’로 태어나면, 귀속 지위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강으로 탈출(자살)

하거나, 외국으로 탈출(‘탈조선’)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온라인에서 공유되

었다. 탈출이라는 기표는 수저계급론과 헬조선 담론과 연합되면서, 비로소

‘탈조선’이라는 언표를 생성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탈조선의 욕망은 공적

담론에서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감각 가능한 문제, 즉 ‘사회문제’가 된다.

이를 종합한다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식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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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탈조선 욕망의 발생 경로

<그림 3>의 경로를 따라서, 2015년을 기점으로 탈조선의 욕망은 ‘사회

문제’가 된다. 탈조선이라는 욕망과 연계된 문제들의 공간에서, 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에서의 지침이 되는 행위 전략이 조직되고, 탈조선을 욕

망하는 행위자들의 서사가 형성된다. 우리는 이 서사를 Ⅲ장에서 분석한다.

Ⅱ장 본문에서 ‘탈조선’이라는 욕망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다루지 못했지

만, 특별히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사건이 있다. 바로 2015년 5월 발생한 ‘메

르스 사태’이다. 2015년 5월 20일 한국에 최초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가 발생했다. ‘헬조선’이라는 언표가 확산된 계기 하나로 지목된 것이 당

시 박근혜 정부의 방역에 대한 미흡한 대처였다. 온라인 공간에서 ‘헬조선’이

라는 단어가 사용된 빈도는, 메르스 감염자 및 사망자 증가 소식이 보도된

시점마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출되기도 했다.66) 하지만 메르스 사태라는 우

연적 계기를 Ⅱ장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는, 메르스 사태가 헬조선이라는 언

표의 유통을 촉진시킨 것은 명확해 보이지만, ‘헬조선’과 ‘탈출’이 연결될 수

있었던 사태로는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분석 기사에서도, 메르스 사태

는 한국을 ‘탈출’해야 할 사태라기 보다는 오히려 ‘미개’한 ‘헬조선’의 표상처

럼 여겨진 것으로 서술된다. <메르스⇒헬조선>의 연결과, <헬조선⇒탈출>의

결합은 시기적으로는 유사했지만, 상이한 계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6) 경향신문, “[커버스토리]헬조선에 태어나 노오오오오오력이 필요해”.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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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2015년의 메르스 사태는 예기치 않았던 페미니즘의 재부상

(reboot)을 야기한 우연적 사건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세간에 회자되

었던 말처럼 중동에서 낙타가 기침을 하자, 한국에는 페미니즘이라는 돌풍

이 분 것이다.67) 메르스 최초 감염자의 성별과 관련하여, 디시인사이드의 메

르스 갤러리에 남성 중심의 인터넷 문화와 농담을 전복적으로 ‘미러링’하는

게시글이 쏟아졌고(장민지, 2016; 홍찬숙, 2019), 2015년 7월 <메갈리아>가

탄생했다.68) ‘미러링’ 전략이 가져온 충격은 한국 사회 각계각층에 누적되었

던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고발하는 여성들의 ‘운동’으로 이어졌다(김리나,

2017). ‘#OO_내_성폭력’ 고발, ‘미투(metoo)’ 운동은 2010년대 중후반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동을 이끈 핵심 계기가 되기도 했다(백미연, 2019). 하지만

2015년 당시 온라인 페미니즘의 언어들 속에서 탈조선의 욕망은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는 아니었다. 온라인 페미니즘의 언어가 탈조선의 언어와 본

격적으로 접합되는 것은 2017년~2018년 이후인데, 한국 온라인 페미니즘의

한 흐름과 접합되었던 탈조선의 욕망은 이 글의 Ⅳ장에서 서술할 것이다.

67) 한국여성의전화 5기대학생기자단, “여성혐오어워드”. 2016. 5. 4. https://hotline25.tistory.com/344
68) 경향신문, “[그때 그 페미니즘] 메갈리아의 ‘거울’이 진짜로 비추는 것[플랫]”, 2020. 03. 16.

https://hotline25.tistory.com/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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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탈조선 욕망의 전개: <헬조선> 웹사이트

게시글 서사 분석

Ⅱ장에서는 탈출의 욕망이 어떻게 2015년을 기점으로 분출될 수 있었는

지 확인하였다. 2015년은 탈출의 욕망이 가장 강렬하게 뿜어져 나온 해였으

며, 이 욕망이 집약된 구호 하나가 ‘탈조선’이었다. Ⅲ장에서는 2015년 당시

‘헬조선’, ‘탈조선’ 담론이 가장 활발하게 재생산되는 플랫폼이었으며, 탈조선

을 꿈꾸는 이들이 탈조선의 방법과 전략 등을 개발하고 공유하던 웹사이트

<헬조선>의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의 게시글을 분석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된 욕망의 서사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학적

서사 분석(narrative analysis)을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다. 여기서 욕망의 서사라고 개념화한 분석 단위는, 온라인 공간에서 생산된

익명의 게시글과 댓글에 분포하는 상이한 서사들이 서로 동조하거나 경합하

며 생산된, 미디어-텍스트의 집합체로 현상하는 어떤 태도(attitude) 혹은 에

토스(ethos)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Foucault, 1984).69)

사회학적 관점에서 서사는, 서사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목표와 의

도를 보여주며, 개인과 문화, 사회와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

는 연구 대상이다. 사람들이 생산하는 자서전적 서사나, 문화적 서사

(cultural story)는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를 서사화하여 이야기할 때, 그 서사는

사람들의 공유되는 체험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저장소가 되는 것은 물론, 사

회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를 제공해주기 때문이

다(Richardson, 1990: 117, 124-128).

서사는 단순히 사건들을 시계열적으로 나열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건들

자체가 논리적 선후관계를 형성하며 시간의 순서가 조직되기 때문에, 서사

란 단순히 예증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서사는

69) 푸코는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태도(attitude)’와 ‘에토스(ethos)’라는 단
어의 의미를 현재의 리얼리티와 관계맺는 양식(mode), 사람들이 하는 자발적인 선택,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위하고(acting) 행동하는(behaving)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Foucault,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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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모종의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의미는 인간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할지 암시하게 되고, 개인에게 도덕적 의무를 부

여하며, 집합행위에 참여할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또, 행위자들이 조

직하는 가상의 서사(fictive narrative)는 실제의 서사보다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서사를 분석하는 것

은 어떻게 특정한 문화적 상징들이 행위자들에게 현상하고, 변형되며, 중요

한 행위를 추동하는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다(Copeland, 2018; Rosen,

2017).

실제나 가상의 내러티브를 조직하며, 행위자들은 특정한 서사적 정체성

(narrative identity)을 형성하게 된다. 개인의 정체성은 고정된 범주에 속하

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며, 변화하는 시공간 속에서 가족, 제도, 구조, 환경

등과 관계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후기 근대 사회에

살아가는 개인들이 맞닥뜨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개인들이 경험하는 무의미

감과 실존적 고립에 있다는 점에서, 개인들은 자기의 삶을 전기적 서사로

구성하며 서사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제에 당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Somers, 1994; 앤서니 기든스, 1997; 최종렬, 2012). 또한 이 서사적 정체성

은 누적적(cumulative)인 것으로서, 역사적 국면과 우연한 사건, 개인적 체

험들이 시간적으로 결합되며 축적된 서사는 행위자들의 특정한 행위를 추동

하거나 제약한다(Griffin, 1993: 1097-1098). Ⅲ장에서는 탈조선이라는 욕망에

휘말린 행위자들이 내러티브를 조직하며 획득하게 되는 서사적 정체성

(narrative identity)을 <헬조선> 웹사이트의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 게시글

분석을 통해 파악하려고 한다.

<헬조선> 웹사이트는 사이트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국뽕’70)과의

대결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애국심에 취한 이들은 비판적 사고력을

잃고, 정신적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헬조선> 사이트 공지 사항

에 적힌 사이트 운영 취지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

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냉소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그러니

노예처럼 일해라라는 기득권이 이데올로기[와] 만나 젊은이들은 누구 쇠사

슬이 더 크고 예쁜지 자랑하며 대학을 나와도 자신의 주관, 생각을 가지지

70) 국뽕은 ‘국가’의 첫 글자와 마약인 ‘필로폰’의 마지막 글자를 ‘뽕’으로 변환해 합성한
단어로, “국가에 대한 자부심에 과도하게 도취된 상태를 말한다”(정한울,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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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노예화되고 있고, (..) 선진화된 대한민국에 다가가려면 조금 더 냉

소적인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71)

사이트 운영 취지에서 나타나는 ‘국뽕’ 담론과의 대결 의식은 주목할 만

한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는 ‘이데올로기’의 거부다. 이데올로기의 내

용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데올로기 자체가 개인의 비판적

사고력을 말살한다는 인식이 핵심적 문제로 노정된다.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노예화’하는 것이며, 국가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요인인 것이다. 요컨대, ‘국

뽕’ 담론의 거부는 이데올로기의 표백을 지향하는 거대 서사 몰락 이후의

포스트-이데올로기적인 주체의 형상과 조응한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

이들은 ‘냉소’를 하나의 자원으로 삼고 있다(박권일, 2016). 둘째는, ‘국뽕’ 담

론을 생산해 왔다고 여겨지는 ‘기득권’, 즉 기성 세대와의 대립각이다. 노예

처럼 일하라는 명령은 그것을 발화하는 주인을 전제한다. 쇠사슬을 차고 있

는 것은 ‘젊은이’로 표상되는 청년 세대이며, 여기에서 기성 세대는 청년 세

대를 육체적·정신적으로 속박하고 있다는 서사가 생겨난다. 이러한 서사는

2010년대 후반 본격화된 ‘386 세대’를 ‘기득권’, ‘위선’, ‘꼰대’ 등과 연결하는

세대 불평등 담론의 생성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인다(신진욱, 2020). 이러한

특징은 <헬조선> 웹사이트에서 논의되는 ‘탈조선’ 담론을 분석할 때 ‘탈조

선’의 언어들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헬조선> 웹사이트에서 발화되는 언설의 집합은 주로 남성의 참여로 구

성된 것으로 보인다. <헬조선> 웹사이트에 글을 작성하기 위한 성별 제한

조건은 없고, 게시글 작성자들도 딱히 성별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 게시글

1601개 중 1% 미만의 게시글에서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소개하는 데 비해,

절대 다수의 게시글에서 자신을 남자 혹은 남성이라고 지칭하고 있었다. 성

별을 언급하지 않는 글에서도, 의무 병역으로서의 군대를 간략히라도 언급

하고 있거나, 자신을 ‘형’이라고 언급하며, 글의 독자를 ‘형들’, ‘형님들’ 이라

고 호칭하는 것이 다수 관찰되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헬조선> 웹사이트에서 형성되는 집합적인 욕망의 서사를, 사이트가 개설

된 시기(2015년)를 고려하여 탈조선 서사의 원형-남성 서사로 간주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동시대 남성 일반의 서사라고 부당전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71) 사이트 공지사항은 https://hellkorea.com/notice/13221 참고.

https://hellkorea.com/notice/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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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을 꿈꾸고 욕망했던 남성들이 주로 참여하여 구축된 서사라고 여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Ⅲ장의 분석 결과는 일정 부분 성별화된 결과가 될 것이다.

해석적 서사를 구성하기 앞서, 먼저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에 업로드된

게시글들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양적으로 분석하여, 실제로 어떤 언어들

이 사용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파악하려 한다. 이를 통해 해석적 서사 구

성에 개입되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할 것이다.

1. 양적 분석: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의 언어 탐색

1)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 월별 게시글 추이

<헬조선> 웹사이트는 2015년 6월에 개설되었다.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

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월평균 37.53개의 게시글이 탈조선

게시판으로부터 이관되어 업로드되었다. 사이트 초창기에는 탈조선 게시판

에서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으로 게시글 이관 조건이 추천수 15개였다가, 정

확한 변경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이관 조건이 이후 12개로 줄어들고, 사이

트 이용자 수가 줄어들며 이관 조건이 5개로 변한 것으로 파악된다. 게시물

이관은 추천수가 기준이므로,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의 게시글 수 추이를,

‘탈조선’이라는 욕망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발화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삼는 것은 비약이 있다. 해외 취업 정보가 공유되는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 등으로 플랫폼이 분산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조선’이

라는 명시적 표지 하에서 이민을 준비하는 정보글이 공유되는 플랫폼은, 조

사한 바에 따르면 탈조선 게시판이 유일했으므로,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의

게시글 수 추이가 ‘탈조선’ 욕망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헬조선> 웹사이트가 ‘국뽕’과의 대결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뽕’이 높아지는 시기, 이를테면 2016년의 촛불 집회 시기72)에는

72) 경향비즈, “[지금 SNS에선] ‘국뽕’”. 2016. 11. 27. 참조. 이 기사에서는 2016년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집회 현장에서 느낀 ‘국뽕’과 국가적 소속감의 증대, 자존
감 강화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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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조선’의 욕망이 감소하여, 해당 시기에는 탈조선 게시판의 이용과 참여가

감소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게시글의 추이로 볼 때, ‘탈조선’

의 욕망이 가장 활발하게 발화된 것은 역시 ‘헬조선’이라는 언표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2015년 8월이다.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월평균

93.3개의 게시글이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으로 이관되었다(그림 4 참고).

<그림 4>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 월별 게시글 추이

하지만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 월별 게시글 추이(그림 4)를 본다면, 해당

게시판의 이용률은 ‘국뽕’의 고조 혹은 저조와는 무관해 보인다. <헬조선>

웹사이트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개설되었지만, 게시글이 가장 급격하게 감

소한 시기 역시 박근혜 정부가 집권 중이었던 2016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

지이다. 2016년 1월 54건이던 게시물은, 2016년 4월 14건으로 급격히 줄어든

다. 또한, 2016년 10월 말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되

고부터,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던 시기는 흔히

한국 국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이 높아졌던 시기라고 여겨져 왔다.73) 하지

만 해당 시기의 게시글 추이는 미미한 감소세만 보였으며, 해당 시기 게시

73) 경향비즈, “[지금 SNS에선] ‘국뽕’”. 201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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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내용에서도 촛불 집회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2017년 2월 게시글 수

는 다시 20건 미만으로 하락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7월 다

시 40건 대로 진입한다. 요컨대,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의 활성도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과도, ‘국뽕’을 야기할 만한 사건과도 큰 연관을 찾기 어렵다.

2) 문서의 핵심어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의 게시글 1601개에 언급된 키워드는, 정제 작업을

거쳐 총 11,468개가 추출되었다. <표 2>에서는 11,468개의 단어 중 문서에

출현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30개 키워드를, <표 3>에서는 TF-IDF 수치가

높은 상위 30개 키워드를 제시하고, 해당 단어의 연결 중심성을 함께 표기

하였다. TF-IDF 수치가 높은 어휘들은 문서 내부의 단어에서 상대적 중요

도가 높은 어휘들로, 해당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글에서 해당 어휘가

문서의 주제 혹은 의미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용회·

한창근 2019).

우선 <표 2>에서는 <헬조선> 웹사이트의 핵심 문제가 집약된 공간인

‘한국’(1,867건)이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헬조선’(954건)도 상위

출현 빈도를 차지했다. 탈출을 꿈꾸는 이들이 모인 게시판인 만큼, 한국 외

부의 공간에 관한 어휘가 뒤를 이었다. ‘이민’(1,312건)과 ‘탈조선’(1,133건)이

각각 3순위와 4순위의 출현 빈도를 보였고, ‘일본(1,537건)’ ‘미국(1,129건)’

‘캐나다(919건)’ ‘호주(587건)’ 등의 주요 이주지 후보 국가들이 또한 상위 출

현 빈도를 보였다. 이외에도 ‘탈조선’을 위해 필요한 ‘영어(930건)’ ‘취업(797

건)’ ‘공부(728건)’ ‘영주(608건)’ ‘유학(545건)’ ‘비자(518건)’ ‘기술(467건)’ 등

도 주요 키워드로 사용되었고, 게시판 이용자들의 성별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군대’(350건)도 높은 빈도수로 등장했다. <헬조선> 웹사이트의 경우

TF-IDF 값이 높은 어휘 순서는, <헬조선> 웹사이트의 경우 출현 빈도 순

위 목록의 순서와 대부분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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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한국 1867(1.78%) 16 비자 518(0.49%)

2 일본 1537(1.47%) 17 졸업 484(0.46%)

3 이민 1312(1.25%) 18 기술 467(0.45%)

4 탈조선 1133(1.08%) 19 사회 436(0.42%)

5 미국 1129(1.08%) 20 생활 402(0.38%)

6 헬조선 954(0.91%) 21 학교 385(0.37%)

7 영어 930(0.89%) 22 경력 367(0.35%)

8 캐나다 919(0.88%) 23 기업 351(0.34%)

9 취업 797(0.76%) 24 군대 350(0.33%)

10 대학 730(0.70%) 25 해외 326(0.31%)

11 공부 728(0.69%) 26 자신 324(0.31%)

12 영주 608(0.58%) 27 친구 318(0.30%)

13 회사 601(0.57%) 28 신청 315(0.30%)

14 호주 587(0.56%) 29 시작 303(0.29%)

15 유학 545(0.52%) 30 한국인 291(0.28%)

<표 2> 출현빈도 상위 30개 키워드의 빈도분석 결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은 전체 키워드 출현 빈도의 총합 대비 개별 키워드

출현빈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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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TF-IDF 연결중심성 단어 TF-IDF 연결중심성
한국 4626.517 0.109096 비자 1984.526 0.029409
일본 4076.54 0.081271 졸업 1784.663 0.029409
이민 3669.35 0.062957 기술 1763.692 0.030026
미국 3420.225 0.071146 사회 1695.499 0.038214
탈조선 3279.189 0.064013 생활 1549.88 0.031875
헬조선 2940.451 0.068152 학교 1547.032 0.035573
영어 2923.298 0.051686 경력 1470.013 0.028088
캐나다 2860.816 0.050718 기업 1447.267 0.027912
취업 2586.127 0.04156 군대 1416.671 0.024654
대학 2501.385 0.042441 친구 1334.765 0.02712
공부 2459.136 0.046667 신청 1329.528 0.020164
회사 2182.344 0.04746 자신 1329.069 0.032843
영주 2145.964 0.034956 해외 1326.069 0.025183
호주 2134.076 0.036365 시작 1262.622 0.028705
유학 2009.589 0.031434 한국인 1231.688 0.026151

<표 3> TF-IDF 값 상위 30개 키워드

상위 출현 빈도 어휘들을 살펴 본 결과,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은 이민

준비 커뮤니티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헬조선’과 ‘탈

조선’이라는 어휘의 높은 사용 빈도를 제외한다면, 상위 출현 빈도 어휘들은

온라인 이민 정보 공유 커뮤니티의 게시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실제로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에서는 비자 발급 방법, 워킹홀리데이 국가 선택 방

법, 이민 시 정착에 유의할 점 등 이민에 필요한 정보도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헬조선’과 ‘탈조선’이라는 언표가 결합되며, 2010년대적

인 (상상적) 이민 서사가 탄생한다. 다음 절에서 사례 분석을 통해 이 서사

를 파악할 것이다.

3) N-gram 기반 의미연결망 분석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에서 수집한 1,601개의 게시글 본문을 바이그램

(bigram)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67,062개의 ‘단어1⇒단어2’의 연결이

도출되었다. 각 연결은 서로 다른 빈도를 지니고 있다. <표 3>의 TF-IDF

수치가 높은 어휘들과, ‘단어1⇒단어2’의 연결 빈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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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에서는 일정 빈도 이상

출현한 단어 간 연결만 포함한다는 점에서(이수상, 2014), 여기에서는 연결

빈도가 15회 이상인 연결 중 텍스트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고 여겨지는 연결

들을 <표 4>과 같이 선정하여74) 의미연결망(그림 5)을 구성했다(김용회·한

창근, 2019).

74) 전체 n-gram 연결 빈도표는 [부록 1] 참조

단어1 단어2 빈도

기술 이민 102
영어 공부 85
영주 취득 84
대학 졸업 82
취업 비자 75
취업 이민 73
일본 취업 69
영주 신청 60
난민 신청 59
미국 캐나다 59
유학 이민 55
일본 탈조선 54
투자 이민 52
일본 대학 50
해외 취업 47
여자 친구 40
영어 실력 38
일본어 공부 38
국적 취득 36
탈조선 성공 33
호주 워킹홀리데이 3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9
미국 이민 27
호주 이민 26
영어 회화 26
대학 진학 25
헬조선 노예 21
미국 탈조선 18
헬조선 탈출 17

<표 4> N-gram 연결 중 연결망 구성에 선정된 어휘 연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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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탈조선’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어휘는 ‘성공’이었다. ‘탈조선

⇒성공’은 n-gram 분석에서 총 33회 연결되었다. 실제 게시글에서 이 연결

은 ‘탈조선 성공을 위한’ ‘탈조선 성공했다’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탈조선

베스트’ 게시글의 의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연결들은 ‘탈조선’과 관련되어 나

타나지 않는다. <표 4>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 두 가지는 ‘기술⇒이민’(102

회)과 ‘영어⇒공부’(85회)의 연결이다. 두 연결은 ‘탈조선’을 위해 가장 필요

하다고 여겨지는 능력이 어떻게 상상되는지 보여준다. 탈조선을 위해서는

기술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어⇒실력’(38회)

‘영어⇒회화’(26회) ‘일본어⇒공부(38회)’ 등 외국어 공부가 전체 텍스트의 중

요한 어휘 연결로 도드라진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탈조선 베스트’ 게시

판의 이민 준비 커뮤니티적 성격을 띤다는 지점과도 연관된다. ‘탈조선 베스

트’ 게시판은 한국이 ‘헬조선’임을 개탄하는 것을 넘어, 영주권 취득 방식이

나(‘영주⇒취득’, 60회)국적 취득 방식(‘국적⇒취득’, 36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혹은 더 나아가 난민 신청(‘난민⇒신청’, 59회)까지 고려하며 탈조

선 실천의 논리를 조직하고 있는 커뮤니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탈조선 실천을 일차적으로 추동하는 것은 ‘헬조선’ 인식으로 보인다. <헬

조선> 웹사이트 이용자들은 헬조선에서 살아가는 삶은 노예 같은 삶임을

(‘헬조선⇒노예’, 21회) 인식하고, 헬조선 탈출(‘헬조선⇒탈출’, 17회)을 준비한

다. 더불어 ‘대학⇒졸업’(82회) ‘대학⇒진학’(25회), 그리고 ‘여자⇒친구’(40회)

의 연결은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 이용자들의 연령층과 성별을 추론할 수 있

게 한다. 이러한 연결로부터 대학에 갓 진학했거나,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10대~20대부터 대학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하는 20대 후반~30대 초반 남성이

주된 이용자층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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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gram 기반 의미연결망

<그림 5>의 의미연결망에서 도출된 노드와 링크를 문서의 핵심 연결로

간주하고, 이하에서는 게시글의 추천 수를 고려하여 해당 연결들을 포함하

고 있는 게시글에 대한 해석적 텍스트 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2. 질적 분석: 탈조선 게시판 이용자의 서사적 정체성

양적 분석에서 도출된 탈조선 게시판의 핵심어와 의미연결망을 바탕으

로, 여기에서는 ‘탈조선 게시판’에서 현상하는 탈조선의 집합적 서사를 3단

계로 나누어 서술하려고 한다. 서사를 ‘탈출의 결심⇒탈출의 준비⇒탈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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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혹은 실패’ 의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핵심적 서사를 파악하고, 해

당 단계에서 행위자들이 획득하는 서사적 정체성을 분석할 것이다.

1) 탈조선의 결심과 ‘헬조선’ 체제 간파(penetration) : 선각자

탈조선을 꿈꾸는 이들은 어떠한 계기와 이유로 탈조선을 결심하게 되는

가? 탈출의 결심에는 2015년 출간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장강명 작가의 소

설 제목처럼 ‘한국이 싫어서’ 라는 이유가 지배적이었다. 장강명 작가의 소

설 『한국이 싫어서』에는, 왜 한국을 떠났느냐는 물음에 단호히 답하는 인

물이 등장한다.

“왜 한국을 떠났느냐.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이 싫어서’지. 세 마디로 줄이면

‘여기서는 못 살겠어서’. 무턱대고 욕하진 말아줘. 내가 태어난 나라라도 싫어할

수는 있는 거잖아?”(장강명, 2015: 10)

그렇다면 ‘여기서는 못 살겠’다고 여겨지는 ‘여기’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는 이민영(2016)에서부분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논문에서는 ‘헬조선’을 피해

인도 장기 여행을 떠난 청년들이 한국을 왜 ‘헬’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보고한다. ① ‘스펙’과 물질적 성취로만 사람을 판단하

는 문화 ② 취직이 어려운 현실 ③ 과로를 부추기는 노동 문화 ④ 획일적이

고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그것이다. 청년들은 그들이 위치했던 가족, 학교,

직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헬조선’의 일면을 드러낸다. ‘헬조선’은 특히 이행기

에 있는 청년에게 억압적으로 다가오며, 개인의 창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

화의 발현인 것이다.

하지만 <헬조선> 사이트 게시글의 서사에서는, ‘헬조선’이 단순히 청년들

에게 더욱 가혹한 사회 현실로만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 <헬조

선> 사이트에서 개인들이 생산하는 ‘탈조선’ 서사에서는, 상기한 네 가지의

이유도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청년 세대의 문제를 포함하는 보다 거시적이

고 구조적인 ‘간파’(penetration)75)의 과정 역시 존재한다. ‘탈조선’ 서사의

75) 영국 문화연구를 이끈 폴 윌리스는 저서 『학교와 계급재생산』에서 노동자 계급의
재생산 기제를 설명하며 ‘간파’(penetration)와 ‘제약’(limitation) 개념을 제시했다. "간
파란 한 문화적 형태 안에 있으면서 그 구성원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전체 사회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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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단계에서는 바로 이 구조적 간파가 결심의 시작에 놓이는 경우가 많

았다. 이 간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유형화해볼 수 있다.

우선, 계층 이동의 어려움에 대한 간파이다. 계층 이동의 어려움을 형성

하는 요인으로는, 초기 자본의 차이로 발생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인맥’이 물질적 성취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문화, 이에 수반되는 노

력의 가치 저하 등이 지적된다. 또한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에 대한 안전 장

치가 존재하지 않는 서바이벌의 상황, 즉 생존이 삶의 정언명령이 되는 상

황(김홍중, 2015a)에 대한 본능적인 간파 역시 관찰된다.

“돈이 돈을 벌고 부가 부를 낳는 상황에서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농담은 이

제 더이상 농담이 아니었고, 점점 노력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가는 내게 경쟁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계속되는 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고, 애초에

불공정한 경쟁에 뛰어들고 싶지도 않았다”76)

세대 간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Ⅱ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지표를 통해 드러난 현실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표로만 환원되지 않는 행

위자들의 생생한 체험(lived experience)이라고 할 만하다. 세대 간 이동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별적인 변수 차원에

서는 포착하기 힘든 “일상적으로 관찰하고 경험되는 다양한 차원의 기회 불

평등”(정인관 외, 2019: 44)은 생활세계에서 지속적으로 호소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는 법과 제도가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밉상인 놈만 법 들이대서 찍어”낸다는 경험에 바탕한 간파가 탈출

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내가 월급쟁이 야근 풀로 돌리면서 사오정 당할 때까지 재벌 분들 배불려주려

고 조뺑이 까고, 무상으로 군대까지 가서 잡초까지 뽑아야 되는 건가.... 하면서

서 차지하는 위치를 꿰뚫어보려는 충동을 가리키는데, 어느 면에서 이것은 어떤 중심
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본질주의적인 것도 아니며 개인주의적인 것도 아니다. '제약'이
란 그러한 충동의 충분한 발전과 표출을 혼란시키고 방해하는 이런저런 장애요소와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가리킨다. 다소 어색하지만 아주 정확하고 엄밀한 용어인 부분
적 간파partial penetration란 위에서 언급한 두 용어가 구체적인 문화 속에서 상호작
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윌리스, 2004: 252)

76) https://hellkorea.com/outkorbest/1179323 (2017. 06. 21.)

https://hellkorea.com/outkorbest/117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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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괴감이 들 때 즈음, (…) 대학에서 하던 학생활동에서 뭔가 문제가 일 났음. 그

일 때문에 교수들이 뒷돈 드럽게 처먹는 거, 밉상인 놈만 법 들이대서 찍어내는

거, 사람 믿을 거 없다는 거 깨닫고 미련 없이 떠나기로 결심”77)

“헬조선에서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가? 피지배계급들은 평등하길 바란다. 그러

나, 지배계급들은 그 "평등"이란 단어를 증오한다. (…) "돈과 빽도 능력이야!" 10

살짜리 정유라도 이미 알고 있었다.”78)

이러한 ‘간파’ 앞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 제

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무력한 명제가 된다. 여

기서 새롭게 창출되는 한국의 사회풍경은, 모든 국민은 차별 앞에 평등하며,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은 차별 앞에 더욱 평등하다는 디스토피아적 풍광이

다.

“인종차별 때문에 불만이신가요? 한국엔 지역차별, 학력차별, 임금차별, 비/정규

직차별, 신분차별, 외모차별, 나이차별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79)

“헬조선은 거짓이 참을 이기는 사회다. (..) "애국보수 만큼 나라사랑하면 한국은

선진국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은 국가에 관심이 없다. 다, 사기다. "모두가 법 앞

에 평등하게 준법정신을 가지면 범죄가 없다."라는 것들은 법을 지킬 생각이 1도

없다. 다, 사기다. 정권이 바뀐 아직도, 그 거짓이 끝없이 만들어지고, 참으로 위

장하는 걸 보면서...이건, 헬조선이 망국으로 접어들어야 끝날 거란 걸 예상할 수

있다.”80)

“거짓이 참을 이기”고,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개돼지’처럼 대하며,

자신이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감각에서 나오는 분노는, 자신

이 간파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피지배계급’의 처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

는, 혹은 그러한 ‘지배/피지배’ 관계를 미시적으로 재생산하려는 동료 시민들

에게로 향한다.

77) https://hellkorea.com/outkorbest/238860 (2015. 10. 06.)
78) https://hellkorea.com/outkorbest/1759153 (2018. 09. 12.)
79) https://hellkorea.com/outkorbest/252825 (2015. 10. 10)
80) https://hellkorea.com/outkorbest/1757066 (2018. 09. 04.)

https://hellkorea.com/outkorbest/238860
https://hellkorea.com/outkorbest/1759153
https://hellkorea.com/outkorbest/252825
https://hellkorea.com/outkorbest/17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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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고, 쓰레기 버려 달라고 안 하드나? 아파트 경

비원들 한테 폭언하고. 완전 개한노비 씹넘들...”81)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겠다는데 헬센징들은 왜 그렇게 증오하는 표정으로 타인

을 손가락질하고 때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개인의 행

복을 부정하는 점은 똑같은 것 같다.”82)

탈출을 꿈꾸는 이들은 한국인이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는 것을 전근대 시

대부터 이어지는 오래된 전통이라고 여긴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들

이 ‘노비’와 유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식하며, ‘노비’가 사람답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해도, 해방을 막는 것은 동료 노비였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하

다는 인식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더 나아가 한국의 전통문화 일반을 전

복적으로 재해석하기도 한다.

“김치? 배추 한장, 무 하나 남에게 주기 싫어서 오래 두고두고 먹으려고 소금에

절여서 먹은 것이다. 그게 김치의 원조인 심채, 딤채라고 하는 짭짤한 배추, 무

요리다. (..) 원래 전설이나 민화, 민담 같은 것은 여러가지 버전이 있다. 춘향전

만 해도 이도령이 아닌 성이 성 성몽룡 도령을 짝사랑했다가 외면당하고 자살했

다는 못생긴 추녀 여자 이야기(..)도 같이 전해진다. 하지만 19세기에 채택된 이

도령이 암행어사로 내려와서 춘향이랑 아주 행복하게 잘먹고 잘살았다는 내용만

가르치지. 이게 다 착하고 말잘듣는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란다. 주류와 다른 전

설, 민담까지 가르치면 서로 비교해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지배층이 좋아할 리가 없지”83)

이러한 진술을 온전히 진리진술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일종

의 대항-서사(counter-narrative)는, 푸코의 말을 빌리자면, 모종의 주체-효

과(effet-sujet)를 산출한다(미셸 푸코, 1969: 129; 허경, 2012: 18). 선각자라

는 서사적 정체성을 헬조선 담론의 배치 속에서 형성해 낸다는 것이 이러한

진술의 효과다. 따라서 탈출을 결심한다는 것은, 간파를 통한 각성의 체험에

81) https://hellkorea.com/outkorbest/166899 (2015. 09. 16.)
82) https://hellkorea.com/outkorbest/1372332 (2017. 10. 23.)
83) https://hellkorea.com/outkorbest/51955 (2015. 08. 08.)

https://hellkorea.com/outkorbest/166899
https://hellkorea.com/outkorbest/1372332
https://hellkorea.com/outkorbest/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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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다. ‘헬조선’을 저주하고, 탈출을 결심한 계기를 서사화된 형태로

공유하는 것은, 먼저 각성한 사람으로서(先覺者) 다른 시민들이 ‘노예’ 상태

에서 스스로 탈출하게 하기 위한 계몽의 기획인 동시에, 탈주자라는 서사적

정체성을 전파하는 예언자의 묵시록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탈조선 게시판의 서사에서 탈출을 결심하는 또 하나의 특징

적인 계기는 ‘군대’라는 문제로부터 파생된다. <헬조선> 웹사이트의 이용자

가 대부분 2-30대 남성이라는 점에서, 군대 문제는 탈조선 서사에서 직·간

접적인 탈출 결심의 계기가 된다. 군대 문제는 탈조선 서사에서 병역 거부,

남성-피해자, 한국의 조직 문화라는 세 가지의 쟁점과 연관되어 발화된다.

각각의 쟁점 모두 탈조선의 계기가 된다. 첫째로, 게시판 이용자 중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이들 중 일부는 한국의 징병제에 강한 반감을 표하며, 병역

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탈조선’을 모색한다. 이들에게 중요한 참조

점이 되는 것은 2012년 양심적 병역 거부 후 프랑스로 난민 신청을 하여

2013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화제가 되었던 1991년생 ‘이예다’ 씨의 사례

다.

“저는 2013년에 프랑스에 난민을 인정 받았다는 이예X님의 뉴스를 접하고, 독일,

프랑스, 캐나다에 난민을 신청한 한국국적의 남성입니다. 군대와 대체복무가 없

는 병역에 대한 혐오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23살 대학을 졸업한뒤, (…) 독

일로 향했습니다.” 84)

“5월달에 이예다 알게 되서 난민 신청하려고 캐나다 왔습니다. (…) 님들도 다

그렇겠지만 군대가기 싫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대가서 구타를 당하거나 불합리

한 일을 받는게 너무 싫었습니다.”85)

2013년 프랑스로 망명을 떠난 이예다 씨의 사례는, 법원에서 양심적 병

역거부와 관련된 판결이 나올 때마다 다시금 조명되었다.86) 한국의 군대와

병역 의무에 ‘혐오감정’을 갖고 있으며 군대에서 겪을 불합리한 일들을 끔찍

84) https://hellkorea.com/outkorbest/1277986 (2017. 08. 13.)
85) https://hellkorea.com/outkorbest/1129638 (2017. 05. 26.)
86) 게시글 작성 시기를 고려할 때, 이예다 씨를 언급한 게시글에서 참고한 기사는 다음
기사인 것으로 보인다. 내일신문,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안된다”. 2017. 05. 15.

https://hellkorea.com/outkorbest/1277986
https://hellkorea.com/outkorbest/112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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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생각했던 탈조선 게시판의 이용자들은, 이예다 씨 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고 난민 신청을 통하여 ‘탈조선’을 할 결심까지 굳히게 된다.

둘째,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의무 복무 제도는, 한국에서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성에 비해 일종의 이중 차별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인식을

창출하며, ‘탈조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근거로 작동하기도 한다. 남성은 탈

조선을 하려고 해도, 군대라는 문제가 걸려서 고등학교 졸업 후 탈조선 준

비에만 몰두해도 4~5년이 걸리지만, 여성은 “일단 현지에 도착해서 나이트

를 가던 술집을 가던 현지인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끝”87)이라며 탈조선에

소요되는 기간의 성별 격차를 이야기하는 게시글이 있는가 하면, 한국 남자

는 “한국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라는 감옥에 끌려가서 인권 자유권 박탈 인

신감금 노동력착취”를 당하지만 “여자는 남자 군대 가 있을때 돈 모으고 공

부 여행 하고 싶은 거 다”88)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통용된다. 이예다 씨를

멘토로 삼았다고 말하며 시작되는 한 게시글은 국방부가 남성의 노동력을

적극 착취하는 데다 ‘여성부’와 ‘꼴페미’는 남성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

에 탈조선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89)

선행연구에서 흔히 지적되었듯, 상기한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남성-피해

자 인식은 군대라는 문제를 경유하여 청년 세대 남성들에게서 관찰되는 ‘억

울함’의 정서나, 현재의 청년 세대 여성은 상대적으로 편한 삶을 살고 있으

며, 이전 세대에 존재했던 성차별 때문에 청년 세대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감정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엄기호, 2017; 마경희 외, 2017; 최태

섭, 2018; 정성조, 2019). 김성윤(2018)이 적절히 지적했듯 이 주관적 ‘박탈감’

혹은 ‘역차별’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층위의 압력으로부터 온다. “① 헤게모

니적 남성성으로부터의 실제적 압력(‘젊은 남성 줘패는 기득권 꼴마초 남

성’), ② 기성 젠더 구조에 의한 성적 규범으로부터의 압력(‘남자로 사는 고

통’), ③ 그리고 부흥하는 페미니즘의 도전으로부터 나오는 압력”(김성윤,

2018: 104)은 모두 군대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탈조선 게시판 이용자들로 하

여금 ‘탈조선’을 꿈꾸게 만드는 압출 요인(push factor)라고도 말할 수 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던 과로를 강요하고 개인의 고유성을 인정

87) https://hellkorea.com/outkorbest/569313 (2016. 01. 23.)
88) https://hellkorea.com/outkorbest/1433517 (2018. 03. 13.)
89) https://hellkorea.com/outkorbest/1398756 (2017. 11. 15.)

https://hellkorea.com/outkorbest/569313
https://hellkorea.com/outkorbest/1433517
https://hellkorea.com/outkorbest/139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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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조직 문화(이민영, 2016) 역시 한국의 군대 문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이 또한 탈조선의 결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가령 다

음과 같은 게시글을 예로 들 수 있다.

“보통 탈조선(이민)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이유떄문에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 저 같은 경우는 머지 않아 취업해서 먹고 산다고 해도, 경제적인 문제보다

는 문화(소프트웨어적인 부분)적인 부분 예를들면 언어, 성격, 태도 등 같은 것들

때문에 탈조선 하고 싶네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직장에서의 집단주의, 꼰대,

회식문화, 뒷담화, 군대문화 같은 것들” 90)

탈조선 게시판에서는 또한 탈조선이 실현 가능한 선택지로 여겨지게 하

는 해외취업 및 이민 관련 정보 등이 활발하게 공유되며 탈출의 결심을 뒷

받침한다. 호주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급한 특별비자인 ‘402 비자’, 중국 정

부에서 운영하는 국비장학생 제도, 캐나다의 주정부 이민 제도, 미국의 외국

인 모병 프로그램인 ‘MAVNI’ 등 해외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민 제도 뿐 아

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K-Move 정책 역시도 ‘탈조선’을 가능하

게 하는 하나의 루트로 여겨진다.

“국비장학생 해외취업 알선이던, (..) 뭘하든 간에 와서 체류자격에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게 좋다.”91)

“정부해외인턴사업으로 미국에서 관련 회사 인턴을 하면서 CFA 레벨1 까지 따

놓고 관련해서 분석 포트폴리오 만들어놓고 학측에 어필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

을까 싶기도 하구요.”92)

상기한 인용문에서는 Ⅱ장에서 지적한 바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해외취업지원 정책들은, 정책

의 의도와는 다르게 탈조선의 욕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장치로써 행위자들

에게 전략적으로 이용되었음이 드러난다. 비록 2010년대 초중반의 ‘글로벌’

청년 정책이 해외라는 낙관적 공간에서 청년 미취업인구의 역량을 소진시키

90) https://hellkorea.com/outkorbest/1372332. (2017. 10. 23.)
91) https://hellkorea.com/outkorbest/360006 (2015. 11. 11.)
92) https://hellkorea.com/outkorbest/267815 (2015. 10. 15.)

https://hellkorea.com/outkorbest/1372332
https://hellkorea.com/outkorbest/360006
https://hellkorea.com/outkorbest/26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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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작동했다고 해도, 이 정책들은 정책 참여자에게 일시적 이주의

기회를 제공하며, 영구적 탈조선을 꿈꿀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게 하는 도

구가 된 것도 분명해 보인다. 탈조선을 꿈꾸는 이들은 해외취업지원정책의

모순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나저나 저 사이트[K-move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던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을 말함: 필자]는 정부

에서 운영하는 곳이란 말이죠.. 정부에서 탈조선을 밀어준다는 게 아이러니할 따

름이네요.”93)

이 절에서는 청년세대의 문제를 포함하는, 한국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부분적) 간파와 제도적 뒷받침이 행위자들이 탈출을 결심하는 핵심적

인 계기임을 보였다. 우승현(2017)은 아일랜드로의 어학연수나 임시 이주를

경험한 한국 청년들을 인터뷰하며, 청년들이 임시 이주를 다녀와서 벌이게

되는 체제와의 경합과 협상의 경험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청년들이 단순

히 신자유주의에 공모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해외 국가와 한국을 비

교하며 한국의 “ 체제를 ‘간파’해낼 수 있는 문화번역자로서 잠재력을 충분

히 가지고”(우승현, 2017: 134) 있는 존재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시 이주의 경험이 없더라도, 탈조선의 서사에서 행위자들은 이미 모두 체

제를 비관적으로 ‘간파’하고 있다.94) 행위자들은 이주를 경험하지 않아도 탈

조선 게시판의 게시글을 읽으며 ‘간파’의 역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간파’를 탈조선 서사의 첫 단계에 두는 설명 방식은 난점이 존재

한다. 행위자들이 간파한 구조적·제도적 문제는 2010년대에 돌연 생겨난 일

이 아니다. 오히려 병폐의 형태로 오랜 기간 존속되어 왔을 터이고, 곪은 상

처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들도 있었다.95) 그렇다면 왜 하필 2010년대에, 이러

한 목소리들은 탈출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열망으로 분출된 것인가? 라는 질

문이 남는다.

93) https://hellkorea.com/outkorbest/740038 (2016. 06. 13.)
94) 물론, 탈조선 서사에서의 간파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더 큰 범주에서 벌어지고 있
는 글로벌 노동 유연화와 착취 구조”(우승현, 2017: 133) 등은 탈조선 서사의 첫 단계
에서는 성찰되지 않기 때문이다.

95) 대표적으로 1988년에 있었던 지강헌의 교도소 탈옥 사건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탈주
범 지강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고 외쳤을 때, 그 절규는 약 30년 후 터져 나온
헬조선 담론의 배음(背音)으로 울려퍼진다.

https://hellkorea.com/outkorbest/7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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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조선’ 서사는 분명한 시간성을 갖고 있다. 한국을 ‘헬’이게 만들었던 사

회구조와 일상의 문화들은 2010년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탈출을

욕망했던 이들은 라이트 밀즈가 『사회학적 상상력』에서 언급했던 ‘올가미

에 걸린 느낌’을 오래 겪어 왔다. 밀즈는 행위자들이 사회구조의 역사적 변

동이 개인의 삶으로 밀려 오는 과정 속에서, 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곧 올

가미에 걸려 있다는 느낌을 겪는다고 말한다(밀즈, 2004). 이처럼 ‘헬조선’도

해방과 분단 이후, 혹은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 축적된 구조로 일상에

서 경험되며 행위자들의 몸과 마음에 무늬처럼 새겨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김홍중, 2015; 최정운, 2013).

하지만 여기에 ‘탈출’이라는 사회적 상상은 쉽게 결합되지 않았다. ‘헬조

선’이 ‘탈출’과 결합되기 위해서는 탈출이라는 기표가 사회장(場)에 분출될

수 있었던 어떤 계기, 곧 ‘사건’이 필요하다. Ⅱ장에서 논한 바 있듯, 그 사

건이 바로 2014년의 세월호 침몰이었다. 수집한 게시글에서도 이는 확인된

다. 탈조선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나 이유를 묻는 게시글에 “세월호 보니

까 정신이 번쩍 들”96)었다는 댓글이 달린다거나,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 언론의 보도 방식과 외국 언론의 보도 방식을 비교해보니, 한국의

‘미개’함을 알 수 있었고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게시글도 발견된다.

“ (…) 해외에서 세월호사건을 접했습니다. 현지언론은 사건원인을 일으킨 선박

개조 의혹과 세월호라는 이름의 유래, 유가족들 상태와 정신치료 지원 유무, 청

해진해운 처벌 수위 등등을 상세하게 보도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언론은 꼬마아이

를 붙잡아다가 부모님이 저 배안에 있냐고 물어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사고를 기점으로 온갖 악행과 병폐가 퍼져나가고 이를 현지언론들이 기

사화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굉장히 미개하고 한심한 나라라고 여

기기 시작했습니다. (…) 그리고 세월호 1주년이 되어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

지요. 한반도는 급속하게 헬반도 되어가고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것을

보고 1~2년전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97)

“제가 보기에 탈조선은 이제 할까말까 망설일 수 있는 여유단계는 이미 지났습

니다. 여러분들은 탈조선을 '탈출조선'으로 격상해서 시급히 실행해야 할 단계로

96) https://hellkorea.com/outkorbest/630633 (2016. 02. 25.)
97) https://hellkorea.com/outkorbest/283128 (2015. 10. 21.)

https://hellkorea.com/outkorbest/630633
https://hellkorea.com/outkorbest/28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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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셔야 합니다. 대형 천재지변, 전쟁(내전) 발발, 체제 붕괴가 임박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탈출조선 다음 단계는 간단합니다. '피난'단계입니다.

(…) 헬조선은 이미 '세월호'라는 6.25 전쟁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사망자 수가 가

장 많은 학살사건을 겪었잖습니까.”98) (강조는 필자)

상기한 두 개의 인용문은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헬조선’을 ‘탈출’해야 하

는 곳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나타났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월호라

는 사건은 사회에 암존하고 있던 ‘악행과 병폐’를 백일하에 각인시킨 사건으

로 여겨지며, 국가가 국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인식된다. 사회 질서 붕괴가

목전에 있으며, 대형 천재지변이 발발할 것이라는 일종의 도참(圖讖)도 공유

된다.

탈조선의 언어에서, 이제 더 이상 탈출이라는 기표는 청년 세대 담론 속

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존이나 연대의 요청을 함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

는다. 그렇다면 세월호라는 사건과 수저 계급론이 형성한 배치 속에서 생겨

난 탈출의 욕망과 이러한 욕망에 휩쓸려 탈조선을 결심했던 이 ‘선각자’들

은, 탈조선의 준비 과정에서 어떤 서사적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게 되는

가? 우리는 이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정체성 하나를, ‘수험생’으로 개념

화하고, 이 정체성이 다시 탈출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다음 절에서

보일 것이다.

2) 탈조선의 준비와 ‘수험’이라는 제약(limitation): 수험생

탈조선을 결심한 이들은, 탈주자가 되기 위해 맹렬하게 탈출의 준비 과

정에 돌입한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현재 능력에 대한 파악, 탈주하여 도

달할 장소에 대한 모색, 필요한 역량 획득을 위해 자신을 엄격하게 규율해

나가는 실천 등이 이루어진다. 탈출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의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고시 합격을 위한 수험과정에 동반되는

감수(passion)의 과정을 연상케 한다(김홍중 외, 2020). 이 절에서는 탈출이

어떻게 수험의 논리와 유사한 논리를 갖게 되는지 밝힐 것이다.

우선 탈출을 결심한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

98) https://hellkorea.com/outkorbest/252825, (2015. 10. 10.)

https://hellkorea.com/outkorbest/2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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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바탕으로 탈출의 가능성을 점쳐 보는 일이다. 탈출의 결심 단계에서

이들은 한국은 인맥이나 세습적 지위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것을

간파했으며, 자신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한국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흥미로운 것은, 탈조선 서사에서 ‘간파’ 이후 단계에 놓

이는 것은, 헬조선을 탈출하여 가고자 하는 곳을 정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가령, 「출애굽기」의 모세에게는 이집트에서 히브리 인들을

데리고 탈출하여 가나안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고, 「광장」의 이

명준에게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좌·우의 이념에서 자유로운 중립국이

라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었다. 하지만 탈조선 서사에서는, 탈출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선행하지 않는 서사들이 다수 관측된다. 오히려 선행하는 것은 자

신이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성적은 그럭저럭 평범하게 나오는 고1 학생입니다. 평소에 영어 회화는 조금씩

연습하고 있는데 탈조선을 위한 준비는 더 필요하다 싶네요. 고등학생이 해야될

만한 탈조선 준비에 필요한 일이 뭐가 더 있을까요”99)

“이제서야 뭔가 잘못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탈출을 꿈꾸게된 전자공학과 재학중

인 대학생입니다. 탈출을 바라지만, 금전적 문제는 둘째치고 계획을 짜기에는 모

은 정보가 전무합니다. (..) 올라온 글들을 읽어본 바, 특수한 기술 가지기를 권장

하시더군요.(용접공, 목수 등등). 혹시 제 전공이 이러한 기술들과 비슷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100)

“다들 it쪽 준비해서 이민 간다고 하는데 종류는 엄청 많은건 알지? 근데 진짜

독하게 준비해야 할것은 it기술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준비하면 좋을꺼 같아 이유

는 현직에 신입 개발자 엔지니어들 보면 국비지원 받아서 1년 개발자과정 듣고

오는사람이 대부분이야..근데 회사에서 다시 처음부터 가르치는거 알지? (..) 그래

서 it로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it도 준비 많이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가서 더 배워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언어도 개발언어 생활언어 잘 매치시

켜서 성공했으면 좋겠어”101)

99) https://hellkorea.com/outkorbest/383617 (2015. 11. 18.)
100) https://hellkorea.com/outkorbest/175463 (2015. 09. 18.)
101) https://hellkorea.com/outkorbest/899067 (2016. 09. 27.)

https://hellkorea.com/outkorbest/383617
https://hellkorea.com/outkorbest/175463
https://hellkorea.com/outkorbest/89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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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인용문에서는, 탈조선을 통해 도달하려는 곳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오히려 ‘독하게 준비해야’ 할

‘it기술’이나 ‘특수한 기술’이며, ‘영어 회화’와 ‘생활언어’ ‘개발언어’ 등을 포함

하는 외국어 능력의 계발이다. 도착지보다 기술과 외국어라는 키워드가 가

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탈조선 서사가 ‘성공’이라는 키워드와 가장 긴밀

히 연관되는 이행기 서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헬조

선> 웹사이트에서 탈출을 꿈꾸는 이들은 상당수가 미취업인구집단으로 분

류되는, 성인기 이행의 위기에 놓인 20대이거나, 모종의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3-40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꿈꾸는 탈출의 서사에서는, 취업

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계발이나 기술 자격증 획득 등이 탈조선 서사의 중

반부인 ‘준비’ 단계의 핵심에 놓인다.

탈조선 서사의 의미 연결망(그림 5)에서도 유사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

다. ‘기술’과 ‘이민’, ‘영어’와 ‘공부’의 의미 연결은 서사에서 가장 강력한 2개

의 연결이다. ‘영어’라는 노드와 ‘공부’라는 노드는 TF-IDF 지수에서도 각각

상위 7위와 11위를 차지한다(표 5).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는 탈조선 서사의

준비 단계에서, ‘탈조선-성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서사가 바로

기술 이민으로 대표되는 자격증 획득과, 영어로 대표되는 외국어 공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탈조를 꼼꼼하게 계획짜서 실행하도록 하여라. 어차피 니들은 절대로 세상 못

바꾼다. 어디 탈조 계획자들끼리 모여서 스터디클럽이라도 만들어서 열씸히, 영

어나 일본어 공부해라.”102)

어차피 세상은 안 바뀌니, ‘꼼꼼하게 계획 짜서’ 영어와 일본어 공부에 몰

두하는 이들은 따라서 자연히 일본과 영어권 국가(호주, 미국, 캐나다)로 탈

출의 목적지를 삼게 된다. 네 국가가 TF-IDF 빈도표(표 5)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호주와 미국, 그리고 캐나다

등의 영어권 국가는 탈조선의 서사 속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다. 호주와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을 탈출지로 선택한 이유, 혹은 캐나다와

미국이 아니라 호주를 탈출지로 선택한 이유, 혹은 일본이어야만 하는 이유

102) https://hellkorea.com/outkorbest/274028 (2015. 10. 17.)

https://hellkorea.com/outkorbest/2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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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사에서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

시되지 않는다.

“아직 미국을 가보진 못했으나 시스템을 보면 유럽보다 괜찮은 것 같음. (..) 그

래도 2세를 위한다면 선진국(영어권)으로 가야함.... 세상은 이제 영어를 할 수 있

느냐 없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짐”103)

어떤 ‘막연함’이 이들을 휘감고 있다. 미국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시스

템을 보면 유럽보다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말에는, 미국의 어떤 시

스템이 유럽의 어떤 국가의 시스템과 비교되는지는 애매하게 생략되어 있

다. 또한 유럽/미국의 ‘시스템’의 차이를 강조했음에도 해당 국가가 영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선진국(영어권)’의 국가 간 동일성을 강조하는 모순적

인식이 발생하기도 한다. 탈출해서 도달해야 할 곳은 막연하기만 하다. 이렇

게 막연한 상태를 벗어나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들에 대한 추구는, 역설적

으로 이들을 ‘공부’와 ‘노력’으로 향하게 한다.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1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는 이가 올린 게시글의 일부에서 이러한 인식을 확

인할 수 있다.

“사실 막연하게 호주에 있을 때는 한국 돌아가서 영어, 기술을 배우자! 했는데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지 막연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만 하는 중입니

다.”104)

막연함을 타파하기 위한 공부와 노력의 중요성은 탈출을 실행한 이들이

작성한 수기에서도 강조되고, 이러한 글들은 마치 대학 합격 수기처럼 탈주

자라는 서사적 정체성을 갖게 된 이들에게 공유된다. 탈출을 하려면 “무조

건 영어를 잘”105)해야 하고, “악착같이 공부”106)해야 하며, 도망치고 싶은

“끝없는 괴로움”107)과도 싸워야 한다. 이제 탈출의 준비는 ‘수험’의 논리가

되고, 탈출은 ‘합격’의 체험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나의 탈조선만을

103) https://hellkorea.com/outkorbest/490174 (2015. 12. 18.)
104) https://hellkorea.com/outkorbest/931310 (2016. 10. 26.)
105) https://hellkorea.com/outkorbest/980560 (2016. 12. 19.)
106) https://hellkorea.com/outkorbest/849920 (2016. 08. 19.)
107) https://hellkorea.com/outkorbest/238860 (2015. 10. 06.)

https://hellkorea.com/outkorbest/490174
https://hellkorea.com/outkorbest/931310
https://hellkorea.com/outkorbest/980560
https://hellkorea.com/outkorbest/849920
https://hellkorea.com/outkorbest/23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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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24시간’ 이라는 제목의 게시글108)에서는 탈출의 준비가 어떻게 수험생

과 동일한 삶을 살게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이 게시글에서 탈조선의 서사가 수험의 서사, 자기계발의 서사와

공명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는 하나의 역설인데, 탈출을 준비하는 것이

108) https://hellkorea.com/outkorbest/286576 (2015. 10. 22.)

제목: 나의 탈조선만을 위한 24시간

요즘 저의 생활입니다.

7시 30분 - 기상. 아침식사

9시 - 도서관에서 원서 책보기 하루에 50~75p?정도 봄.(종이책 또는 킨들 사용)

17시-혼자사는 원룸으로 돌아옴. 잠깐 휴식

18시-저년 식사후 오디오북 청취 하루에 90~120분 들음.

21시- 헬스. 믿을건 몸밖에 없는 탈조선 생활을? 위해선 강한 체력이 필수.

22시 30분 - 그날의 모르는 단어 암기. 보통 40~60개 선

23시 - 미국 뉴스사이트에서 최신 기사 4~5개 정도만 봐주기. 영어공부와 현지

동향파악 일석이조.

1시 정도- 취침.

현재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달후 부터 직업교육(용접)을 받을 예정이라

훨씬 더 바빠질듯.. (…) 언어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한국인 수준(토익 딱900) 이

라 미친듯이 영어를 파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뷰를 위한 스피치 연습 및 전공분

야(한국에서 경력4년차에 짤림) 공부도 할 예정입니다. 용접 기술은 최후의 보

험. 생존용이고 일단 한국에서 했던 일을 미국에서 정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근

데 실패할 위험이 많으므로(특히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라는 점에서 치명적임)

용접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죠? 거기서 지구를 떠나기 전

에 플랜 A에 잘 안될때를 대비해서 플랜 B까지 준비해 가잖아요,,그거 처럼 저

도 나름 플랜 A, 플랜 B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상인 나라에 있었으

면(태어나는 거 자체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금방 한국으로 왔으니) 이지랄 안

할텐데 하고 가끔 회의감도 들지만 반대로 한국인 주제에 미국에서 성공하면 얼

마나 짜릿할까..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고있습니다.

여러분도 탈조선을 위해 힘내시기 바랍니다.

https://hellkorea.com/outkorbest/28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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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에서의 삶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기 때문

이다. 탈조선은 상기한 계획표를 통해 알 수 있듯,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지적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24시간’ 준비해야 하는 종류의 ‘시험’과

유사한 것이 된다.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쏟아붓

는 사람들을 우리는 ‘고시생’, 혹은 ‘수험생’ 이라 부른다. 이들은 시험에 낙

방하지 않기 위해, “잘 싸워 패배자가 되지 않고 성공의 기회를 부여잡기”

위해,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내내 집중력을 잃지 않고, 가능한 한 빠

른 속도로, 계속해서 움직이고”(바우만, 2010: 166) 있다.

수험의 논리는, ‘흙수저’는 탈출도 불가능하다는 서사의 안티테제로도 작

용한다. Ⅱ장에서 확인할 수 있던 것처럼, 수저계급론 속에서 계층화된 지위

로서의 흙수저는, 흙수저 탈출이라는 상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탈조선과

관련해서는, ‘흙수저’는 ‘금수저’ 계층의 사람들처럼 돈이 많지 않아서 한국을

탈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강으로 탈출’하거나 죽창을 들어야 한다는 서

사가 주로 공유된다. 하지만 이 서사에 맞서며 흙수저도 탈출할 수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 바로 수험의 논리다. 다음 사례는 어떻게 수험의 논리가 수

저 계급론이 가하는 제약에 맞서는 논리가 되는지 보여준다.109)

109) https://hellkorea.com/outkorbest/252040 (2015. 10. 10.)

제목: 탈조선 하려는 분들 꼭 보세요. 저도 그 중 1人입니다.

탈조선 하려는 분들 요즘 점점 급증하는데요. 간혹 보면 안타까운 글들이 있어

서 제가 그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분들은 탈조선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 공통점이 흙수저라 안된다. 현재 상황이 너

무 안좋다. ==>이게 대표적인 이유인데요. 전혀 그런 비관따위 할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비만 번 다음 일본으로 갈겁니다. 다른 생활비 나가는건 어쩌냐 하는

분들 많으신데 그거요.. 헬조선에서 그런거 쓰는건 배부른 소립니다. 그냥 참아

요. 아무것도 하지마요. 물론 집에서 재료 사서 밥은 드세요. 외식은 하지말고

다 포기해요. 그래야 알바를 한 만큼 돈 많이 주고 또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일본으로 갈 수 있습니다. (…) 만약 기존에 입던 옷들이 있으면 사계절이

다 있으면 그냥 그거 입으세요. 구매 즉시 알바비 다 날립니다. 그냥 입고 편의

https://hellkorea.com/outkorbest/25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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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의 욕망에 휩쓸린 행위자는 흙수저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좌절을 극

복할 수 있게 하는 ‘독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꿈을 위한 공부’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투여하게 된다. Kim et al(2018)은 청

년들이 귀속적 지위가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미래

를 꿈꾸는 능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지만, 상기한 게시글

에서는 탈출의 욕망이 귀속적 지위가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간파하고 있는

행위자에게도 다시 꿈을 갖게 만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탈조선의 욕

망은, 경제적 자본이 부족해 외국으로의 탈출을 꿈꿀 수 없고, 허락된 것은

‘한강으로 탈출’하는 것밖에 없다고 여겨지던 ‘흙수저’에게도, 성취 가능한 미

래를 생산한다.

놀라운 점은 탈조선을 꿈꾸는 이들이, 탈출의 준비 과정에서 감수자

(patient)의 정체성110)을, 어쩌면 탈출의 결심 이전의 생애 과정에서도 그들

에게 부과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체성을 기꺼이 수용하게 된다는 것

이다. 끝없는 자기계발과 스펙 경쟁이 지배하는 생존주의적 레짐(김홍중,

2015)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이들은, 자신이 벗어나고자 했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탈조선 하려면 이정도 노오오력은 해야”111)한다고 독백하며

110) 감수(patience)와 감수자(patient), 감수력(patiency)에 대해서는 김홍중(2019)와 김홍중
외(2020)을 참조.

111) https://hellkorea.com/hellbest/104927 (2015. 08. 26.)

점이나 다른 알바 뛰세요. 지금 헬조선에서 누구에게 잘보이려고 하는건 탈조선

을 꿈꾸는 여러분에겐 과분한 것입니다. 만약 없으면 사야겠지요 당연히. 막 구

멍나거나. (물론 전 구멍난거 걍 입습니다. 심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 꼭 써야합니까? 그냥 만약 비싼 요금비 쓰고 계시다

하면 3만원대로 낮추세요. 사실상 카톡빼고 뭐 합니까? 아 게임, 인터넷. 이거

끊으세요. 탈조선 하려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독해야 합니다. 꿈을 이루는데,

자신이 하고싶은걸 하는데 그정도 희생도 감수못합니까? 당장 접고 카톡이나 전

화 문자 뭐 이정도만 외부와 꼭 필요한 연락할 때 쓰세요. 그리고 이런거 다 접

고 알바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꿈을 위한 공부를 할 것인데 (…) 저는 중고등학교

때 먼지 쌓인 수학의 정석책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제풀고 동그라미

엑스표 치고 아따 점수 잘나왔네 하고 던져버리는 멍청한 짓거리 하지 않고 개

념만 봅니다. (…)

https://hellkorea.com/hellbest/1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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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수험의 논리에서 구사되는 시간성이라는 논점을 짚

을 필요가 있다. ‘조선’에서의 탈출을 꿈꾸던 이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수험

의 논리로 회귀한다. 이는 이경숙(2017)에서 개념화된 ‘시험국민’으로서의 한

국인의 전근대적 모습이기도 하다. 조선을 떠나기 위해 봇짐 지고 나선 길

에서, 과거 시험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은, 과연 ‘미개’한

전근대적 국가를 떠나 미래의 시간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

까? 수험의 논리를 구사하는 이들은, 조선을 떠난 길에서 또 다른 조선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수험의 논리로의 회귀는, 지리적 탈조선을 가능하

게 만드는 기제인 동시에 탈조선의 욕망에 휘말렸던 이들이 벗어나고 싶어

했던 전근대적인 것, 혹은 무한한 자기계발의 굴레로부터의 탈출을 막는 제

약(limitation)이 된다.

이것이 바로 탈출의 욕망이 갖는 역설이다. 탈출의 결심 단계에서 우리

는 ‘헬조선’이 행위자들에게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장소이며, 행위자들의 역

능(puissance)을 감소시켜 ‘노예’로 만들려 하는 장소로 인식됨을 알 수 있었

다. 하지만 탈출의 준비 단계에서는 헬조선은 행위자들에게 이곳을 빠져나

가야겠다는 강렬한 욕망을 추동하면서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을 감수(passion)할 수 있는 열정(passion)을 불어넣는 관념이

됨을 발견했다. 탈출을 꿈꾸는 이들은 헬조선에서 생존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리(axiom)를, 이를테면 높은 영어 성적과 자격증 등의 ‘스펙’을 위한 공부

를 기꺼이 감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준비 인생’을 한탄하며 “준비란 준

비는 X나게 하고 결과는 열정페이 아니면 바늘구멍 입사경쟁을 거친 사원

이 되어야만 하는걸까?”112)같은 절규에 가깝게 던져지는 물음은 탈출의 준

비 과정에서는, 제기되지 않는다. 이러한 역설은 탈출의 실행 단계에서 서사

의 혼란으로 귀착되게 되는데, 다음 절에서 이를 다룬다.

3) 탈조선의 실행과 서사의 혼란(dislocation) : 정체성의 균열

탈조선 실행 이후의 서사는 결심과 준비 단계에 비하면 매우 빈약하다.

Bearman(2000)의 용어를 빌리자면, 탈주자가 되는 과정의 서사(becoming)보

다, 탈주자로서의(being) 서사가 훨씬 얄팍한(thinness) 것이다. 탈출 이후의

112) https://hellkorea.com/outkorbest/15767 (2015. 07. 26.)

https://hellkorea.com/outkorbest/1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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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이야기하는 게시글들도 자신의 탈출 결심과 준비 과정에 대한 서술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탈조선 5년차’라는 제목의 게시

글113)이 대표적이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탈조센 확정’이라는 어구의 등장을 기점으로 급속하

게 텍스트의 분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탈조선 5년차’라는 제목이

113) https://hellkorea.com/outkorbest/65917 (2015. 08. 12.)

(…)

탈조센 과정

1. 헬조센 대학졸업 후 좆소기업 취직

-> 연봉 1600에 개처럼 일하다가 사장이 리스한차 기스내서 6개월만에 짤림.

이때 실수령액 한달 120만원 쫌 넘음.. 씨발. 이 사장새낀 내가 다시보면 꼭 뭔

가 해주고싶음.

2. 헬조센 또다른 좆소기업으로 이직

-> 소재쪽 영업사원으로 개처럼 종살이하다가 위에 빵꾸남. 그러다가 일본 시장

관리하면서 점차 탈조센의 꿈을 키워감. 이때 연봉 2400.. 3년 좀 더 일하고 최

종 2800. 실수령 200안됨. 왜? 퇴직금 포함에 어쩌구 저쩌구..?

3. 탈조센 결의

일본 워홀 신청. 초기 자금 20만엔으로 성진국 입성

방 계약할때 예정에 없던 돈 내라고 해서 군자금 절반 날림.. (참고로 헬조센징

부동산)

3개월동안 컵라면만 먹다가 백홈을 눈앞에 두고 기적적으로 취업.

취업한 회사도 한국계라 비자 인질로 잡히고 노예생활 하다가 현재는 목표했던

회사 입사 후 탈조센 확정. 지금은 그냥 연봉 400만엔 받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

음. 환율이 좆같아서 가만있어도 연봉이 깎이는 기현상이 벌어지지만 어차피 헬

조센 돌아갈 생각도 없어서 재산 다 처분하고 성진국 계좌로 입금 끗.

이상임.

과장도 축소도 없음.

https://hellkorea.com/outkorbest/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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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할 정도로, 5년 동안의 경험은 단 2문장으로 서사될 뿐이다. 물론 모든

게시글이 이러한 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탈출의 희열과 도

착한 곳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을 서술하고 있는 서사 유형들도

존재한다.

“탈조선을 성공하고 비행기를 타는 순간...더 이상 썩은 나라를 내 조국이라고 안

불러도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안살아도 된다는 그런 안도감... ‘내가 과연 해냈구

나..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도전과 아름다운 결말을 인생에서 정말 해냈구

나...’ 그 현실을 믿지 못해 여권을 자꾸 펼쳐보게 된다. 여권 안에 있는 다른 국

적... 드디어 지긋지긋한 썩은 곳을 벗어나고 새 나라 국민으로 살 준비가 되었구

나 하는 그런 뿌듯함...이민 5년차...진작에 뜨지 못한 게 한이 된다. 1년이라도 젊

었을 때 도망가라. 한국이라는 나라를...”114)

“살기 너무 좋다. 영주권 받고 캐네디언 업체로 옮겨서 같은 직종에 일하고 있는

데 일단 시급은 더 높고 일은 더 적게 한다. 일주일에 40시간 많아야 45시간인데

40시간 이상 일하면 1.5배 페이 받는다. 국경일에 일하면 두 배. 여튼 페이는 정

말 좋고 팁도 쏠쏠하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복불복이라 뭐라 말을 못하

겠지만 지금 내 동료들은 정말 좋다. 업장 복지도 이것저것 좋다. (…) 누가 캐나

다 이민 절대 오지 말라고 했나. 아무런 걱정 없이 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다

.”115)

이 서사 유형에서 한국을 탈출하는 일은 ‘최고의 도전과 아름다운 결말’

로 격상된다. 이들이 가장 만족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요소는 노동 환경

과 복지다. 이 유형은 이주한 국가의 노동 조건과 복지 제도가 ‘헬조선’과

달리 얼마나 인간적인 대우를 보장하는지 기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

며, 주로 이주 초기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탈출 이후에도

이방인으로서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는 외로움을 토로하거나, 한국의 삶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한탄하는 서사 유형 역시 존재한다.

“일단 호주 워홀로 돈을 모으려고 왔음 (..) 근데 이게 능력이 없으면 말짱 꽝...

영어 실력은 둘째 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까페 경력 & 술집 경력이 먹히지가 않

114) https://hellkorea.com/outkorbest/71536 (2015. 08. 14.)
115) https://hellkorea.com/outkorbest/1740631 (2018. 06. 29.)

https://hellkorea.com/outkorbest/71536
https://hellkorea.com/outkorbest/174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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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야 (..) 한국에서 알던 외국인 친구들... 불안해 하던 나에게... 너 영어 괜찮

다며 호주 가도 괜찮을 거라고... 격려하던 새끼들....강냉이 다 털어버리고 싶음

(...) 차라리 한국에서 술집일 계속 하면서 차라리 학원을 다녔으면 지금쯤 천만

원은 모으는 거였는데”116)

“영주권은 받았는데, 막상 받고 나니 허무하고(제대한 거랑 비교하면 됨) 할 것

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인맥도 없어서 취업도 쉽지 않고(인맥 존나 중요

하다 캐나다는), 영어도 여전히 xxxx수준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앎? 시골

에 3년 짱박혀 있다 보니 시티 가서 한 몇 개월 살다가 한국 가서 나 영주권자

다 떵떵거리면서 다시 한국에서 쳐 살고 있다. 그냥 영주권 있는 실패자인거야

이건.”117)

이러한 서사에서는 탈출을 꿈꾸던 이들이 이주하고 싶은 나라로 꼽던 호

주와 캐나다 역시 ‘능력이 없으면 말짱 꽝’이며, 인맥이 없으면 취업도 쉽지

않다는, ‘헬조선’의 특징을 분유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는, 탈출을 하더라

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할 수밖에 없어 이중고를 겪는다는 서사

도 형성된다.

“일단 요즘 비숙련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가 거의 없을뿐더러 있다면 악덕 한

인 고용주들입니다. 운 좋으면 최저시급은 받으면서 일하는거고, 운 나쁘면 최저

시급도 못 받으면서 개처럼 부려먹히는겁니다. 몇 달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 악물고 할만하지만 이런 반노예짓을 그것도 낯선 외국땅에서, 한국인밑에서,

2년~3년 이상 한다? 말이 안 되는겁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건도 상당히 열악하게 돼서 반노숙자같은 생활을 해야 할겁니다. 이 짓

을 하느니 차라리 아무리 개같아도 한국에서 사는게 낫다고 봅니다.”118)

이주한 국가의 노동 조건과 복리후생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락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반노예’

로 살 바에는 ‘아무리 개같아도 한국에서 사는게 낫다’는 인식도 드러난다.

탈조선 게시판의 게시글들에서, 탈조선 후 외국에서 만나게 되는 한국인은

116) https://hellkorea.com/outkorbest/1348053 (2017. 10. 04.)
117) https://hellkorea.com/outkorbest/1350005 (2017. 10. 05.)
118) https://hellkorea.com/outkorbest/1808273 (2019. 03. 09.)

https://hellkorea.com/outkorbest/1348053
https://hellkorea.com/outkorbest/1350005
https://hellkorea.com/outkorbest/180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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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땅에서도 한국의 ‘악덕’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로 여겨진다. 따라서 외

국에서 한국인과의 만남은 반드시 피해야 할 요소로 여겨지는데, 이는 탈조

선 게시판의 거의 모든 게시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식이다.

탈출의 결심과 준비 단계가 단일하고 일관적인 구호의 형태를 띠고 공유

되는 내적 논리를 갖추고 있었다면, 탈출의 실행과 그 이후의 삶에서는 행

위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일관된 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사 요소들은 혼

란스럽고, 파편적이며, 다성적이며, 서로 경합한다. 탈조선 서사의 의미 연결

망에서도 탈출 이후의 삶에 대한 의미 있는 연결을 발견할 수 없다. 탈조선

이후의 삶에서 공유되는 문화적 서사의 부재는, ‘이곳’에 대한 재인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탈조선해서 그곳에 눌러앉아서 탈조선 후기라고 이 커뮤니티에 글 올릴 날이

온다면 뭔가.. 게임 엄청 열심히 해서 1등 올라가면 그 희열도 잠시..허무한 느낌

있잖아요 실은 헬조선에 살면서 이런 헬같은 문제들 까고 까고 이 커뮤니티에서

뭉치고 후기보고 풍자하는 글 보는 거 자체가 재밌고 즐겁고 꿈꿀수있고 내가

준비해서 헤쳐나갈 길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 극혐과 동시에 흥미와 웃

음이 나오네요 근데 이게 좋은 상태인건지 탈조선해서 그곳에 있는게 좋은 상태

이지 고민이 되네요..”119)

인용된 글은 꿈꾸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희망의 불가능성을

창출했던 ‘헬조선’이었다는 역설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탈출해서 도달하려

했던 곳이 꿈과 희망만이 존재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며, 그토록 탈출하고자

했던 곳 역시 디스토피아였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인식이 불러오는 ‘고민’과

‘내가 준비해서 헤쳐나갈 길’의 존재가 ‘탈조선’ 서사의 일관성에 균열을 일

으킨다. 탈출의 결심과 준비 단계에서 생겨났던 역설, 즉 ‘헬조선’은 행위 능

력을 감소시켜 무기력을 양산하는 체제인 동시에, 탈출의 의지를 다지게 함

으로서 다시 행위 능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역설은, 탈출을 욕망하는 이

들에게 탈주자와 수험생이라는 서사적 정체성을 생성하며 그들의 삶에 의미

를 부여하는 기제가 되었다. 하지만 자신이 부정하고 떠나려 했던 장소 자

체가 자신의 행위 능력의 원천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서사적 정체성은 혼

119) https://hellkorea.com/outkorbest/804625 (2016. 07. 25.)

https://hellkorea.com/outkorbest/8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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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에 빠진다. 헬조선에서의 탈출을 꿈꾸는 것이 역설적으로 헬조선을 자신

이 살아갈 곳으로 정당화하는 정반대의 인식을 낳게 된 것이다.

탈출의 준비 단계에서 관찰할 수 있었듯, 탈조선의 욕망은 특정한 목적

지를 설정해 둔 욕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역능을 투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탈출의 욕망

은 수험의 논리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험의 논리는, ‘시

험국민’으로서 한국인이 가장 익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역량 축적의 방식이

기 때문이다. 이들은 ‘헬조선’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헬조선’에서 통용되었던

역량 축적의 방식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Ⅲ장에서는 <헬조선> 웹사이트의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의 집합적 서사

와, 서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갖게 되는 서사적 정체성을 분석했다. <헬조

선> 웹사이트가 자신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국뽕’의 거부는, 탈조선의 욕

망이 ‘국뽕’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탈

조선 게시판의 월별 게시글 추이도 이러한 주장을 방증한다. 탈조선 게시판

은 ‘헬조선’과 ‘탈조선’이라는 어휘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

민 정보 공유 커뮤니티의 특성을 띤다. 하지만 이 정보들에 탈조선이라는

언표가 결합되며 생겨나는 서사가 존재한다.

탈조선 게시판의 집합적 서사는 탈조선의 결심- 탈조선의 준비- 탈조선의

실행(혹은 실패)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파악되었다. 탈조선의 결심 단계에

서, 탈조선 게시판 이용자들은 헬조선 체제를 작동 방식을 (부분적으로) 간파

하며 ‘선각자’라는 서사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들이 탈조선의 이유로 제시

하는 헬조선의 주요한 특성은 과도한 경쟁과 세대 간 계층 이동성 저하, 법과

제도의 불평등한 적용, 군대라는 문제와 결부된 한국의 징병제, 성차별, 경직

된 조직 문화 등이다. 헬조선의 작동 방식을 남들보다 먼저 깨닫게 된(先覺)

이들은, 자신들의 깨달음을 게시판에 공유하고, 탈조선에 활용될 수 있는 제

도적 자원을 열정적으로 탐색한다. 해외 국가의 이민 제도와, 글로벌 인재 양

성을 위해 기획되었던 한국의 해외 취업 지원 정책 등은, 탈조선 게시판의 선

각자들에게는 탈조선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로 여겨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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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조선에 성공하기 위한 게시판 이용자들의 맹렬한 노력은, 탈조선의 준

비 단계에서 탈조선을 꿈꾸는 이들에게 ‘수험생’이라는 서사적 정체성을 부

여한다. 여기에서는 탈조선을 준비하며 획득하게 되는 수험생이라는 서사적

정체성이 탈조선 욕망이 온전하게 발현되는 것의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역설

을 드러냈다. 탈조선을 준비하기 시작한 이들은 탈조선의 목적지에 대한 탐

색에 앞서, 자신이 탈조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점검한다. 탈조선 게시

판에 공유되는 탈조선 성공 수기는 마치 시험 합격 수기처럼 탈조선 게시판

에서 공유되고, 목적지가 막연한 이들은 이 수기를 읽으며 탈조선에는 기술

이민을 위한 자격증 획득과, 외국어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공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탈조선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여 24시간 준비해야 하는 시험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수험의 논리는,

흙수저는 탈조선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안티테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탈조

선을 꿈꾸는 이들은, 수험의 논리를 경유하여 헬조선에서 생존을 위해 요구

되었던 끝없는 스펙 경쟁 속으로 기꺼이 다시 회귀할 수 있게 된다. 수험의

논리는 지리적 탈조선을 가능하게 하지만, 자신이 벗어나고자 했던 ‘(헬)조

선적인 것’을 감수하게 함으로써, ‘(헬)조선적인 것’에서의 탈출을 불완전하

게 하는 제약이 된다. 이러한 역설은 탈출의 실행 단계에서 서사적 정체성

의 혼란을 야기한다.

탈조선의 실행 단계에서, 우리는 탈조선의 결심과 준비 단계와 다르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서사적 정체성이 분화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는, 탈

조선의 희열을 고백하는 유형이었고, 둘째는 탈조선한 곳이 한국과 다르지

않음을 인식하고, 회귀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유형이었으며, 셋째는 탈

조선을 꿈꾸게 한 행위 불가능성이 역설적으로 행위 능력의 가능성과 맞닿

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교착 상태에 빠진 유형이다. 이러한 분화의 양

상으로부터, 우리는 탈조선의 욕망이 상이한 방식의 행위 양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추론하게 된다. 앨버트 허쉬만의 도식을 빌려 말하자면, 상기한 세

가지 유형을 탈조선에 대한 충성(Loyalty), 탈조선으로부터의 이탈(Exit), 탈

조선에 대한 항의(Voice)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허쉬만, 2005).

Ⅲ장에서 분석한 자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였다. 분석 자료

를 2018년까지로 제한한 것은, 2019년부터는 <헬조선> 웹 사이트가 ‘죽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2015년에 사회적으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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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을 자극했던 탈조선의 언어들이,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그것들이 2010년대 중반에 가졌던 강렬함을 상당 부분 상

실한 것에서 기인한 것처럼 보인다. 일례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검색어트

렌드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 시작 가능한 기간인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

월까지 월별로 ‘탈조선’이라는 단어가 검색된 횟수를 비교해 본 결과, ‘헬조

선’ 담론이 여전히 위세를 지니고 있던 2016년 1월에 ‘탈조선’이 검색된 횟

수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2016년 1월의 전체 검색량을 100으로 놓는다면,

2019년 1월의 검색량은 40 이하로 하락했고, 2020년 1월의 검색량은 20을

가까스로 넘는 수준이다.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탈조선’ 이라는 키워드의

검색량은 3~4년만에 약 60-80%의 감소를 보인 것이다.120)

<그림 6> 네이버 트렌드 검색

그런데 서론에서 언급한 2019년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각주 5

참고), 2019년만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구성원 70% 가량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관찰 결과 또한 존재한다.

120) 네이버에서 ‘탈조선’이 검색된 횟수를 월별로 합산하여 조회기간 내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네이버 검색어트렌드 조회 가능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이다. 따라서 그래프의 시작 지점이 2016년 1월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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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은 여전히 넘실거리는데, 욕망을 추동했던 언어는 풀이 꺾였다. 이 불일

치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2010년대 후반에도 탈조선의 욕망이 표현

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다. 시각 언어와 영상

언어를 통해 탈조선의 욕망을 표현하는 문화·예술 텍스트가 그것이다.

<그림 6>의 추세선에서 여성의 상대적 검색량과, 남성의 상대적 검색량

이 서로 다른 추세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수 있다. 전체 이용자

가 ‘탈조선’을 검색한 양의 추이가, 남성 이용자가 ‘탈조선’을 검색한 양의 추

이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탈조선’이라는 키워드 검색량의 대다

수가 남성 이용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하지만, 검색

의 절대량과 별개로, 여성 이용자들은 남성 이용자들에 비해 ‘탈조선’ 검색

량의 감소 추세가 급격하지 않다.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검색량 격차는

2018년 중반~2019년 초반에 가장 도드라진다. 여성의 경우, 2016년 1월에 여

성들이 ‘탈조선’을 검색한 양의 70~80% 선까지 회복한 시기도 발견되지만,

같은 기간 남성의 경우 2016년 1월에 남성들이 ‘탈조선’을 검색한 양의 40%

이하에서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남성과 여성이 표현하는 탈조선

의 욕망이 서로 다른 내용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Ⅲ장에서 분

석되었던 남성-탈조선의 욕망이 혼란에 빠져있었을 때, 여성-탈조선의 욕망

은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질문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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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탈조선 욕망의 쇠퇴와 분화:

대중문화 텍스트 분석

Ⅳ장에서는 탈조선의 욕망이 표현되었으며, 2018년 이후 한국에서 생산

된 문화 텍스트를 탐구한다. 이전 장에서 우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온

라인 공간에 분출되었던 탈조선의 욕망과 정동의 언어들을 분석하였다. 분

석을 통해 탈조선을 꿈꾸는 이들의 서사적 정체성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관

찰할 수 있었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2019년과 2020년까지 약 2년 동안 발화

된 내용은 탐구할 수 없었다. 온라인 공간에 쏟아지던 탈조선의 언어들은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2년 동안 탈조선의 욕망들은 어디로 흘

러갔고, 무엇과 결합되었을까? 이하의 절에서는 2019년과 2020년에 생산된

문화 텍스트 중 탈조선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작품들을 선정

하여, 2010년대의 후반 탈조선의 욕망이 쇠퇴하고 분화하였던 추이와, 탈조

선의 상상계121)에서 형성된 풍경과 초상(肖像)을 파악해보려고 한다.122)

Ⅳ장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윤성현 감독의 영화 <사냥의 시간>,

가수 이랑의 노래 <환란의 세대>(2016)의 뮤직비디오(2020), 그리고 ‘작가1’이라

는 필명을 사용하는 웹툰 작가의 만화 <탈코일기>(2019)와 <B의 일기>(2020)이

다. 대상 텍스트의 선정 기준은 1) 2019년과 2020년에 제작·발표되었고 2) 작품의

문면에 탈조선의 상황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3) 작품이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거나, 작가가 해당 분야에서 입지를 인정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121) 이미지(像)의 생산은 일차적으로 그것을 떠올리는(想) 능력, 즉 상상(想像,
imagination)을 필요로 한다(카스토리아디스, 1994: 227-228; Strauss, 2006). 탈조선의
욕망이 표현된 이미지들을 만들어낸 상상의 총체를 여기에서는 탈조선의 상상계(像想
界, imaginary)라고 부르고자 한다. 상상계란, “리얼리티의 원리를 넘어서 펼쳐지는
이미지들의 질서이며, 예술, 문학, 영화,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문화적
산물들에 의해 구현되는 (…) 마음의 풍경”(김홍중, 2014: 201)을 뜻한다.

122) 사회학자 로버트 니스벳은 저서 『예술 형식으로서의 사회학』에서 사회학적 풍경
화와 사회학적 초상화의 가능성을 탐색한 바 있다. 사회학의 태동기인 19세기에, 대도
시, 공장 지대, 대중(masses), 권력과 카리스마 등은 일차적으로 사회풍경(social
landscape)의 수준에서 묘사되는 연구의 대상이었다. 19세기 사회학이 성취한 또 하나
의 표현 양식은 초상(肖像)인데, 마르크스와 베버의 저작에서 우리는 ‘노동자’, ‘자본
가’ ‘관료’ 등의 이념형적 인물상(像)을 생생하게 대면하게 된다. 사회학적 초상을 통
해, 우리는 역할 유형으로 그려진 인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다시금 상
상하게 된다(니스벳,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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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능한 탈조선: <사냥의 시간>

2020년 개봉한 영화 <사냥의 시간>은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를리

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 한국 영화 최초로 공식 초청을 받으며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영화다. 또한 2010년대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힌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이라는 네 명의 유명 배우가 주

연을 맡아, 영화의 화려한 배우진만으로도 많은 기대를 모았다.123) 윤성현

감독은 GV 행사에서 <사냥의 시간>은 ‘헬조선’이라는 표현으로부터 구상이

시작된 영화라는 것을 밝힌다. 생존, 청년, 돈, 탈출 등이 영화의 직선적인

플롯을 구상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감독은 이 개념들을 통해 “하고자 하

는 이야기와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한다.124)

“키워드로 생각했던 건 생존과 돈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청년들의 절박

함을 영화적인 형태로 구현한 거죠. 그 감정들의 기저에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고 싶다는 바람이 큰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쓰면서 자료조사를 했을 때 많은 청

년들이 어떤 형태로든 탈출하고 싶어했어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

었던 거죠. 그 욕망을 영화 내내 보여줘요.”125)

시대 상황이 불분명한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사냥의 시간>의 우화적

시공간은 이처럼 ‘헬조선’이라는 분명한 원관념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

<사냥의 시간>은 지옥처럼 여겨지는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남성 청년

들의 욕망을 그린다는 점에서, Ⅲ장에서 분석되었던 ‘탈조선’의 욕망을 상징

적으로 표현하는 문화 텍스트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또한 <사냥의 시

간>은 주인공들의 탈조선의 결심과 준비 과정, 그리고 탈조선 이후까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Ⅲ장에서 나타난 세 단계의 서사, 즉 결심과 준비,

그리고 실행이라는 서사와도 공명할 수 있는 문화 텍스트이다.

123) 조선일보, “'비주얼텔러' 윤성현 감독, '사냥의 시간'으로 컴백..베를린영화제 호평”. 2020. 4. 7.
124) Netflix Korea, “사냥의 시간 온라인 GV”. 2020. 04. 23. https://youtu.be/nIfvuX1BtJE
125) 쿠키뉴스, “[쿠키인터뷰] 청년들에게 남긴 ‘사냥의 시간’ 윤성현 감독의 메시지” 2020. 05. 05.

https://youtu.be/nIfvuX1Bt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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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허의 이미지

<사냥의 시간>은 폐허가 된 도심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이다. <사냥의 시

간>은 정확한 시간대를 특정할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시기, 디스토피아가 된

한국의 모습을 상상적으로 그려낸다. 서울로 추정되는 도심의 건물들은 부

분부분 폐허가 되어 철골 구조를 드러내기도 하며, 뿌연 스모그가 도시를

뒤덮고 있다. 회색의 거리는 낙서와 쓰레기로 뒤덮여 슬럼화되었고, 경제 위

기가 심화되어 원화의 가치가 폭락한 한국의 모습이 영상에 담기며 영화는

시작된다.

<사냥의 시간>의 시·공간적 배경은 영화가 제작되었던 2010년대 후반의

시대상의 어떤 문제적 지점을 극단화하여 미래에 투사한 것처럼 느껴진다.

영화는 분명하게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공간적 배경의 레퍼런스로

삼고 있다.126) 이러한 점에서 <사냥의 시간>은 다시금 대규모의 경제 위기

가 찾아온 근(近)미래 한국의 모습을 그리는 듯하다. 가령 우리는 <사냥의

시간>의 시·공간적 배경을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1982)의

시·공간적 배경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블레이드 러너>의 시·공간을 영화

가 만들어진 80년대 초반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곳은 분명한 공상

과학(Science Fiction) 장르의 시·공간처럼 여겨진다. <블레이드 러너>의 무

국가적이고, 초-지구적인 공간적 배경과, 당대의 기술력으로 현실에서 구현

불가능한 소재들이 서사하는 미래적 시간은 영화의 시·공간이 동시대인 80

년대와 구별되는 상상적 현실임을 명확하게 한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의 근미래적 배경에서는 <블레이드 러너>에서 사

용된 시·공간적 단절을 느낄 수 없다. 2020년 현재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한

어떤 장치가 영화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배우들이 착용하고 있는 의

복이나 탑승하는 차량, 혹은 건물의 건축 양식 등도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단절된 미래의 시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는

<사냥의 시간>이 공상적인 미래가 아니라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조건이 만

족된다면 가까운 시간 내에 얼마든지 실재 가능한 미래상(像)임을 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분명하게 언급된다.

126) 거리의 전광판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
어나고 있고, 거리의 벽면에는 그래피티의 형태로 IMF가 적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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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라는 개념에 집중해 만든 것은 아니다. 청년 세대가 현실을 지옥에 빗대 표

현을 하니까 우화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 미래의 지옥이 아니라 '우화

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다. IMF에서의 잔상들과 남미의 화폐가치 하락 등을 떠

올렸다. 음료수 하나 사려면 돈 다발을 줘야 하는…그런 기억들을 참고삼아 세계

관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127)

구제금융 사태라는 분명한 참조점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사냥의 시간>

에서 인물들이 위치한 시간은 언제인지, 경제 붕괴는 왜 일어났는지, 어째서

사람들이 총기를 소유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도심이 슬럼으로 변했는지는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영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거기에 있을 뿐

이다. 풍경을 생성한 원인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영화에서 그

려지는 재난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혹은 극복할 수 없는 대상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재난 영화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듯, 영

웅적인 인물이 분투하여 재난을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인물 혹은 세

력를 물리치며 재난 상황을 해소하거나, 갑자기 닥친 자연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집합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 모두 <사냥의 시간>의 세계에서는 불

가능한 기획이다. 환란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

상이 정상이 된 상황을 예증한다. 이 폐허에서 환란은, 마땅히 언제나 그곳

에 있는 것으로, 행위의 배경으로 여겨진다.

알튀세르 식으로 말한다면 원인이 부재한 환란은, 행위를 조형하는 부재

하는 원인(absent cause)처럼 보이기도 한다. 알튀세르는 구조(structure)가

현상의 바깥에서 외부적인 것으로서 현상의 양상과 형식, 그리고 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효과 속에서만 ‘구조’

로서 현존한다는 점을 논한 바 있다. 구조는 효과 속에 내재하는(immanent)

것이다. 구조의 효과로서만 구조를 감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는 현상의

‘부재하는 원인’이 된다(Althusser, 2016: 255-261). 이러한 관점에서 환란은

구조(structure)로서의 재해가 된다. 환란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일상의

모든 체험 속에 내재하는 방식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하지만 원인의 관점에

서 환란을 파악하는 것이, 환란의 기원을 묻는 질문으로, 바꿔 말해 최종심

127) 한국경제, “[인터뷰+] 평점 테러맞은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이 답하다” 20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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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소급해간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서관모, 1999),

사태는 오히려 카뮈의 「이방인」과 유사하게 해석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법정에서 아랍인을 총으로 쏜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 뫼르소는 눈부신 지

중해의 햇살 때문이라고 답한다. 우리는 <사냥의 시간>에서 탈출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탈출하려고 하는가? 아마

도 그들은, 환란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는 환란의 사회풍경이 의미 있는 행위의 불가능성을 시

사하는 공간임을 뜻한다. <사냥의 시간>의 환란은 환란 내부에서 “어떤 것

을 새롭게 시작할 능력, 즉 행위능력”(한나 아렌트, 2002: 75)을 소멸시키는

공간이다. 구조처럼 체험되는 환란은, 어떤 행위를 조형한다는 의미에서의

구조라기보다는, 행위 불가능성의 요건을 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탈조선의

욕망을 이처럼 상상적 풍경의 차원에서 묘사했을 때, 우리는 ‘폐허에서의 행

위는 어떤 목적과 가치를 지향하는가?’ 라는 질문과 대면하게 된다. <사냥

의 시간>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영화로 읽을 수 있다.

2) 정체불명의 추격자

<사냥의 시간>은 디스토피아가 된 한국에서 탈출을 꿈꾸는 네 명의 남

성의 이야기다. 감옥에서 막 출소한 ‘준석’(이제훈)은 이전에 함께 범죄에 참

여했던 친구인 ‘기훈’(최우식), ‘장호’(안재홍), ‘상수’(박정민)와 함께 카지노를

습격한 후, 훔친 돈으로 대만으로 밀항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벌이겠다는 계

획을 세운다. 총기를 구한 이들은 카지노를 습격하여 거액을 훔치는 데 성

공한다. 하지만 카지노 습격 이후 킬러 ‘한’(박해수)이 ‘준석’과 친구들을 뒤

쫓기 시작하며, ‘사냥’이 시작된다.

친구들과 함께 카지노의 돈을 강탈한 후, 친구들과 함께 떠나지 않고 한

국에 남기로 한 ‘상수’는 그를 가장 먼저 추적해 온 ‘한’에게 가장 먼저 목숨

을 빼앗긴다. 하지만 이후 ‘한’의 행보를 보면, ‘한’의 목적은 ‘준석’과 친구들

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것에만 있지는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 ‘한’이 ‘준석’

과 ‘기훈’, 그리고 ‘장호’를 추격한 후 이들을 한 차례 놓아주기 때문이다. 이

때 ‘장호’는 한이 쏜 총에 맞지만, 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들을 죽이지

않고 도망갈 시간을 준다. “기회를 줄게요. 5분.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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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봐요. 실망시키지 말고.” ‘사냥’의 축자적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사냥’이

아니다. 사냥의 목적이 포획에 있다면, 한의 행위는 추격하는 일 자체를 즐

기는 것처럼 보인다. 준석과 기훈, 장호는 모두 혼란에 빠진다. 한국을 탈출

하기 위해 항구로 향하던 이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 것이며, 왜

풀려난 것인지도 모른 채, 불안감 속에서 도망가기에 급급할 뿐이다. ‘한’은

그들에게 말한다. “어디에 있든 벗어날 수 없어”

킬러 ‘한’은 <사냥의 시간>의 서사에 아무런 설명 없이 불현듯 등장한다.

등장 시점부터 영화가 종료될 때까지 ‘한’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는다.128) ‘한’

은 <사냥의 시간> 영화의 중반 이후 서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준석과 친구들을 뒤쫓으며 영화의 시간과 공간 설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구성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은 어떤 사람이며, ‘한’

이 준석과 친구들을 뒤쫓는 목적과 동기는 마땅히 제시되어야 하는 요소이

다. 이를 고려한다면, 추격자 ‘한’의 정체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정체 불명’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해석이 필요한 텍스트의 증상으로 여겨진다.

환란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을 추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의 정체

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한’이라는 인물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근거가 된다. ‘한’은 일종의 서브텍스트로 분석될

수 있다. ‘한’의 정체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냥의 시간>의 구성적 완결성

은 분명한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의 감독인 윤성현

은, 구성적 완결성을 일부 포기하며 ‘한’이라는 인물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

다.

"한이라는 인물을 미스터리하게 남겨놓은 이유는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다. 사연

이 없는 악당을 만들고자 했다. 엄청난 서사를 부여하기보다 '죠스'와 같이 장르

로서 지배하는 지점에 접근하고자 했다. 한국은 드라마 기반이니까 모든 인물들

에게 사연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인물들이 가진 공포감들이 많

이 약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숙하고 익숙한 느낌이 들면 절대적인 두려움들

이 덜 표현될 것 같았다. 개인의 취향이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류의 킬러 혹은

악역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만들었다."129)

128) ‘준석’은 하와이로 탈출한 후, 자신을 쫓던 ‘한’의 정체를 알아내려 노력한다. 하지만
그가 알게 되는 것은 “본명은 이재신, 근데 그 이름도 본명이 아니란 얘기가 있어”라
는 정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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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인터뷰에서 보듯, ‘한’이라는 인물의 정체불명성을 단순히 감독의

개인 취향으로 환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탈조선’을 다룬

영화에서 이러한 악역이 최초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을

서브텍스트로 독해한다면, ‘한’을 통해 징후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쫓기

는 자들이 자신들을 쫓는 것, 혹은 쫓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정체를 명

확히 알지 못한다는 불안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방식

의 불안의 표현은, 탈조선이라는 소재를 작품에서 다룬 초기적 문화 텍스트

인 장강명 작가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2015)에서도 관찰된다.

“아프리카 초원 다큐멘터리에 만날 나와서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동물 있잖아, 톰

슨가젤. 걔네들 보면 사자가 올 때 꼭 이상한 데서 뛰다가 잡히는 애 하나씩 있

다? 내가 걔 같애. 남들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여기는 그늘이 졌네, 저기는 풀이

질기네 어쩌네 하면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다가 표적이 되는 거지. 하지만

내가 그런 가젤이라고 해서 사자가 오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걸음아 나 살

려라 하고 도망은 쳐 봐야지. 그래서 내가 한국을 뜨게 된 거야.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게 멋있다는 건 나도 아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 다

른 동료 톰슨가젤들이랑 연대해서 사자랑 맞짱이라도 떠?”(장강명, 2015: 11-12)

상기한 인용문은 『한국이 싫어서』의 주인공인 ‘계나’가 한국을 떠나 호

주로 간 이유를 동물의 세계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에

서도 모호한 지점이 발견된다. 이야기에는 ‘사자’와 ‘가젤’이 등장한다. 계나

는 자신을 ‘가젤’에 빗대며 이야기를 하지만, ‘사자’의 원관념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 사자는 가젤(‘계나’)의 생명을 위협하며 접근하는 생명체이

며, ‘연대’를 통해 ‘맞짱’을 뜰 적대의 대상으로는 묘사되지만, 비유의 원관념

으로는 모호하게만 나타날 뿐이다. 사자는 전통적으로 ‘동료 톰슨가젤’들과

연대를 통해 저항해야 할 대상으로 상정되었던 유산 계급의 비유일까? 혹은

그들을 ‘착취’한다고 여겨지는 기성세대인가? 『한국이 싫어서』의 모호한

서술에서는 원관념을 확언하기 어렵다.130)

129) 한국경제, “[인터뷰+] 평점 테러맞은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이 답하다”. 2020. 05. 01.
130) 『한국이 싫어서』에 실린 문학평론가 허희의 작품 해설에서도 이러한 혼동이 발
견된다. 허희는 오히려 사자와 가젤 모두 사육장에 갇힌 동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자랑 맞짱이라도 떠?’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톰슨가젤들이랑 사자랑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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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 언급했던 브로콜리너마저의 <졸업>이라는 가사를 다시 음미한

다면, 우리는 이 정체불명의 대상에게 쫓기고 있다는 감각이 동시대 청년들

에게 폭넓게 공유되었던 것임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그 어떤 신비로운 가

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쫓기듯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

는데, 여기서 청년들은 ‘쫓기듯’ 어학연수를 떠난다고 묘사되고 있다. 쫓기고

있는 대상에 대한 서술은 여기에서도 부재하다. 이들은 무엇에 쫓기고 있는

것일까? 혹은 무엇에 쫓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추격자의 정체불명성

이라는 모티프는 2010년대 탈출의 욕망이 빚어내는 상상계에서 폭넓게 나타

나는 매우 징후적인 모티프이다. 미지의 것에 쫓기고 있다는 상황에서 나오

는 불안감이 이 모티프가 뿜어내는 주된 정동이다.

문화 텍스트를 사회적 모순을 상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징적 행

위’(Symbolic Act)로 독해할 것을 제안했던 프레드릭 제임슨의 논의 틀을

빌린다면, ‘한’은 인간의 형상으로 육화된 ‘구조’로 읽을 수 있다. 주인공들에

게 생존과 탈출의 압력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으며

(intangible) “분명한 내용으로 규정된 외재적 기준”(서동진, 2003: 109)이 존

재하지 않는 미지의 어떤 것이다. 생존과 탈출의 압력의 원천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을 ‘사회적 기생충’이라는

모욕적 낙인을 찍는 신자유주의 체제(세넷, 2002: 203)이라고 부르든, 생존주

의 레짐(김홍중, 2015)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쉽게 ‘사물’(les choses)처럼 감

촉되지 않는다. ‘한’이라는 냉혹한 남성-장년의 얼굴로 그것을 ‘물화’시킨 후

에야 영화는 ‘한’과 적대하는 ‘준석’의 상징적 행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이 남성-장년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사냥의 시간>이

환란의 풍경을 배경에 놓은 채 남성-장년과 남성-청년의 적대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 환란의 핵심 문제가 ‘한’이라는 남

성-장년과 ‘준석’이라는 남성-청년의 세대적 대립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일

까? 구조적 모순을 집단 간 대립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은폐하는 것을 우

리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이라고 부른다. <사냥의 시간>은 영화의 시작 지점

짱뜨자는 게 아니야. 톰슨가젤들이랑 사자랑 연대해서 우리를 부숴버리자는 거지.”(장
강명, 2015: 201) 여기에서도 ‘사자’의 원관념은 모호하다. 허희는 사자-가젤을 같은
우리 안에서 다투는 ‘동료’로 치환하는데, 이는 원문에서 사자-가젤의 비유가 포식자-
먹이의 비유였다는 점에서, 변혁적 해석일 수는 있지만 원문에 충실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여겨진다.



- 98 -

에서 구제금융 사태 등을 언급하며 환란의 원인이 경제적인 심급에서 결정

되었다는 점을 암시하지만, 경제적 심급을 회피하는 상징적 해결 방식을 모

색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체불명의 추격자라는 모티프는 탈조선의 욕망을

표현하는 문학·예술 작품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소(ideologeme)’(제임슨,

2015: 109-110)이다.

3) 막연한 유토피아

<사냥의 시간>에서 유일하게 소망의 형태로 발화되는 것은, ‘이 지옥에

서 벗어나서’ 하와이와 ‘완전 똑같은’ 대만의 컨딩으로 탈출하는 것뿐이다.

이 소망은 영화에서 두 번 표현된다. 첫 번째는 준석은 감옥에서 출소하여,

‘기훈’과 ‘장호’와 가진 술자리에서고, 두 번째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준

석의 모친이 운영하던 ‘낙원자전거’에 방문했을 때이다. 이들이 탈출하여 도

달하려고 하는 ‘하와이’와 ‘대만’의 의미를 보다 섬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

다. 두 장면에서 인물들이 주고받은 대화는 다음과 같다.

#A

준석: 내가 감옥에서 알게 된 형님 한 분이, 대만 쪽에서 밀수 일을 하시거든 컨

딩이라고 있어. 대만 어디 있는 줄 알지?

기훈: 알지 섬

준석: 응, 거기가 에메랄드빛 해변에 야자수 나무 있고 햇빛 진짜 쨍쨍하고 그러

니까, 하와이랑 너무 비슷하대. 아, 그러니까 완전 똑같대.

장호: 야 너 맨날 하와이 가고 싶다 그랬잖아.

준석: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형님이 나보고 감옥에서 나오면 오라고. 오기만

하면 거기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야.

장호: 오 진짜? 어떻게

준석: 그 형님이 뭐, 밀수 일 말고도 막 관광객 상대로 이런저런 막 잡다한 장사

를 많이 해. 뭐 자전거 렌트에 자동차 임대업 뭐 식당, 상점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하나 봐. 근데 그게 수입이 진짜 짭짤하대. 아, 야, 한달에 8천 불 이

상을 번다고 하더라고.

기훈: 8천 불?

장호: 한달에?

기훈: 아, 씨발, 구라 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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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석: 아 진짜로. 야 씨발, 이거 완전 대박이라니까, 어? 근데 그 가게 중 하나를

나한테 싼값에 넘기겠다는 거야.

기훈: 아, 아, 싸게? 뭐 얼마에?

준석: 20만불. 20만 불이면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가게 하나 넘겨주고, 그리

고 해변이 쫙 펼쳐진 그림 같은 곳에 꿈같은 집도 하나 구할 수 있고. 야,

거기 가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아 매일 해변

에서 씨발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새 삶을 사는 거라니까. 야 지금 반

응이 왜 이래. 마음에 안 드냐?

장호: 아니 너무 막 꿈같은 얘기니까 안 믿기니까 그렇지

#B

준석: 어렸을 때 엄마가 이 가게에서 돈 벌면 나 데리고 하와이 갈 거라고 그랬

는데.

기훈: 그래서 니가 맨날 하와이 노래 부른 거냐? 그렇지.

준석: 근데 꼭 하와이가 아니더라도, 뭐 어디든 이렇게 투명한 바다도 보이고 따

뜻한 곳에 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감옥에서 그 형님이 그 섬 얘기했

을 때 나 진짜 기뻤거든? 우리 다 같이 거기 가서 여유롭게 낚시도 하고

뭐 가게도 하나 차리고 카, 씨 진짜 좋겠다. 존나 행복하겠다. 생각했지. 그

것만 보고 지난 3년간 그 지옥에서 겨우 버틴거야.

‘준석’은 하와이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렸을 때 ‘낙원자전거’131)를 개업한 어머니의 말버릇에

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와이는 미디어에 의해 폴리네시아의 ‘낙원’이

라는 환상적 이미지를 획득해 왔고132), 준석과 준석의 어머니는 이 하와이라

는 ‘낙원’의 이미지를 오래도록 상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낙원자전거’의

벽에는 와이키키 해변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고, 준석은 돌아가신 어

머니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와이키키 해변 포스터 아래에 둔다. 어린 시절

부터 하와이에 가는 것을 꿈꾸어 왔음에도, 하와이는 ‘준석’에게 구체적인

131) 준석의 어머니가 운영했던, 영화 속에서는 폐업한지 오래된 것으로 그려지는 점포
의 이름이 ‘낙원’자전거라는 점도 염두에 둘 만한 대비다. 하와이를 꿈꾸며 개업한 ‘낙
원’ 자전거 수리소는 간판이 부식되고 허물어진 채 영상에 담긴다. 그 실낙원에서 ‘준
석’은 다시금 낙원을 꿈꾼다.

132) 하와이가 미디어에 의해 ‘낙원’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은 이호영(2002)의
pp.153-1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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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아니다. 준석에게 하와이는 그 자체로 의미화되지 않고, ‘지옥’과의

대비 속에서만 특정한 의미를 획득한다. ‘새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해변과 야자수, 그리고 따뜻한 햇빛만 있다면, 그곳이 대만의 컨딩이든, 말

레이시아의 랑카위든, ‘꼭 하와이가 아니더라도’ 어느 곳이든 하와이와 ‘완전

똑같은’ 공간이 될 수 있다. 감옥에 갇힌 준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와이

와 컨딩에 대한 상상뿐이었고, 이 상상은 지옥에서 버틸 수 있게 한 동력이

되었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대중문화 텍스트 안에 이데올로기적 충동과 유토피아

적인 충동이 공존하고 있으며, 유토피아적인 힘 없이는 대중문화 텍스트가

결코 이데올로기적일 수 없음을 논한 바 있다. 유토피아의 당의(糖衣)를 뇌

물로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작품의 이데올로기적 조작은 공중에게 수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Jameson, 1979: 144-145). ‘준석’과 ‘한’의 대립이 이데

올로기적인 충동을 내포하고 있다면, ‘준석’과 친구들이 품은 ‘탈조선’의 욕

망, 대만 컨딩에서의 평온한 삶은 유토피아적 갈망의 대상이 되며, 적대와

대립이 없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희망으로 기능한다. 물론 준석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컨딩에서의 삶을 ‘너무 꿈같은 얘기’라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듣지

않지만, 준석의 친구들은 준석의 ‘꿈같은’ 이야기에 휘말려, ‘섬’이라고만 막

연하게 알고 있던 대만으로의 탈출을 함께 계획하게 된다. 컨딩이라는 막연

한 낙원으로 향하는 영화적 판타지는, ‘탈조선’이라는 집단적 꿈의 상징적

형식이라 말할 수 있다(제임슨, 2015: 382). 그러나 탈조선의 꿈에 동참했던

‘준석’의 친구들은, 모두 ‘한’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고, 유일하게 컨딩으로 탈

출에 성공한 ‘준석’은, 역설적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앞서 Ⅲ장

에서 알 수 있었듯, 탈조선의 욕망은 분명하게 한국으로의 회귀라는 테마와

맞닿아 있다.

4) 탈출과 회귀

<사냥의 시간>에서 탈출에 성공하는 것은 ‘준석’ 뿐이다. ‘장호’와 ‘상수’

는 킬러의 추격으로 사망하고, ‘기훈’은 가족을 두고 떠날 수 없어 한국에

남지만, 이후 킬러와 만나 사망한 것처럼 보인다. ‘준석’이 꿈꾸던 낙원에서,

준석은 다시 자전거 수리소를 연다. 준석은 한국에 남았던 기훈이 대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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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석이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수리소를 찾아오는 상상을 한다. 상상 속에서

기훈은 말한다. “네가 말한 가게가 고작 이런 거였냐? 야, 여기까지 와서 자

전거 팔 거였으면 차라리 그냥 너희 가게에서 팔면 됐잖아” 준석은 답한다.

“그러게, 그럴 걸 그랬다 야.”

그토록 그리던 낙원에 도착했지만, 준석은 꿈꾸던 ‘여유롭게 낚시’를 하는

일상을 살지 못한다. 준석은 낮에는 자전거를 수리하고, 밤마다 총기를 손질

하며, 남몰래 실탄 사격을 연습하고 있다. 준석의 표정에서 여유는 찾아볼

수 없으며, “내가 이곳에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지옥에서는 절

대 벗어날 수 없”다고 독백한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준석은, 총기를 멘 채

자신이 그토록 떠나길 원해 마지않았던 ‘지옥’인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

준석은 왜 탈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다소 허탈하게 느껴지는 선택을

한 것일까? 준석은 ‘한’에게 복수를 꿈꾸는가? 결말 부분의 허탈함을 질문하

는 인터뷰어에게,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지옥도에서 벌어지는 청년 세대의 이야기로 가다보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

고 싶었다. 요즘 청년들은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낙원 같은 곳으로 도망

가고 싶어한다. '사냥의 시간'은 어렵게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그런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하고자 장르적 욕심을 부렸다. 리뷰를 보면서 '허탈하

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겠]다 싶었다.”133)

“엔딩은 쑥스럽지만 제 생각을 담은 게 맞아요. 준석 본인이 생존에 성공했고 본

인이 생각한 유토피아에 가지만 ‘과연 이게 성공인가?’라는 의문을 갖잖아요.”134)

“벗어나고 싶은 청년들에게 벗어나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길 해 주고 싶었습니

다. 누군가는 희생되고 누군가는 싸울 텐데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싸워야 하

는 것 아닌가 생각이 있었거든요”135)

윤성현 감독이 언급한 허탈함은 Ⅲ장에서 분석한 탈조선 서사에서 나타

났던 허무함과 공명한다. 탈조선을 시도한 이들이 느끼는 허무함은, 더 이상

133) 한국경제, “[인터뷰+] 평점 테러맞은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이 답하다” 2020. 05. 01.
134) 민중의소리. “[인터뷰①] ‘사냥의 시간’ 윤성현 감독 “서스펜스 살리려 공간-음악 극
대화, 큰 화면에서 보세요”. 2020. 04. 29.

135) 쿠키뉴스, “[쿠키인터뷰] 청년들에게 남긴 ‘사냥의 시간’ 윤성현 감독의 메시지” 2020.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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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역량을 투여할 곳이 없음을, 혹은 탈출해서 도달한 곳이 자신이 생

각하던 유토피아가 아님을 느낄 때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 장에서 확

인할 수 있었다. 준석은 총기를 든 채 대만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그가

다시 ‘한’과 마주해 싸울지, 아니면 또 다시 자전거 가게를 차릴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상기한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싸워야 할 대상은 언급되지 않는

다. ‘누군가는 싸울 텐데’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감독의 언급에는, 역

시 ‘무엇에 맞서’가 결여되어 있다. 준석을 연기한 이제훈 배우는, GV에서

이 한국으로의 회귀에 대해 언급한다.

“분명히 그 꿈을 향해서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돈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갔는데 주

위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상실감?

(…) 계속 도망하고 회피했던 인생이었는데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세상이다라는 생각(…)”136)

준석은 총기를 들고 사냥꾼의 형상이 되어 무언가에 맞서 싸우려 돌아오

지만, 과연 그는 자신이 싸우려고 하는 이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을까?

이제훈 배우의 인터뷰는, 준석이 싸우기 위해 돌아온 대상이 바로 ‘삶’ 그

자체임을 시사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열악함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꿈꾸었지만, 준석은 결국 그 탈출로 인해 역설적으로 자신이 처해 있었던

삶의 조건과 회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면하게 된다. 한국에서의 탈출이 다

시 한국으로의 회귀를,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한 열정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

다. 하지만 회귀했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회적 조건에는 크게 변함

이 없을 것이다. 여전히 ‘헬조선’은 탈출하고 싶은 공간일 것이고, 맞서 싸워

야 할 대상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준석’은 사냥꾼이 되어 돌아왔다. 하지

만 지그문트 바우만이 적절히 지적했듯, 사냥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사냥을 준비할 때 갖게 되는 희망이다. 사냥꾼은 사냥을 마치면 또 다

른 사냥을 시작해야 한다. “사냥꾼의 유토피아는 고생이 결코 끝나지 않는

꿈이다.”(바우만, 2010: 170-171). ‘준석’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남성-청년이

과연 누구에게, 혹은 무엇을 향해 열정적으로 총구를 겨누게 될 지는 미지

수다.

136) Netflix Korea, “사냥의 시간 온라인 GV”. 2020. 04. 23. https://youtu.be/nIfvuX1BtJE

https://youtu.be/nIfvuX1Bt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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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은 2015년 발생하였던 탈조선이라는 욕망의 추이를 (남성)

청년 세대라는 강력한 기표를 매개로 종합적으로 포착한 영화다. 청년들은

정체 모를 어떤 것에 추격당하며 죽음의 공포를 겪고, 지옥 같은 곳을 벗어

나 막연한 유토피아로 향하고 싶다는 욕망에 휩쓸리지만, 탈조선에 실패하

고 죽거나, 성공한 경우에도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는 지점은

‘탈조선’의 언어가 끝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감독의 인터뷰대로 영화는 ‘과연

이게 성공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종료될 뿐이고, <헬조선> 웹사이트에

서 만날 수 있었던 ‘탈조선’의 언어들 역시 동일한 질문 앞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다. 이 교착 상태에서, 혹은 돌아온 한국에서 탈조선의 욕망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2. 헬조선의 역설과 그 너머 : <환란의 세대>

2020년, 가수 이랑은 <환란의 세대>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발표한다.

뮤직비디오의 흑백 화면 속 오토바이를 탄 두 남자는 이정표도 없는 길을

정처 없이 달린다. 운전자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으며, 뒤쪽에 탄 이는 운전

자의 눈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다. 장소는 불명, 국적도 나이도 불분명한 이

들은 그들은 눈을 가리고 어디인지 모를 곳으로 끝없이 도주할 뿐이다(그림

7 참고). 화면은 점차 어두워지고,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만이 명멸하며, 탄

성과 절규가 섞인 목소리들이 점차 커지면서 뮤직비디오는 끝난다.

<환란의 세대>는 2015년 11월 2일 처음 작곡된 노래였다. 이랑은 ‘신곡

의 방’이라는 행사를 통해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즉석에서 작곡하고 그것을

녹음하여 신곡으로 발표하는 형식의 공연을 펼쳤다. 행사에서 녹음된 곡으

로 만들어진 컴필레이션 앨범 <신곡의 방>의 소개 글에 따르면, 2014년 11

월에 시작하여 2015년 11월까지 총 12회 진행된 이 행사는 이랑이 게스트

뮤지션을 초청해, 사전에 어떠한 상의도 없이 함께 곡 하나를 만드는 과정

을 관객에게 보여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137) 2015년 11월 12일

137) 이랑, <신곡의 방> 앨범 판매 페이지를 참고했다.
http://your-mind.com/product/%EC%8B%A0%EA%B3%A1%EC%9D%98-%EB%B0%A9/2919/

http://your-mind.com/product/%EC%8B%A0%EA%B3%A1%EC%9D%98-%EB%B0%A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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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의 방> 마지막 공연에서 탄생한 곡이 바로 <환란의 세대>다. 이 날

은 <신곡의 방> 공연 중 유일하게 이랑이 단독으로 진행한 공연이었고, 이

랑이 평소 적어 둔 메모들을 바탕으로 가사가 작성되었다.138)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또 사람 죽는 것처럼 울었지

인천공항에서도 나리타공항에서도

울지 말자고 서로 힘내서 약속해놓고 돌아오며 내내

언제 또 만날까 아무런 약속도 되어있지 않고

어쩌면 오늘 이후로 다시 만날 리 없는

귀한 내 친구들아 동시에 다 죽어버리자

그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선수 쳐버리자

내 시간이 지나가네

그 시간이 가는 것처럼

이 세대도 지나가네

모든 것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넌 화를 내겠니

모든 것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넌 슬피 울겠니

우리가 먼저 죽게 되면

일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없어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되고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고

편지도 안 써도 되고

메일도 안 보내도 되고

메일도 안 읽어도 되고

목도 안 메도 되고

불에 안 타도 되고

138) 이랑의 선공개 싱글 [환란의 세대] Co-Working 기록.
https://www.genie.co.kr/magazine/subMain?ctid=1&mgz_seq=8583

https://www.genie.co.kr/magazine/subMain?ctid=1&mgz_seq=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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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안 빠져도 되고

손목도 안 그어도 되고

약도 한꺼번에 엄청 많이 안 먹어도 되고

한꺼번에 싹 다 가버리는 멸망일 테니까

아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 너무 좋다

아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 깔끔하다

-이랑, <환란의 세대> 가사

1) 헬조선의 인력(引力)

2015년 11월 작곡된 <환란의 세대>의 가사에서 ‘헬조선’을 살아내고 있

는 동시대 예술가의 감각을 읽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헬조선인’

으로서의 감각은 그가 작곡하는 노래의 전면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령,

2017년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포크 노래’ 상을 수상한 이랑의

노래 <신의 놀이>는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시작된다.139) “한국에서 태어나

서 산다는 데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나요/ 때로는 사막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사냥의 시간>에서 그려진 ‘헬조선’의 풍경이 우화

적 디스토피아였다면, 이랑이 체험하는 ‘헬조선’의 풍경은 황량하고 생명이

상존하기 힘든 건조한 사막이다. 이랑도, 이랑의 친구들도 이를 함께 느끼고

있다. 이랑이 경험하는 ‘헬’은 주변인들이 힘에 겨워 끝없이 어디론가 탈출

하는 곳이다.

“이랑: 힘들어요. 싫은 게 아니라 힘들어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헬조선이잖아

요? 그래서 힘들어요. 저의 친한 친구가 자살하거나, 해외로 이주해버리거나, 점

점 외로워지니까. 한국은 자살률 1위잖아요? 헬인데도 케이팝이나 아이돌을 보면

서 즐거워 하고 있고,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더욱 힘들어져서 자살하죠.”140)

139) 이랑은 이 시상식에서 자신이 받은 트로피를 즉석에서 경매하는 퍼포먼스를 펼치
며, 예술에 종사하는 이들이 겪는 가난을 알렸고, 이는 대중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관련된 기사는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가수 이랑이 시상식에서 ‘즉석 트로피 경매’를
한 이유”, 2017. 02. 28.을 참조하라.

140) VICE Japan, “Who Are You?：イ・ランさん　 シンガー・ソングライター”. 2016.
09. 16. https://www.vice.com/ja/article/pamymy/who-are-you-iran 인용한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辛いの。嫌いじゃなくて辛いの。韓国で生まれたのにヘル朝鮮で

https://www.vice.com/ja/article/pamymy/who-are-you-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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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의 세대>도 ‘탈조선’을 하는 친구와 공항에서 이별하며 사람 죽는

것처럼 울었다고 말하는 화자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화자가 헤어진 친구와

다시 만날 리 없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화자의 친구는 ‘해외로 이주’하기 위

한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는 듯하다. ‘탈조선’을 위한 비행기에 탑승하는 “귀

한 내 친구들”에게 다 같이 죽어버림으로써 “선수 쳐버리자”고 권하는 이

노래는, ‘환란의 세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이 살

아가는 시대를 근심(患)과 재난(亂)의 시대로 규정한다. 이들이 죽음으로써

이 환란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는, “일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없어

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되고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고 편지

도 안 써도 되고 메일도 안 보내도 되고 메일도 안 읽어도 되고 목도 안 메

도 되고 불에 안 타도 되고 물에 안 빠져도 되고 목도 안 그어도 되고 약도

한꺼번에 엄청 많이 안 먹어도 되”기 때문이며, ‘점점 외로워지’는 일 없이

“한꺼번에 싹 다 가버리는 멸망일” 것이기 때문이다.

노래의 제목이 환란의 ‘시대’가 아닌 환란의 ‘세대’로 정해졌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랑이 속한 환란의 ‘세대’의 집합적 정체성을

묻게 된다. 이들은 사회적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극심한 피로를 호소한

다. 일하고 돈 벌기로 대표되는 경제 행위와 헤어짐과 만남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모두 근심으로 여겨지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일상적

삶에 대한 긍정 위에 정초된 근대 세계가 개인들을 옭아매는 쇠우리가 되었

しょう？ だから辛いの。私の仲良しの友達が自殺したり、外国に移住しちゃったり、
どんどん寂しくなるから。韓国は自殺率１位でしょう？ ヘルなのにK-POPとかアイド
ルを見て楽しんでるし、本当に辛い人たちが、もっと辛くなって自殺する”

죽음으로서 하지 않게 되는 것 이탈하고자 하는 대상

일 하기, 돈 벌기, 메일 쓰기, 메일 읽기. 경제 생활

헤어지기, 만나기, 편지쓰기. 일상적 상호작용

불에 타기, 물에 빠지기. 재난

목 메기, 목 긋기, 울기, 약 먹기, 폭식하기. 병리

<표 5> <환란의 세대> 가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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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베버의 지적도, 이들의 근심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던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도, 이들에게는 내

면을 옥죄는 사슬처럼 여겨진다.

노래에서 이들은 앓는 이들(patient)로 나타난다. 화자와 화자의 친구들은

모두 자해와 폭식, 그리고 치료를 반복하고, “또 사람 죽는 것처럼 울었지”

라는 가사에서 드러나듯, ‘사람 죽는’ 일에 대한 강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들이 갖는 공포의 근원에는 화마(火)와 수해(川)라는

재난(災)의 상상력이 자리하고 있다(한송희, 2019: 106). 이를테면 <환란의

세대> 가사에 등장하는 불에 타고 물에 빠진 이들은 우리에게 용산 참사와

세월호 사건을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불에 타는 이들의 절규와 물에

빠진 이들의 아우성. 그리고 이를 목도한 이들이 겪는 우울감은 한 시대와

세대를 죽음의 관념과 강하게 연결짓는다. 80년대의 광주가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그랬듯, 이들이 겪어 온 사회적 참사는 ‘환란의 세

대’에게도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짙게 드리운다.

<환란의 세대> 가사에서 표현되고 있는 죽음과 이탈의 욕망이 ‘헬조선’

과 ‘탈조선’의 그것이라고 독해할 수 있는 이유는, 가수 이랑 자신이 ‘헬조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으로서 노래를 만들고 부른다는 점을 여러 곳에

서 언급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한 인터뷰에서,

이랑의 개인 SNS에 게시되는 정치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언급하며, 정치와

음악을 하나로 엮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 않냐는 인터뷰어의 물음에 이랑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헬조선인’이니까, 그러한 자신이 만드는

곡이니까, 결국 저는 개인이지만 사회성도 있기 때문에. (…) 아침에 일어나면 곧

‘아~ 헬조선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웃음)”141)

141) Fnmnl, “フォト&インタビュー | イ・ラン 「このピアスは乳首」「私はドラァグク
イーンの時はイザベル」 「あなたも香水つけてデモに行く？」” 2016. 11. 27.
https://fnmnl.tv/2016/11/27/14508?fbclid=IwAR17u_aa_U8dRA5Oxk3EMjddqU7LnjN88
hkuy8T1z0AaIAFpBCmB0O_AbYM 인용한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イ・ラン -
それはそうかもしれないなぁ。けど私は「ヘル朝鮮人」だから。そんな自分が作る曲だ
から、どうしても、私は個人だけど社会性もあるから。(…) イ・ラン - けど私たちは
朝起きたらすぐに「あ〜ヘル朝鮮だ」って思うから。笑”

https://fnmnl.tv/2016/11/27/14508?fbclid=IwAR17u_aa_U8dRA5Oxk3EMjddqU7LnjN88hkuy8T1z0AaIAFpBCmB0O_Ab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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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면, 곧 잠에서 깨어나 일상생활과 사회적 공간으로의 진입

을 준비하는 시작점에서 이랑이 떠올리는 것은 이곳이 ‘헬조선’이라는 사실

이다. 이랑은 ‘탈조선’의 욕망과 대결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

다. 2020년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이랑은 <신의 놀이>의 가사에서 자신이

던진 ‘한국에서 태어나서 산다는 데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을

그에게 다시 묻는 인터뷰어에게 답한다.

“저는 20대 중반쯤 외국에 처음 나가봤어요. 그전까지는 한국에서 태어나 줄곧

살아오면서 이 옵션이 나에게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어요. 구원을 바

라는 마음이랄까. 삶이 너무 괴로운 이 나라 말고도 더 행복한 곳이 어딘가에 있

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나 말

고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요” (비릿 편집부·이랑, 2020: 22)

상기한 인터뷰들과, <환란의 세대>의 노래 가사를 통해 볼 때, Ⅲ장에서

분석되었던 탈조선의 언어들을 이랑 역시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랑이 탈조선에 대해 갖는 태도는 보다 복잡하다. <사냥

의 시간>이 탈조선의 결심과 준비 단계에서 관찰되는 분노와 열정, 그리고

탈조선의 실행 단계에서 관측되는 회귀의 욕망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면, 이랑은 ‘헬조선’이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행위 능력의 감소와 증대를

동시에 추동하고 있다는 역설을 온 몸으로 느끼며, 그 역설을 자신의 창작

물에 배음(背音)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의 놀이> 앨범과 결합된

형태로 출간된 동명의 에세이집 『신의 놀이』에 실린 글에서, 이랑의 언어

로 쓰인 ‘헬조선’의 역설을 발견할 수 있다.

“외국에 다니면서,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많이 찾아냈다. 어디서든 나쁜 점은 기

막히게 잘 찾는 나지만 나쁜 점이 진짜 없는 곳도 있었다. 딱 6개월만 살아봤으

면 좋겠다 싶은 곳도 있었고, 2년 혹은 3년 내내 머물고 싶은 곳도 있었다. 하지

만 그때마다 나는 서울을 다시 떠올렸다. 나는 서울 사람이다. 나는 서울에서 하

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서울을 아주 싫어하면서 좋아한다.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곳이 또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는 에너지로 서울의 이상한 점을 죽을 때까지

놀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기 위해 나는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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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말 그래야 하는 게 맞을까? (…) 오랫동안 평온했던 곳들이 떠오른다. (…)

더럽고 깨끗한 것 구분 없이 그저 편한 대로 살아도 됐던 곳. 그런데도 나는 왜

다시 긴장 속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 나는 사람들이 ‘행복’을 말할 때, ‘행복’

을 노래할 때의 그 느낌이 좋았다. 구름 위로 솟아오르려고 하는 듯한 음들, 발

랄한 목소리들.

그런 소리들을 묻어두고 왜 나는 긴장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이랑, 2016:

18-20)

이랑의 글은 서울과 한국, 즉 ‘헬조선’이 그곳을 벗어난 이들을 다시 헬조

선으로 끌어당기는 힘과 헬조선이 행위자들에게 갖게 하는 ‘긴장’을 예리하

게 포착한다. 이 긴장은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긴장이다. ‘죽을

때까지’ 이상한 것들을 놀릴 수 있는 에너지를 무한히 생산하는 이 공간은,

‘평온’한 행복을 찾아 떠난 행위자들을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한다. 이

러한 인식은 웹사이트 <헬조선>의 서사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어떤

혼란(dislocation)과도 일맥상통한다.142) <사냥의 시간>은 대만으로 떠났던

‘준석’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며 영화의 막이 내리지만, <환란의 세대> 뮤

직비디오는 <사냥의 시간>이 막이 내린 바로 그 곳에서 시작하는 영상이

다. 탈조선을 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거나, ‘탈조선’을

꿈꾸면서도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들의 모순적 욕

망이 <환란의 세대> 뮤직비디오의 이미지에 담겨 있다.

2) 길 잃은 조선인

2015년에 작곡된 <환란의 세대>가 2020년에 싱글 앨범으로 재발매된 이

유를 이랑은 “2015년에 만든 곡이지만 현재까지 유효한 고민을 노래하고 있

기”143)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환란의 세대>가 싱글 앨범으로 만들어지며,

<환란의 세대> 뮤직 비디오가 함께 제작되었다. 환란의 세대원이 저마다의

142) 가령, 앞서 Ⅲ장에서 인용했던 게시글의 내용 일부를 다시 인용할 수 있다. “헬조선
에 살면서 이런 헬같은 문제들 까고 까고 이 커뮤니티에서 뭉치고 후기보고 풍자하는
글 보는 거 자체가 재밌고 즐겁고 꿈꿀수있고 내가 준비해서 헤쳐나갈 길 (…)”

143) 이랑의 선공개 싱글 [환란의 세대] Co-Working 기록. 2020. 06. 22.
https://www.genie.co.kr/magazine/subMain?ctid=1&mgz_seq=8583

https://www.genie.co.kr/magazine/subMain?ctid=1&mgz_seq=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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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로 절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함성 가운데, 눈을 가린 채 오토

바이를 운전하는 이미지만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 뮤직비디오는, 이상(李箱)

의 「오감도」에서 강박적일 정도로 무섭다는 말을 되뇌이며 도로로 질주하

던 13인의 아해의 불길하고 음울한 형상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영상

을 뜯어본다면, 이들의 주행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고속의 ‘질주’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의 기종은 고속 운전을 위

한 기종이 아니며, 영상에서도 이들은 고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

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의 한적한 길을 눈을 가린 채 천천히 그

리고 오래 달릴 뿐이다. <환란의 세대> 뮤직비디오 영상이 질주(疾走)의 영

상이라면, 그것은 주행의 신속성(疾)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주행

이 어떤 증상으로(疾)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뮤직비디오가 2020년에 제작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뮤직비디오로 제작된 <환란의 세대>에서 포착된

증상을 해명하는 것이 ‘탈조선’의 욕망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겪은 변화

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이랑, <환란의 세대>(2020) 뮤직비디오 中

<환란의 세대> 뮤직비디오에서 그려진 불가사의한 질주의 이미지(그림

7)는, 사진작가 시가 리에코(志賀 理江子)가 일본 센다이(仙台) 지역에서 촬



- 111 -

영한 영상을 대본으로 삼아 편집된 것이다. 이랑은 한 인터뷰에서 이 영상

을 <환란의 세대> 뮤직비디오에 사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 이랑은 시

가 리에코를 인터뷰에서 언급하며, 그녀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한다. 센다이

지역은 쓰나미 피해가 심각했던 곳인데, 이랑에 따르면 시가 리에코는 쓰나

미에 쓸려 나간 허허벌판에서 폐허가 된 집들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사진을

모으고, 재난과 죽음의 이미지 등을 주제로 작업을 진행해 온 작가로, 이랑

은 그의 작업을 좋아해 유심히 지켜봐 왔다고 한다. 이랑은 센다이에 방문

하여 시가 리에코를 만났고, 자신이 그동안 작업한 다른 노래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을 연달아 본 시가 리에코는, 무언가 생각났다고 하

며 자신이 촬영해 놓았지만 창작에 사용하지 않았던 영상을 이랑에게 보여

주었다. 이랑은 그 영상을 본 순간 <환란의 세대>에 사용해야겠다는 생각

을 떠올렸다고 밝힌다. 이랑은 두 명의 남자가 눈을 가리고 운전해서 가는

모습이 <환란의 세대> 가사에 잘 어울린다는 인터뷰어의 말에 동의하며,

영상에 딱 맞는 곡이 영상을 보는 순간 머리 속에 이미 짜여졌다고 말한

다.144)

그렇다면 이랑은 무엇 때문에 영상이 <환란의 세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 바꿔 말하면, 2015년에 노래 가사로 형상화된 ‘헬조선’

의 감각이 어떻게 2020년에 시가 리에코의 영상을 매개로 다시금 노래된 것

일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환란의 세대> 가사와 시가 리에코의

영상이 불일치하는 지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만일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두 명의 남자가 눈을 가린 채 운전하고 있는 이유가, <환란의 세대>의 가

사에 적힌 대로 ‘다 같이 죽어버리’기 위한 것이라면, 등장인물들이 오토바

이를 운전하는 속도와 주행 시간이라는 요소는, <환란의 세대> 노래 가사

에 담긴 죽음충동과는 모순되어 보인다. 죽음이 목적이라면 그들의 느린 주

행 속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의 주행은 영화 <이유 없는 반항>(1955)에

서의 치킨런 게임처럼, 절벽을 향해 최대 속도로 차를 몰아가며 내기를 하

는 청년들의 이미지와도 겹쳐지지 않고, 영화 <비트>(1997)에서처럼 스포츠

용 모터사이클을 타고 도시의 터널 속을 고속으로 주행하며 양팔을 벌리고

눈을 반쯤 감은 채 해방감과 불안감이 어우러진 기분을 만끽하는 이미지와

144) 인터뷰 내용은 팟캐스트 <영혼의 노숙자> 138화(2020. 07. 12)를 참조했다. 인터뷰
는 http://www.podbbang.com/ch/14700에서 들을 수 있다.

http://www.podbbang.com/ch/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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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이하다. 요컨대, 시가 리에코가 촬영한 영상에서의 주행은 죽음충동에

기반한 탈존(脫存)의 몸짓이라기보다는, 삶충동과 죽음충동이 섞인 채 어딘

지 모를 공간을 향해 탈주해 가는 막연한 몸짓으로 읽힌다.

이러한 독해의 또 다른 근거는, 영상에서 추정되는 이들의 총 주행 시간

이다. 5분 16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주행하는 이들을 근경과 원경으로 번갈

아 촬영한다. 원경에서 촬영된 영상의 배경에 놓인 하늘이 영상 초반에는

밝았다가 영상 후반에는 어두워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영상에 담긴 주행

시간은 최소한 하루 낮부터 밤까지 이루어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또

한 주행 중인 두 명이 입고 있는 옷이 중간에 바뀌는 것으로 보아, 이는 여

러 번의 주행을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인 것 역시 알 수 있다. 눈을 가린 채

어디에도 충돌하지 않고 반나절 이상을 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죽음의 상상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충돌의 위험 등은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

는다는 모순적인 지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점에서, <환란의 세대> 뮤직비디

오에서 시각의 차단은 충돌의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삶에의 의지를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방향 감각의 상실과 막연

함을 표현하는 징후로 독해될 수 있다.

뮤직비디오의 영상은 주행 중인 남성 청년 두 명의 이미지로 시작해서

주행 중인 상태로 종결된다. 이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세계 안을 떠돌고 있

을 뿐이다. 어떤 점에서 <환란의 세대>의 뮤직비디오는 이행기 청년의 메

타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행기 청년들에게 흔히 부여되곤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희망과 절망의 교차, 방황과 자아 탐색의 이미지를 영상

에서 읽어 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환란의 세대> 뮤직비디오를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2004)의 주행 이미지(그림 8)와 병렬하여 본다

면, <환란의 세대> 뮤직비디오 영상에서 나타나는 폐쇄적 세계감이, 이행기

청년의 세계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는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한 오토바이 여행인 체

게바라의 남미 여행을 다룬 영화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서 체 게바라

가 그의 친구와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있을 때의 표정과 몸짓에는 자유와

낭만이 가득하다. 웃고 있는 눈, 반쯤 벌어진 입, 활짝 벌린 팔은 미래를 자

신의 품으로 당겨오는 몸짓이다. 그들이 주행하고 있는 길은 미래로 열린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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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환란의 세대> 영상에서 두 명의 청년은 몸을 바싹 웅크리고 있

다. 시선은 가려졌거나, 바닥으로 향한다.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미래

가 아니다. 그들에게 현재는 부서져 있다. 맞바람에 실려 그들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은 등 뒤로 흩어지고, 미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지 못하는

이들은, 함께 있는 이의 등에 바짝 기댄 채 어딘가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2015년에 나타났던 맹렬하게 탈출을 욕망하던 이들의 형상

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이 너무나 떠나고 싶어 하는 공간

으로 끝없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 8>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2004) 스틸컷

(출처: https://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nhn?code=38551)

2019년에 발표된 이자연 작가의 동명의 회화 <환란의 세대>(그림 9)에서

도 더 이상 탈출할 곳을 찾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려진다. 이랑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이자연은 이랑의 노래 <환란의 세대>를 모티프로 삼

아 <환란의 세대>(그림 9)라는 회화 작품을 제작해 이랑에게 보냈다고 한다.

작품은 서울로 추정되는 도심 한복판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낸다. 화면

의 상단과 하단에서는 큰 폭발이 일어나고, 도심은 매캐한 연기로 자욱하며,

거리에는 폭발의 잔해가 가득하다. 전봇대에 달린 표지판에는 폭발이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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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지시하듯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전봇대 아래에서는 갓(冠)을 쓴 도포

차림의 남자 두 명이 각기 다른 곳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듯 서 있다. 화면

의 가운데에는 탈출구인지 절규인지 알 수 없는 글자가 적혀 있다. “OUT”.

들뢰즈의 언어를 빌려 말하자면, <환란의 세대>가 그려진 캔버스 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환란과 그것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욕망이 빚어내는

‘사건’이다.145) 재난은 캔버스의 모든 곳에 있고, 우리는 대규모의 환란이 벌

어지고 있음을 안다. 우리는 <환란의 세대>(그림 9)에서 도심에서 벌어진

재난의 배치(assemblage)와 그 안에서 발현되는 탈출의 욕망을, 비록 이것

이 ‘어디에서도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각할 수 있다.

<그림 9> 이자연, <환란의 세대>(2019)

145) 장-자크 르세르클(Jean- Jacques Lecercle)은 들뢰즈적인 ‘사건(event)’의 의미를 사
도 바울의 회심과 스티븐 크레인의 소설 『붉은 무공훈장』에서의 한 장면을 대조하
며 설명한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바울이 신과 조우하는 사건이 한 명의 인
간에게 벼락같이 내리치는 카이로스(kairos)적 사건이라면, 들뢰즈가 사용하는 ‘사건’
의 의미는 바울의 다메섹 사건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중지나 화산의 분출같은 이미지
와는 거리가 멀다. 들뢰즈에게 사건은 오히려 도처에 자욱하게 퍼진 안개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붉은 무공훈장』의 “주인공은 미친 듯 달리고 있다. 그는 자신이 도주하
고 있는지 적진으로 돌진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그의 주변에 대규모 전투
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지만, 그는 전투 자체를 경험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 그가 파
악하는 것은 안개처럼 전장을 떠도는 소규모 접전, 개별 군사행위, 조각난 전투 경험
들에 지나지 않는다. 전투는 모든 곳에 있지만, 어디에서도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
는다”(Lecercle, 2002: 108-109.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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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의 세대> 그림에서 탈출의 욕망은 <사냥의 시간>에서처럼 직선적

으로 발현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난과 탈출은 매우 혼란스러운 양태로 뒤섞

여 있다. 전봇대에 기대어 선 이는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 캔버스 상

단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며, 다른 이는 캔버스 화면 밖을 바라보고 있다. 전

봇대에 달린 표지판은 폭발이 일어나는 쪽을 가리키기도 하고, ‘OUT’이라

쓰여 있는 곳을 가리키기도 한다. 탈출구처럼 여겨지는 ‘OUT’이 쓰여 있는

곳은 재난의 한복판에 있고, 두 명 모두 그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들은

길을 잃은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재난 속에서 길을 잃은 이가 갓과 도포를 쓴 전근대인으

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그림 10)에 주목하게 된다. 한국의 압축적 근대는 전

근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 근대적인 것과 탈근대적인 것이 같은 시간 속

에 응축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에 기반하여, 상이한 시간대에 속한 요소들

이 충돌하고 교섭하며 발전한 ‘다중적 근대’(multiple modernities)의 양상을

보여 왔다(임혁백, 2014). 상이한 시간대에 공존하는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은

21세기 한국이라는 시·공간에서 형성된 주체의 정체성을 물을 때 피할 수

없는 요소다.

칼 만하임은 예술사가 빌헬름 핀더를 인용하며, 서로 다른 세대는 질적

으로 완전히 상이한 내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동시대의 비동시성’ 테제를

수용했다(칼 만하임, 2013: 29). 하지만 다른 세대의 문화와 독립적으로 형성

되었으며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만 공유하는 “자기 자신만의 다른 시대”

는 엄밀히 말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만의 다른 시대”는 비동시적

인 것을 교섭, 길항, 혼효, 거부, 계승, 파괴하는 다층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

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의 사유가 다성적(Polyphonic)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은(칼 만하임, 2013: 29) 개별 요소의 식별뿐 아니라, 동시대적인

것 안에 은폐되어있는 비동시적인 것의 무늬까지도 읽어 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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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이자연, <환란의 세대>(2019) 中 일부

‘헬조선’의 언어는 이전 시대로부터 축적되어 온 ‘미개함’을 저주하는 동

시대의 언어였다. 하지만 ‘미개한’ 국가에서 성장 과정을 거친 주체들 역시

전근대적인 것과의 상호작용을 거치며, 일정 정도의 ‘미개함’을 분유하고 있

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탈출의 주체들은 타인의 ‘미개함’을 비난하

는 동시에 자신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미개함’과 대면하며 탈출의 주체가

된다. 이 점에서, <환란의 세대> 그림에 등장하는 조선의 의복을 갖춘 남성

의 형상은 탈출을 결심한 이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미개한) ‘(헬)조선인’의

표현이라고 여겨진다. 탈출을 결심한 이는 조선인의 형상으로 길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남성들이 길을 나서자마자, 여행은 끝났다

(루카치, 1985: 79).

3) 헬조선의 여성들

<환란의 세대> 뮤직비디오 영상과 <환란의 세대> 그림에 등장하는 남

성들은 방향 감각의 상실을 호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표현을 남성

중심 커뮤니티인 <헬조선> 웹사이트에서 발화되었던 언어들이, 또는 남성

청년의 좌절을 과잉 재현해왔던 헬조선 담론이(배은경, 2015; 한우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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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더이상 영향력 있게 재생산되지 못하는 상황을

예증하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헬조선> 웹사이트와 영화 <사

냥의 시간>으로 대별되었던 남성-탈조선의 욕망은 한계에 직면했고, 더 이

상 의미 있는 재생산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2020년에 다시 편곡된 <환란의 세대> 노래에서 남성의 언어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로 나아가는 탈조선의 욕망을 미세하게 감지할 수 있

다. 2020년 편곡된 <환란의 세대>에는, 이랑이 단독으로 불렀던 원곡과는

달리, 피처링으로 참여한 합창단이 존재한다. 합창단의 이름은 ‘아는언니들’

로, 여성주의 문화운동 단체인 ‘언니네트워크’의 회원소모임으로 운영되는

합창단이다. 페이스북 계정 소개글에 따르면 ‘아는언니들’은 비혼과 퀴어, 그

리고 페미니즘을 노래한다고 스스로를 소개한다.146) 3분 47초 분량의 <환란

의 세대> 원곡은 편곡 과정에서 5분 15초로 늘어났다. 연주의 속도가 느려

지기도 했지만, 늘어난 시간의 상당 부분은 곡의 후반부의 분량 증가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곡은 “아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 너무 좋다/ 아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 깔끔하다”라는 가사가 끝난 후 종료되지만, 편곡된 <환란

의 세대>에서는 해당 가사 이후 노래의 마지막 1분 동안 “아아아 아아 아

아아 아아”라는 가사가 여러 명의 여성의 목소리가 교차하며 불협화음을 일

으키고 절규처럼 반복된다. 이 늘어난 1분은 ‘아는언니들’ 합창단의 목소리

로 이루어져 있다.

<환란의 세대> 뮤직비디오 영상은 ‘아는언니들’ 합창단이 외치는 절규와

환호가 섞인 기이한 외침 속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두 명의 남성의 모

습이 점차 사라지고 화면이 검게 변하며 종료된다. 남성 청년들의 탈주가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페미니즘을 노래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

며 영상이 종료되는 것은, 탈조선이라는 욕망의 향방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

후처럼 느껴진다. 가령, 이랑이 ‘아는언니들’ 합창단과 함께 부른 또 하나의

노래인 <우리의 방>(2020)에서는, 가보지 못한 외부 세계에 대한 희망이 직

접적으로 실려 있다. 이랑과 합창단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영상에서도,

146) “생활밀착형 비혼여성코러스 '아는언니들'은, 남편, 아이, 시댁의 결혼 삼종세트 밖
에도 그럴 듯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길도 씩씩하고 유쾌하
게 걸어나가는 비혼 여성들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여성주의 문화운동 단체 언니네트워
크의 회원소모임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소중한 언니들의 일상을 함께 노래합니다. 그
래요, 우린 뭘 좀 아는 언니들이니까요.” (출처: https://www.facebook.com/unniechoir)

https://www.facebook.com/unniech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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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눈빛에는 소망이 가득하다. 노래를 함께 부르며 희망 어린 눈길로

먼 곳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환란의 세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의

차단된 시선과 극명히 대비된다. 가사의 일부를 옮긴다.147)

“우리의 방은 너무 좁고 시끄럽고/우리에게 돈은 항상 멀리 있지/(…) 나는 눈앞

의 경계선을 넘어서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들어는 봤

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활기로 가득 찬 세상과 도시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 우리의 이런 바람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넓은 곳으로 날아가려해

(…)”

여성들이 욕망한 탈조선은 남성-청년의 형상으로만 주로 재현되어왔던

탈조선의 욕망과 어떻게 달랐을까? 다음 절에서는, 2010년대에 한국에 나타

난 또 다른 탈출의 욕망이라 부를 수 있는 ‘탈코르셋’ 운동과 결합된 탈조선

의 욕망이 표현된 텍스트를 분석할 것이다.

3. 페미니즘-탈코르셋-탈조선: <탈코일기>, <B의 일기>

2019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가1’ 작가의 웹툰 <탈코일기>는, 본편과 외

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편의 내용이 끝난 후, 가족과의 연을 끊고 ‘탈조선’

을 하는 여성 주인공 ‘도수리’의 이야기가 외전에서 그려진다. ‘도수리’가 어

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 없다. ‘도수리’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고

질책하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한국을 떠난다. “나는 지

금 공항이에요. (…) 가면 안 돌아올 거고. 당신 번호는 차단할 거야”(작가1,

2019b: 224).

‘도수리’는 ‘김뱀희’, ‘백로아’와 함께 <탈코일기>의 세 명의 주인공으로

설정된 인물이다. 2018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 내에서 30대 중반인 ‘도수

리’는 이미 오래 전에 ‘탈코르셋’을 한 인물로, 20대 초반 대학생인 ‘김뱀희’

는 이제 막 탈코르셋을 한 인물로, 김뱀희의 친구인 ‘백로아’는 과거에 외모

147) 이랑과 ‘아는언니들’ 합창단이 함께 부르는 <우리의 방> 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kmORksy55gM를 참고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mORksy55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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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차별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코르셋을 못 잃는’ 있는 인물로 그려진

다. 도수리는 탈코르셋을 막 시작한 김뱀희가 선망하는 이상적인 인물상이

다. 도수리는 짧은 머리를 하고,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골격이 큰 근육질의 여성

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만약 탈코르셋의 핵심이 <탈코일기>에서 그려진 대로 “사회적

여성성 탈피, 권력 탈환, 탈가부장제”(작가1, 2019a: 225)라면, 도수리는 일정

부분 그것을 성취한 캐릭터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도수리는 왜 갑자기 ‘탈조

선’을 하게 되는 것일까? 여기서는 <탈코일기>(2019)와 동일 작가의 후속작

이며 <탈코일기>보다 이전 시점에서 ‘도수리’의 과거가 그려지는 <B의 일

기>(2020)를 분석하여, 탈코르셋과 탈조선이 결합할 수 있었던 조건들을 추

적함으로써 도수리의 ‘탈조선’이 던지는 질문에 답할 것이다.

1) 탈코르셋 운동과 <탈코일기>, 그리고 탈조선

2018년경 온라인에서 형성된 ‘탈코르셋’ 운동이라는 강력한 욕망의 흐름

은, SNS를 통해 10대와 20대 여성들을 주축으로 확산되며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의 주류를 이루었다. 탈코르셋 운동은 유튜브와 트위터 등에서도 활발

하게 공유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행위 양식으로 자리잡았다.

여성에게 외모를 꾸밀 것을 강요하던 사회적 압력을 비판하며, 화장품을 버

리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여성성이 부각되는 옷을 입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코르셋의 의미도 확장되었다. 여성의 신체를 조

이는 의복인 코르셋(Corset)은, 일차적으로는 여성의 외모에 가해지는 억압

이라는 의미를 띠었지만, 그 의미가 확장되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억

압 일반의 이름처럼 쓰이게 되었다. 바꿔 말해, 한국의 여성들에게 코르셋이

란 여성혐오적 논리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한국 사회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김애라, 2019; 김남이, 2019).

탈코르셋 운동은, ‘작가1’의 표현처럼 한국 사회에 “돌풍처럼 들이닥쳤

다”(작가1, 2019a: 4). 그리고 그 돌풍이 형성하는 욕망-어셈블리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든 텍스트가 바로 <탈코일기>라는 웹툰이었다. 탈코르셋 운동

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던 2018년 7월, 페미니즘과 관련된 글이 주로 공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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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초 커뮤니티인 ‘올뺌’에 <탈코일기> 1화가 게시된다. 이후 연재 과정에

서 <탈코일기>는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얻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탈코르셋 운동에 상징과 언어를 동시에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인다. <탈코일

기>를 접한 많은 이들이 SNS를 통해 주인공들의 대사와 독백에서 느낀 충

격을 고백했으며, <탈코일기>의 이미지와 대사들은 ‘혜화역 시위’로 불린 불

법 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등에서 사용되는 피켓으로 제작되기도 했다.148)

2019년 초에는 <탈코일기>의 온라인 연재분을 단행본으로 출간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이 진행되었다. <탈코일기>는 펀딩이 진행되었던 ‘텀블벅’ 웹사

이트에서 1억 9천만원의 모금액을 달성하며 당시 도서부문 최고 후원액을

기록하기도 했다.149) <탈코일기> 작가의 인터뷰 영상에 붙었던 제목처럼

‘탈코일기’는 탈코르셋 운동의 경전(‘바이블’)이 되었다.

<탈코일기> 단행본에 실린 작가 소개에 따르면, ‘작가1’은 2016년 ‘강남

역 살인사건’을 통해 처음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작가1은 다

른 이들의 창작물들을 보며 창작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만화를 “홧김에”(작

가1, 2019a: 5), 그리고 “갑자기 뽕차서”150) 그렸다고 말한다. 페미니즘과 탈

코르셋 운동이 형성하는 욕망의 어셈블리지에 접속하며, 작가1은 그것에 강

하게 정동된 것으로 보인다. 탈코르셋에 관해 생각하고, 탈코르셋과 관련된

창작물과 게시글을 읽고, 탈코르셋에 관해 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작가1의

정동하고 정동되는 능력은 증대했고(프로빈, 2015: 137), 그 변용의 과정에서

탄생한 <탈코일기>는 탈코르셋이라는 욕망의 흐름의 확산을 매개한 핵심적

텍스트였다.

<탈코일기>는 “탈코르셋이라는 바람에 휘몰려서 탈코르셋을 갓 한 상태

인”151) 23세 ‘김뱀희’가 복싱장의 여성 탈의실에서 나오는 짧은 머리의 34세

‘도수리’를 만나며 시작된다.152) 단행본 출간 이전 온라인에 처음 게시되었던

148) 김정단, “탈코일기 차기작 단독 인터뷰!”. 2020. 4. 10. https://youtu.be/WrgftNEwiuc
149) 그들이 말하는 탈코르셋, <탈코일기> 단행본. https://tumblbug.com/offthecorsetrgrg/policy
150) Daum 카페 올뺌, “[Best Seller] 탈코일기1”, 2018.07.11.
     https://m.cafe.daum.net/92838393/jXC3/233?svc=cafeapp
151) 김정단, “탈코일기 차기작 단독 인터뷰!”. 2020. 4. 10. https://youtu.be/WrgftNEwiuc
152) <탈코일기>의 주인공인 ‘김뱀희’의 이름은 카페의 이름인 ‘올뺌(올빼미)’(ALL
FEMI)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즉, ‘김뱀희’는 여초 카페에서 탈코르셋을 접하고, 탈
코르셋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여성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김뱀희’와 그의 친구인 ‘백로아’ 모두 대학 재학 중인 인물들로 그려진다는 점은, ‘김
뱀희’와 ‘백로아’가 대표/재현(represent)하는 인구 집단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https://youtu.be/WrgftNEwiuc
https://tumblbug.com/offthecorsetrgrg/policy
https://m.cafe.daum.net/92838393/jXC3/233?svc=cafeapp
https://youtu.be/WrgftNEwi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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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에서는, 김뱀희가 복싱장에 가는 장면에 “김뱀희 23세/ 페미/ 메갈년 복

싱장 가는길/ 건강보지가 되기 위해 운동하러 처음 가는 중”이라는 문구가

함께 삽입된다(3화).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메갈’이라는 단어와 ‘건강보지’라

는 단어는 삭제되고 해당 문구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복싱장 등록하러 가

는 길”(작가1, 2019a: 31)로 수정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보지’로 호칭하는

생물학적 여성 범주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김뱀희는 2015년 이후 한

국의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된 ‘래디컬’ 페미니즘의 언어적 자원을 충실하게

흡수한 인물로 보인다.153) 김뱀희는 ‘올뺌’ 카페 및 타 여초 사이트에서 사용

되는 은어를 구사하며, 해당 은어(‘하용가’ ‘바용가’)154)로 ‘도수리’와의 대화

를 시도하는 것을 상상하기도 한다(작가1, 2019a: 34, 66-67).

도수리는 김뱀희가 페미니즘의 은어를 통해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하려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김뱀희에게 자신의 가방을 꺼내 줄 것을 요청하며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페미니즘 서적155)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대화에 응답하려 한다(6화). 이는 도수리 역시 한국 온라인 페미니즘의 언어

에 익숙한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은 오래지 않아 서로를 ‘동지’로

인식하게 된다. 김뱀희는 탈코르셋을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정체성과 지향이 사회적 여성상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지만, 도

수 있게 한다.
153) 2015년경 탄생한 <메갈리아>와 <워마드> 등으로 대표되는 ‘래디컬’ 페미니즘 기반
웹 사이트에서 여성의 자기 호칭으로서 ‘보지’라는 명칭이 사용되게 된 맥락은 김리나
(2017)의 63-78p과 윤지영(2019) 참조.

154) <탈코일기>에 따르면 ‘하용가’는 ‘하이스펙, 용기, 그리고 가능성’의 줄임말로써, 남성
들이 채팅을 통해 성매매 상대를 구할 때 사용하던 ‘하이 용돈만남 가능?’의 앞 글자를
따서 페미니스트들이 새로운 의미의 인삿말로 재탄생시킨 것이라고 한다. ‘바용가’는 ‘바
라건대 용감하고 가장 뛰어나기를’의 줄임말이다(작가1, 2019a: 34, 81). ‘하용가’는 문두에
서 사용되는 인사말로, ‘바용가’는 작별 시 사용되는 인사말이다. <워마드> 웹사이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사말인 것으로 보인다. ‘하용가’와 관련된 설명은 페미위키의 ‘하용가’
항목을 참고했다. https://femiwiki.com/w/%ED%95%98%EC%9A%A9%EA%B0%80 (접
속일자: 2020. 12. 20.)

155) 도수리의 가방에 들어 있는 책은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이갈리아의 딸들』(황금
가지, 2016)과 수전 팔루디의 『백래시』(아르테, 2017)이다(작가1, 2019a: 48). 『이갈
리아의 딸들』은 웹사이트 <메갈리아>가 자신의 이름을 따 온 책이고, 『백래시』
는 2018년 이후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서 남성들의 안티-페미니즘이 확산될 때, 이러
한 현상을 ‘백래시(Backlash)’라는 명명을 가능하게 한 학술적 근거로 언급된 책이었
다(손희정, 2018). 두 책을 김뱀희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정체성을 넌지시 알리려고 했
다는 점에서, 도수리 역시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손희정, 2015) 이후 한국 온라인
페미니즘의 언어적·이념적 자원에 익숙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s://femiwiki.com/w/%ED%95%98%EC%9A%A9%EA%B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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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는 그런 김뱀희를 차로 데려다주며 김뱀희가 페미니스트로서 갖게 되는

고민에 대해 조언을 건네고, 김뱀희는 그 조언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김뱀

희는 고급 승용차를 타며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도수리를 선망하는 동시에,

도수리에게 동지 의식을 느끼며 사적으로도 연락을 이어 나간다(17화, 20화).

<탈코일기>의 본편 내용은 남자친구의 폭력을 겪은 백로아가 자신의 머

리를 자르고, 자신을 우연히 위기에서 구해준 도수리와 친구인 김뱀희와 함

께 탈코르셋에 동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본편은 김뱀희의 다음과 같은

독백으로 끝난다. “아주 조금씩 한 명이라도 좋으니 함께 하는 이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탈코르셋 담론을 지나 다른 담론거리

로 갈 때가 됐다”(작가1, 2019b: 202-203). ‘작가1’은 한 인터뷰에서 백로아,

김뱀희, 도수리를 각각 누군가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응하는 인물로 그렸

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156) 도수리는 자신보다 어린 김뱀희와 백로아가

탈코르셋 이후의 삶의 방식에 안착하게 도운 후, 한국을 떠난다. 만약 도수

리가 김뱀희의 미래상(像)이라면, 상기한 김뱀희의 독백에서 모색되는 탈코

르셋 담론의 미래는 ‘탈조선’에의 추구에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동일한 구도가 <탈코일기>의 후속작인

<B의 일기>(2020)에서 반복되기 때문이다. 만화 연재 플랫폼 ‘딜리헙’에서

2020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연재된 <B의 일기>는 <탈코일기>의 주인

공 도수리의 과거를 다룬다.157) 이야기는 도수리가 20대이고 사회 초년생이

며 애인과의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인 2011년을 배경으로 삼아, “주인공 ‘도

수리’가 가부장제 체제에 저항적인 인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지금, 만화>

발간위원회, 2020: 49)을 그린다. 도수리는 <B의 일기>에서 <탈코일기>에

서의 모습과 다르게 긴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여성 캐릭터로 등장한다.

도수리는 ‘코르셋’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지만 애인인 ‘정도운’과의 결혼을

준비하며 사회가 여성에게 부과하는 성 역할에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

작한 상태이다. 도수리는 독서 모임에서 애인인 ‘정도운’의 친누나 ‘정도도’를

만나게 된다. ‘정도도’는 짧은 머리를 하고, 20대 초반에 가부장적 가족 질서

156) 하말넘많, “탈코르셋 바이블 ‘탈코일기’ 작가님과의 대담(feat. 텀블벅 출판부문 1
위)”. 2019. 02. 05. https://youtu.be/eBP6eSGzgAc 참조. 2021년 1월 현재 이 동영상
은 비공개되었다. 해당 인터뷰 영상의 캡쳐본이 웹 공간에 남아 있다.

157) 2021년 1월 현재 <B의 일기>는 단행본 발간을 위하여, 3화 이후의 연재 분량은 열
람이 중지된 상태이다.

https://youtu.be/eBP6eSGz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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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탈출하여 독립적인 삶을 영위해 왔으며,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가해

지는 혼인의 압력에서도 자유로워 보이는 인물로 그려진다.

정도도와 만나게 되며, 도수리는 한국의 결혼 제도가 여성을 남성과 가

족이라는 가부장 질서 유지 장치에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애인에게 이별을 고한다. 또한 도수리는 애인의 가족과 공모하

여 자신을 속였던 자신의 부모와도 인연을 끊는다. 이렇게 도수리의 ‘비혼’

을 추동했던 정도도는, 도수리가 가족을 떠나 홀로 서게 되자, <탈코일기>

에서 도수리가 그랬듯 한국을 홀연히 떠난다(43화). 도수리가 <탈코일기>에

서 한국을 떠난 이유도 <B의 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밝혀지는데, <B의

일기> 마지막 장면에서 작품 속 시간은 다시 2018년으로 돌아와, 한국을 떠

난 도수리가 정도도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도착하며 <B의 일기>는 마무리된

다(43화).

정리하면, <탈코일기>와 <B의 일기>에서는 유사한 구도로 두 번의 탈

조선이 이뤄진다. <탈코일기>와 <B의 일기>를 통틀어 가장 먼저 탈코르셋

을 하였던 정도도가 첫 번째로 탈조선을 하고, 두 번째로 탈코르셋을 한 도

수리가 몇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또 다시 탈조선을 하여 정도도가 살고 있

는 곳에 도착한다. 정도도와 도수리 모두 공항에 도착하여 한국을 떠나기

직전이 되어서야, 지인과 가족에게 자신의 탈조선을 전화로 알린다. 탈코르

셋 이후 한국을 떠나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날아가는 인물들의 이름

이, 모두 새(‘도도새’ ‘독수리’)의 이름을 따서 정해진 것은 우연한 것일까?

이들은 탈조선의 비행(飛行)으로서 그들의 이름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보인

다. 한국에 남은 김뱀희(‘올빼미’)와 백로아(‘백로’)는 이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새(鳥)’의 형상을 좀 더 세밀히 독해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2) 탈코르셋과 새(鳥)-되기

작가1은 등장인물의 삶과 등장인물의 이름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탈

코일기>와 <B의 일기>의 등장인물의 이름을 새(鳥)들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말한 바 있다. ‘도수리’는 독수리에서 따 온 이름으로, 강하고 굳건한 이미지

임과 동시에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갖는 희귀함을 표현하려고 했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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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는 지금은 멸종했다고 알려진 도도새에서 따온 이름으로 2011년 당시

정말 저런 사람이 존재했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희귀하며, 내 주변에

는 왜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고민하며 만든 캐릭터라고 한다.158)

작가의 말에 따르면, 정도도는 “가족과 최대한 멀어지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오래 꿈꾸었던 인물이다.159) 작품 내에서 ‘도

도’의 이름은 ‘날지 못해 멸종한 도도새’(26화)에 비유된다. <B의 일기>에서

정도도의 이름을 ‘멸종’이라는 부정적인 특징으로 포착하지 않은 것은 정도

도가 대학에서 만난 친구 ‘유은’이 최초인데, 정도도는 유은을 만나며 인생

의 전환점이 생겼다고 회고한다(26화). 유은은 정도도의 이름에 대해 “날지

못해 멸종했다는 건 날면 살 수 있다는 거잖아?”라는 말을 건넨다. 이 때부터

정도도는 날기 위한 삶, 날 수 있는 새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160)

<B의 일기>에서 ‘날지 못해 멸종했다’는 표현은 가부장적 질서에 포섭되

지 않으려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멸종’의 압력을 은유한다. A가 아닌 ‘B’의

지위로, 가족과 직장에서 늘 부차적인 지위로 밀려나는 여성의 삶에 순응하

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절벽으로 밀려 떨어진다는 은유

인 것이다(38화).161) 하지만 정도도는 편견과 질시에 맞서며 대안적 삶의 가

능성을 온 몸으로 구현해 온 인물이다. 그녀는 절벽 끝에서 뛰어내린 후 비

상(飛上)하여 살아남은 인물이며, 스스로 ‘선례’가 되어 다른 동료 여성들에

게도 절벽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내릴 것을 요청한다(30화, 38화). 요컨

대, <탈코일기>와 <B의 일기>에서 탈코르셋과 비혼을 선택하는 여성 주인

공들의 이름을 새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은, 탈코르셋과 비혼을 통해 한국의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꾸밈 노동, 가족 내 성 역할, 혼인 후 경력

단절 등의 여성혐오적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비상(飛上)하기를 꿈꾸는

인물들의 소망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코일기>와 <B의 일기>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코르셋에서 탈주하며,

‘새’라는 동물의 형상을 상상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여성을 ‘문화’에 대립되는

158) 김정단, “탈코일기 차기작 단독 인터뷰!”. 2020. 4. 10. https://youtu.be/WrgftNEwiuc
159) 작가1, B의 일기 Q&A. 2020. 12. 14. https://dillyhub.com/home/offthe0931/b-diary/46
160) <탈코일기>와 <B의 일기>의 여성 주인공 인물 중 새의 이름을 따 오지 않은 인
물은 ‘유은’이 유일하다. 그리고 두 작품의 여성 주인공 중 남성과 결혼하는 인물도
‘유은’ 뿐이다.

161) 웹툰의 제목이 ‘B의 일기’로 지어진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https://youtu.be/WrgftNEwiuc
https://dillyhub.com/home/offthe0931/b-diary/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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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연관된 존재로 가치 절하하여 인식해 왔던 시선(Ortner, 1972)의 전

복적 전유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것은 오히려 이것은 남성과 여

성이라는 이항대립 범주의 경계를 교란하는 ‘동물-되기’의 실천에 가깝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바람을 타고 다른 세계에서” 온 돌연변이들이 전염을

통해 이질적인 것들의 연결망을 형성하고, 이 연결망 속에서 주체의 ‘동물-

되기’가 이루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들뢰즈·가타리, 2001: 460).162) 이 ‘동물-

되기’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고, 동물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과도 거리를

두는, 실재적인 ‘변신’에 관한 것이다(브라이도티, 2020: 241-242). 즉, ‘동물-

되기’가 생성하는 에너지는 인간을 “동물의 실재적인 신체를 통해서 (…) 신

체를 변용시키고, 새로운 활동, 새로운 감응을 향해 열린 탈주선을 그리는

것”으로 이끈다(이수경, 2013: 413). 이러한 점에서 ‘동물-되기’는 제도의 가

장자리에 있는 소수자들과 함께 가족, 종교, 국가 등의 공인된 제도와는 전

혀 다른 새로운 배치(assemblage)를 형성하는 실천이라 할 수 있다(들뢰즈·

가타리, 2001: 469).

<B의 일기>의 정도도는 탈코르셋이라는 욕망의 전염을 발생시키며, ‘새’라

는 동물-되기를 통해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와의 단절을 유혹하는 ‘특이자

(Anomal)’163)이다(들뢰즈·가타리, 2001: 462-469). 정도도는 지금은 멸종된 ‘도

도새’라는 동물의 ‘날 수 없음’이라는 성질과 갈등하며 비상(飛上)을 위해 자신

의 신체를 변용시켜 온 인물이며, 그 결과 정도도는 외모로서는 성별을 식별할

수 없는 지대에 자신의 신체를 안착시키는 데 성공한다(윤지선, 2019). 도수리

는 정도도라는 특이자를 만나며 그의 욕망에 감염되고, 김뱀희와 백로아는 다

시 도수리를 만나며 탈코르셋의 주체가 된다. 정도도라는 새-무리의 특이자로

부터 탈코르셋의 욕망이 형성하는 배치가 확장되고, 이 배치는 페미니즘 입문

162) 이 ‘-되기’(becoming/devenir)란 흔히 서구-백인-남성으로 지칭되는 권력 관계의 보
편적 표준과 인간/자연, 남성/여성이라는 이항대립을 벗어나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
이’(entre) 지대에서 생겨나는 생성의 에너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되기’(becoming)는
곧 ‘생성’(becoming)이며, 동시에 모든 ‘–되기/생성’은 다수적인 것이 형성하는 지배
적 권력을 문제 삼는 소수자-되기이다(들뢰즈·가타리, 2001: 550; 김은주, 2014:
97-101).

163) ‘특이자’는 다양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존재하며, 반드시 특이자와 결연하여야 동
물-되기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존재다. 또한 특이자는 “인간이 만든 분류나 기표, 인
간적 감성들에는 낯설고 두렵게 출현하는 경이로운 존재”(한의정, 2017: 106)로 규정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도도를 새-무리의 ‘특이자’로 여기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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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있는 여성들을 결집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김애라, 2019: 62).

정도도, 도수리, 김뱀희, 백로아의 이름과 내면에 새겨져 있는 ‘새’의 형상

은, 이들이 탈코르셋이라는 욕망의 주체로 변화할 때 “자기재현을 위해 이

용할 수 있는 이미지의 레퍼토리”(브라이도티, 2020: 324)가 된다. 또한 앞서

도 지적했듯, 이들의 새-되기는 특정한 종류의 실제적인 비행(飛行)을 동반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여 한국을 떠나 어디론가

날아가는 이들 새-무리는, 한국 밖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서식지를 함

께 만들기 위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탈조선’

을 추동하는가?

3) ‘보토피아’의 상상과 탈조선

탈코르셋의 주체로 거듭난 여성 인물들은, 여성의 신체에 부과되는 꾸밈

의 압력에서 풀려나며 즉각적으로 신체적 행위 역량의 증대를 경험한다. 물

론 <탈코일기>에서 그려지는 탈코르셋한 여성 주인공들은 기존의 성별화된

관습과 규범을 문제시한다는 점에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얻기도 하고(9

화), 여성의 꾸밈을 여성의 주체적 권리라고 생각하는 지인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15화). 하지만 김뱀희는 외출 전 화장에 들이던 시간을 수면 시간에 더

투자할 수 있어 ‘뿌듯’해 하며(5화), 과도한 체중 감량, 성형 수술, 신체를 압

박하는 의복 등 “약자에게 강요되는” ‘여성적’ 미(美)의 기준에서 벗어나면서

(9화) 이전보다 건강한 신체를 얻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기도 한다.

이렇게 탈코르셋을 통해 증대한 여성의 역능(puissance)은, 여성이 코르

셋을 차는 행위에서 이익을 얻는 남성 일반과 대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여성적’인 아름다움은 “2등시민을 영원히 2등에 머물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쁜 껍데기”(작가1, 2019b: 212)이기 때문에, 이 껍데기를 벗어던진 이들은

연대를 통해 ‘1등 시민’인 강자-남성의 “권력 탈환”(작가1, 2019a: 225)에 나

선다. 작품 내에서 이 ‘탈환’은 특정한 사회적 지위나 지위재(財)의 획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상상된다. 예를 들어 백로아는 탈코르셋 이후, 헤어진 남

자친구를 “나중에 갑을 관계로 만나서 갑질해야”(작가1, 2019b: 211)겠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고, 김뱀희는 인사말로 ‘하이스펙, 용기, 가능성’의 줄임

말(‘하용가’)을 사용하기도 하며, 작가1은 도수리에 관한 외전(外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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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고하며 “벤O사서 우연히 전남친과 마주하는 까리한 수리”의 모습이 그

려질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164) 발화에서 확인되는 ‘고스펙’, ‘외제차’,

‘갑(甲)’이라는 세 가지 상징으로 미루어 볼 때, 탈코르셋의 욕망에 휘말린

이들이 갖게 되는 지향은 남성이 차지하고 있던 ‘강자’라는 사회경제적 지위

를 스스로 쌓은 업적을 통해 ‘탈환’하고 기존의 남성-여성이 위치해 있던 강

자-약자 구도를 뒤집어 권력을 쟁취한 강자의 입장에서 역으로 ‘갑질’을 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통해 탈코르셋은 외모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여성의 행동, 야망, 가치관,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는 메시지를 궁극적

으로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의도가 많은 이들에게 수용된 것

같아서 기쁘다는 말을 덧붙인다(작가1, 2019b: 253). <탈코일기>와 <B의 일

기>가 2010년대 한국 온라인 페미니즘 커뮤니티에서 새롭게 창안된 언어들

을 폭넓게 사용하며 작품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전달하

고 싶었다고 말한 메시지의 내용 역시 현실의 지시체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는 발언이라고 여길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야망’이라는 표현인데, 이는

2017년 <워마드> 웹사이트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며165), 2018년 중

순 트위터에서 ‘#야망보지_힘주기_프로젝트’ 해시태그 운동 등으로 전개되었

던 ‘야망보지’ 프로젝트를 명백히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으로 여겨진다.166)

<탈코일기>와 <B의 일기> 주인공들이 공유하는 ‘야망’의 내용은 주로 성별

간 소득 격차에 대한 불만과, 직장 내에서 은근하게 벌어지는 여성 차별, 결

혼과 출산이 야기하는 경력 단절에 대한 반감에 바탕하여 ‘유리천장’을 깨고

고소득 전문직에 진입하겠다는 소망의 형태를 띤다(이현재, 2019).

164) 작가1, <B의 일기> 후기. 2020. 11. 02. https://dillyhub.com/home/offthe0931/b-diary/45
165)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공동으로 정의하는 ‘페미위키’의
‘야망보지’ 항목에 따르면, 2017년 4월 워마드에서 ‘야망보지’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 (https://femiwiki.com/w/%EC%95%BC%EB%A7%9D%EB%B3%B4%EC%A7%80 참
조. 접속일 2020. 12. 26.)

166) ‘야망보지’라는 기표는 ‘Boys, be Ambitious!’라는 유명한 문구가, ‘야망’을 성별화된
기표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해당 문구를 비틀어(‘Bozys, be
Ambitious’) 남성 중심의 기표였던 ‘야망’을 여성의 것으로 탈환하려는 시도 속에서
만들어진 기표이다(윤지영, 2019b: 72). 웹사이트 <워마드>의 게시글을 저장해 두는
트위터 계정인 ‘웜저장소’(@womad_life)의 프로필에 유일하게 적힌 문구가 ‘Bozys,
be Ambitious’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문구는 <워마드> 이용자들이 공통적으
로 합의할 수 있는 지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https://twitter.com/womad__life 참조.
접속일: 2020. 12. 26.)

https://dillyhub.com/home/offthe0931/b-diary/45
https://femiwiki.com/w/%EC%95%BC%EB%A7%9D%EB%B3%B4%EC%A7%80
https://twitter.com/womad__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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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야망’의 내용으로부터 탈코르셋 주체들의 ‘탈조선’을 야기하는 메

커니즘이 만들어진다. 고은해(2019)는 ‘야망보지 프로젝트’가 ‘정상(頂上)에서

만나자’는 구호에 바탕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구호는 <워마

드>가 사회를 인간 계층이 지위에 따라 서열화된 승자 독식의 공간으로, 바

꿔 말해 ‘헬조선’과 유사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고 분석하

며 바로 이 지점에서 ‘야망보지 프로젝트’가 ‘탈조선 프로젝트’를 만나게 된다

고 말한다. 하지만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겪는 ‘헬조선’의 세계는 단순히 승자

독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를 넘어, 승자가 항상 남성이 될 수밖에 없도록

사회·문화적으로 조직된 것이 문제가 되는 세계이다. 이러한 점에서 ‘야망보

지 프로젝트’가 ‘탈조선 프로젝트’를 만나는 조건은 재고되어야 한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탈조선을 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탈코르셋 주체들의 ‘탈조선’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노

력 대비 효율적으로 ‘정상’에 오를 수 있게 하는 조건을 계산하는 탈코르셋

주체들의 합리성에 있다고 여겨진다. 비혼을 결심하거나, 탈코르셋을 결심한

여성 주인공들은 우선 정상에 오르는 데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하이스펙’

을 쌓기 위한 노력에 돌입한다. <B의 일기>에서 정도도의 친구 ‘유은’은 남

자친구와 이별한 후, “느낀 게 너무 많았다 (…) 남자 다 버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자기개발’ ‘경제금융’ 서적을 가방에 넣은 채 “이제부터 정말

공부할거야” 라는 다짐을 한다(28화). <B의 일기>에서의 도수리도, 정도운

과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후, 자신을 눈여겨보던 여성인 직장 상사

가 제안한 프로젝트 참여 건을 수락한다.

하지만 여성의 노력과 능력이 남성 중심의 관습과 문화에 의해 폄하되는

환경에서 ‘스펙’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듯

하다.167) <B의 일기>에서는 도수리보다 늦게 입사했으며, 업무 능력도 떨어

지는 남성 직원이 성차별적 아이디어가 담긴 사업 계획안이 도수리의 안

167) 권력 탈환을 위한 노력의 ‘효율성’과 탈조선에 관한 논의는 <탈코일기>와 <B의 일
기>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아니다. 하지만, <탈코일기>와 <B의 일기>
가 그 언어를 차용해오고 있는 <워마드>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들이 존
재한다. 가령 전 세계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를 비교하며 한국 밖에서는 여성의 노동
이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탈조선하는 것이 “더 이성적인 결정”이라는
게시글과(https://womad.life/276450?cache=public&page=1), 여성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탈조선을 했을 때 “돈벌고 성공하기” 훨씬 쉽다는 게시글
(https://m.womad.life/l/873271) 등에서 이러한 입장들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omad.life/276450?cache=public&page=1
https://m.womad.life/l/87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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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 대신 남성 상사에 의해 채택되는 것을 보며 도수리의 사수가 안타깝게

여기는 장면이 그려지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정의(injustice)

와 문화적 부정의(Fraser, 1995: 70-74)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한국의

모습에서 남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 여성들만 모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곳에 대한 열망이 생겨난다.

이 열망을 집약하는 표상이 ‘보토피아’이다. 여성의 성기인 ‘보지’와 ‘유토

피아’가 합성된 이 단어는, “남성이 비포함된 여성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의

구축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여성 열외를 통한 남성연대가 유

일한 공적 영역의 표상으로 상정되던 현실을 부수기 위한 것”으로 “여성들

의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과 여성들에 의한 권력 탈환을 그리는 야심찬 미래

지평의 설계도”로 평가받기도 했다(윤지영, 2019b: 72). ‘보토피아’의 표상은

여성 인권이 보장되는 한국 외부의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했고, 이 표

상은 여성 연대를 바탕으로 탈조선을 계획하기 위해 만들어진 ‘투보토피

아’(TOBOTOPIA/TO Build Our uTOPIA) 라는 그룹의 결성으로 이어지기

도 했다.168) <B의 일기>에서 도수리가 정도도를 찾아 비행기를 타고 도착

한 곳이 어떤 국가인지는 그려지지 않지만, 한국 밖에서 여성 연대를 모색

한다는 점에서 도수리의 탈조선에서도 ‘보토피아’의 열망을 읽어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보토피아’를 꿈꾸는 탈조선에서 <환란의 세대>의 가사처럼 ‘다 같이

죽어버리자’는 언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탈조선은 ‘성공’을 위한

168) 2020년 4월 개설된 ‘투보토피아’의 트위터 계정(@Tobotopia2020)에 적힌 소개글을
바탕으로 이 그룹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다. 투보토피아는 ‘Make the World, Build
the Cartel’ 이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여성들을 위한 탈조 카
르텔”을 결성하여 여성들 간 정보 공유와 공부 모임을 조직하는 비공개 그룹이다. 또
한 해당 계정이 올리는 트윗의 대부분에는 #비혼 #야망 #야망보지 #탈조(탈조선) 등
의 해시태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비공개 그룹은 탈코르셋과 탈조선 담론이 접합되어
나타나는 욕망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기업 조직의 연합을 지칭하는 ‘카르텔’ 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눈에 띤다. 물론 남성연대로 표상되는 ‘자트릭스(dicktrix)’에 대항하기
위한 용어 사용이라 항변되긴 하지만, 여성이 자기 자신을 기업화된 주체로 여기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성의 연대가 기업 연합의 형태로 상상된다는 점에서, ‘보토
피아’ 프로젝트가 (전략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 주체의 형상을 소환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푸코, 2012: 319-327; 김보명, 2018; 윤지영, 2019a). 이들이 꿈꾸는 여
성 연대는 “‘도움’을 주는 자신과 ‘도움’을 받는 수혜자 여성이라는 수직적인 상하관
계”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며, 개인의 능력을 열망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적 상상을 확산
시킨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강예원, 2019: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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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성 연대 속에서 표출되는 생(生)의 에너지

로 거듭난다. 탈조선을 꿈꾸는 도수리와 정도도의 얼굴에서, 웹툰 <미지의

세계>(2014~2016)의 여성 주인공 ‘조미지’의 “괴물적 안면”같은 일그러짐은

찾아볼 수 없다(김홍중, 2016). 탈코르셋의 주체들에게는, 탈조선이라는 ‘계

획이 다’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사냥의 시간>의 준석이 세우는 계획처

럼 막연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계산을 바탕으로 탈조선 이후에도 한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탈코르셋-탈조선의 주체들은 탈조

선 이후에도 한국의 여성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수리는 “가면 안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을

떠나지만, <탈코일기>의 외전에서는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도수리의

연락을 받는 김뱀희와 백로아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작가1, 2019b: 248).

그러나 이 페미니즘-탈코르셋-탈조선의 결합은 특정한 세대·학력·계급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탈코일

기>와 <B의 일기>의 정도도, 유은, 도수리, 김뱀희, 그리고 백로아는 비록

가정 내에서 여성으로서 겪었던 차별이 있었을지라도, 중산층 이상의 가정

에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인공 다섯 명은 모두 대졸자이거나, 대학

재학 중인 2-30대 여성이다. ‘탈코르셋’ 운동도 10대-20대를 중심으로 활발

하게 이루어졌으며(김애라, 2019), ‘야망보지’ 담론 역시 학력 자본을 갖춘

“중간계급 여성의 이익과 생존”에 친화력을 가지며, 여성 내부의 계급적 차

이를 문제 삼지 않는 담론이라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이현재, 2019: 63).

2010년대 후반 ‘보토피아’에의 열망을 표현하며 ‘탈조선’ 담론의 새로운 흐름

을 만든 여성들과, 그들이 표출하는 페미니즘-탈코르셋 운동과 결합된 ‘탈조

선’ 욕망은, 수저계급론과 연계되었던 남성-탈조선의 욕망과는 내용을 달리

하는, 중간 계급 여성 청년들이 중심이 된 흐름인 것으로 파악된다.

4. 소결

Ⅳ장에서는 탈조선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 생산된 대

중문화 텍스트들과 그 상호텍스트를 분석하여, 2018년 이후 탈조선의 욕망

이 흘러간 궤적을 추적하였다. Ⅳ장에서 분석된 작품들은, 높은 작품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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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선정된 작품들이 구성적 완결성이 높다고도

말하기 힘들며, 장르적 일관성도 없다. 생산 시기가 유사하고, 작품들의 문

면에서 탈조선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 공통될 뿐이다. 개별 작

품의 완성도에 대한 비평은 여기에서 시도되지 않았다. 다만 제작자가 작품

제작 당시 ‘탈조선’의 욕망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고, 어떻게 작품에서 사

용하였는지를 포착하려 하였다. 이는 탈조선의 욕망이 어떤 문화 텍스트를

생산했는지 파악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분석 결과 2018년 이후 생산된 문

화 텍스트들에서 탈조선 욕망의 젠더적 분기를 특징적으로 독해할 수 있었

다. 요약적으로 말한다면, 2018년 이후 남성-탈조선의 욕망은 사그라들었고,

여성-탈조선의 욕망이 새롭게 피어났다.

남성-탈조선의 욕망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윤성현 감독의 <사냥

의 시간>(2020)에서는, 탈조선의 욕망이 ‘한국으로의 회귀’라는 테마와 함께

쇠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냥의 시간>은 ‘헬조선’을 경제 위기

이후의 폐허라는 상상적 배경으로 구현하고, 폐허에서 탈출하려는 남성 청

년 네 명의 몸부림을 그린다. 이들은 영화 속에서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한’이라는 킬러에게 추격당한다. 청년들을 추격하는 ‘한’이라는 캐릭터가 남

성-장년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사냥의 시간>은 경제의 층위에서 야기된

폐허의 문제를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대립으로 치환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막연한 낙원을 꿈꾸며 한국에서 탈출하려던 주인공인 준석과 친구들은,

준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의 손에 죽는다. 컨딩으로 탈출한 ‘준석’은, 그토

록 꿈꾸던 낙원에서의 평온한 삶을 살지 못한다. 준석은 대만에서도 그가

한국에서 종사하던 자전거 수리업에 다시금 종사하게 되고, 업무가 끝난 후

밤마다 사격 연습과 총기 손질을 하며 ‘한’에게의, 혹은 무언지 모를 것에게

의 복수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총을 멘 채 사냥꾼의 형상으로 한국으

로 돌아오는 준석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난다. 영화는 준석의 탈출이 정말

성공인지 되물으며 종료될 뿐이다. 돌아온 한국에서 준석이 누구에게 총구

를 겨누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사냥의 시간>의 결말은, 남성 청년들

이 꿈꾸었던 탈조선의 강렬함이 오히려 한국으로의 회귀를, 탈조선 욕망의

소멸을 추동한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듯하다.

가수 이랑이 제작한 <환란의 세대> 뮤직비디오(2020) 영상은 <사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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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종료된 곳에서 시작되는 영상처럼 독해할 수 있다. 이랑은 ‘헬조선’

이 갖는 인력, 즉 행위 능력의 감소와 증대를 동시에 추동하며 ‘탈조선’한

이들을 다시 헬조선으로 회귀하도록 끌어당기는 힘과의 긴장 속에서 탈조선

을 꿈꾼다. 이랑의 <환란의 세대> 뮤직비디오 영상에 등장하는 눈을 가리

고 오토바이를 함께 탄 채로 주행 중인 두 명의 남성은, 탈조선을 꿈꾸었지

만 탈출에 실패했거나, 성공한 이후에 다시 ‘헬조선’으로 회귀한 남성-청년

의 표상으로 독해할 수 있다. 영상 속에서 이들은 자신이 떠나려던 공간으

로 끝없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길을 잃었다.

하지만 <환란의 세대> 뮤직비디오 영상에 남성-청년의 표상만 담겨있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작곡된 <환란의 세대>는 2020년 다시 녹음되는 과정

에서 페미니스트 여성 합창단과 협업을 진행한 바 있다. <환란의 세대> 뮤

직비디오는 2020년 다시 녹음된 노래를 대본으로 삼고 있다. 영상은 여성

합창단의 목소리로 녹음된 절규와 환호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남성-청년

의 탈주를 담은 영상이 흐릿해지고 어두워지며 막을 내린다. <환란의 세

대> 뮤직비디오는 과잉대표되었던 남성-탈조선의 욕망이 방향을 잃은 가운

데, 여성-탈조선의 욕망이 발아하고 있는 상황을 예증하는 징후적 텍스트로

읽힌다.

여성-탈조선의 욕망은, 2018년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된 ‘탈코르셋’ 운동

과 결합되며 점차 확산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필명을 사용하는 ‘작가1’의

웹툰 <탈코일기>(2019)와 <B의 일기>(2020)은 페미니즘과 탈코르셋 운동,

그리고 탈조선의 욕망이 어떻게 결합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텍스트다. <탈코

일기> 주인공들의 대사는 큰 인기를 얻으며 탈코르셋 운동의 표어가 되었

고, <탈코일기>를 통해 탈코르셋 운동을 처음 접한 여성을 운동의 지지자

로 포섭하며 탈코르셋이라는 또 다른 탈출의 욕망의 확산을 야기했다. <탈

코일기>와 <B의 일기>에서 그려진 탈코르셋의 주체들은, 탈코르셋의 최종

단계에서 탈조선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Ⅳ장에서는 두 가지 운동이

결합할 수 있었던 조건을 추적했다.

탈코르셋이라는 욕망의 흐름이 탈조선이라는 욕망의 흐름과 연결될 수

있었던 조건 하나는, 탈코르셋 운동의 주체들이 갖게 되는 ‘야망’에 기인한

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야망’은 청년 여성의 고소득 전문직으로의 진입이라

는 신자유주의적 성공 서사의 형태를 띠는데, 성공이라는 목표에 수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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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주체들의 합리적 계산이 탈조선

욕망을 추동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국에서 ‘스펙’을 쌓는 것은,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문화적 부정의와 대결하는 일이 동반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적다고 여겨지는 외국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것이 투자한

노력 대비 효율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생물학적 여성

만을 구성원으로 삼는 연대의 공동체인 ‘보토피아’에 대한 상상을 자극하고,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보토피아’의 모색을 위한 탈조선으로 여성들을 이끌

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제한적으로만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텍스트를 매개로 표현되는 탈조선의 욕망이 남성 청년이나 여성 청년 일반

의 것이라 말할 수 없고, 그것의 일부를 온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도 단언

하기 힘들다. 또한 탈조선의 욕망이나 탈조선을 위한 행위 전략은 문화 텍

스트에서 표현될 때, 온라인 공간에서 언어화될 때, 오프라인에서 가족, 친

구, 지인들과 상호작용할 때 모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헬조선> 웹사이

트나 <사냥의 시간>이나 <환란의 세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탈조선을

꿈꾸던 남성-청년들의 혼란은, 실제 행위자들의 계급적 위치나 학력 수준,

사회자본 등에 따라서 상이하게 발현될 것이다. <워마드>나 <탈코일기>,

혹은 <B의 일기>에 재현된 탈코르셋 여성 주체들의 강렬하고 일관적인 탈

조선의 욕망 역시, 여성 개인의 경험과 개인이 처한 삶의 조건과 교섭하며

굴절되기도 한다(추지현, 2019). 이러한 점에서 문화 텍스트를 통해 탐색적

으로 추적한 2018년 이후 탈조선 욕망의 향방과 이질성은, 경험 연구를 통

해 추가적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Ⅳ장의 한계 또한, 여성-탈조선의 욕망이

생산한 발화와 서사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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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탈조선의 욕망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COVID-19을 맞이했다. COVID-19

이후 이루어졌던 한 사회조사에서는, 2015년을 기점으로 터져 나와 한국 사

회 구성원들을 강하게 진동시켰던 탈조선의 욕망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보고했다.169) 이 논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 한국 사회

를 감염시켰던 ‘탈조선’이라는 욕망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이었나?

논문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인 Ⅱ장에서는 탈조선이라는

욕망의 형성 과정을 다루었다. 왜 하필 2015년에 ‘헬조선을 탈출하고 싶다’

는 언표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탈출’이라는 기표는 ‘헬

조선’이라는 기표와 결합할 수 있었는가? 선행연구에서는 ‘탈조선’을 ‘헬조선’

에 내포된 결과로 전제해 온 경향이 있었지만, Ⅱ장에서는 ‘헬’과 ‘탈출’이 결

합할 수 있었던 조건을 추적했다. 1) 2007년 『88만원 세대』를 기점으로 시

작된 ‘청년세대 담론’에서 탈출이라는 상상은 국가라는 단위와 결합하지 못

하고, 청년 간 연대를 촉구하는 목소리 속에서 등장했지만, 청년세대 담론

속에서 아직 탈조선의 이름으로 발아하지 못한 폐색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청년들의 폐색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글로벌 취업지원

정책을 통해 통치되었다. 두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정책들은 청년세대 담론

에 맞서 낙관주의를 생산하려고 했으나, 정책의 오작동으로 낙관주의의 생

산에 실패했고, 이후 행위자들은 탈조선의 욕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로서 이 정책들을 활용했다. 3) 한국 사회에 집합적 우울을 야기했던

2014년의 세월호 사건은, 세월호라는 배와 한국이라는 국가의 유비를 성립

하게 하며, ‘탈출’이라는 어휘가 한국이라는 국가와 결합될 수 있게 한 결정

적 계기였다. 4) 2015년 초에 온라인에서 확산되었던 ‘수저계급론’은 반년 후

등장한 헬조선 담론과 연계되며, ‘헬조선’에서 ‘흙수저’로 태어나면 한강으로

탈출하거나, 외국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는 좌절감이 공유되었다. 상기한

담론적·제도적·우발적 계기의 교차 속에서, 2015년 ‘탈조선’이라는 언표가 생

성되었고,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169) 시사IN,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의외의 응답 편”.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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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부분인 Ⅲ장에서는 <헬조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탈조선의 욕

망이 생산한 탈출의 서사를 분석하며, 탈조선의 욕망에 휘말린 행위자들이

갖게 되는 서사적 정체성을 파악했다. Ⅲ장의 핵심 논지는, ‘헬조선’을 벗어

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갖게 되는 정체성이 역설적으로 탈조선의 욕망을

제약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게시판에서 형성된 욕망의 서사는 탈조선의 결

심-준비-실행(혹은 실패)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파악되었다. 탈조선의 결

심 단계에서, 탈조선 게시판 이용자들은 헬조선 체제를 작동 방식을 (부분적

으로) 간파하며 ‘선각자’라는 서사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 다른 이들보다 헬

조선 체제의 작동 방식을 먼저 깨닫게 된(先覺) 이들은, 자신들의 깨달음을

게시판에 공유하고, 탈조선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자원과 탈조선에 필요

한 능력적 조건을 열정적으로 탐색한다. 탈조선에 성공하기 위한 게시판 이

용자들의 맹렬한 노력은, 탈조선의 준비 단계에서 탈조선을 꿈꾸는 이들에

게 ‘수험생’이라는 서사적 정체성을 부여한다. 이들이 획득하는 수험생 정체

성은 자신이 벗어나고 싶어 했던 끝없는 경쟁과 자기계발의 논리 속으로 자

신의 열정을 투여하게 한다는 점에서, 탈조선의 욕망을 굴절시킨다. 수험의

논리는 공간적으로 한국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축적하게 돕지만,

자신이 벗어나고자 했던 것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한국으로의 회귀를 추동

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역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설은 탈조선

서사에서 형성되는 일관적이었던 선각자-수험생 정체성에 균열을 가져온다.

탈출의 실행 단계에서는 1) 탈조선의 희열을 고백하는 유형 2) 탈조선한 곳

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토로하며 한국으로의 회귀를 계획하는

유형 3) 헬조선의 창출하는 행위 불가능성이 행위의 가능성과 접합되어 있다

는 사실이 야기하는 혼란에 빠진 유형으로 서사적 정체성이 분열된다. 이러한

분열은, <헬조선> 웹사이트에서 나타난 남성-탈조선의 욕망의 언어가 2018년

이후 쇠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부분인 Ⅳ장에서는, 탈조선의 언어들이 유의미하게 재생산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2018년 이후에 생산된 문화 텍스트 중, 탈조선의 욕

망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을 분석하여 2018년 이후 탈조선의 욕망이 쇠퇴

하고 분화한 궤적을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탈조선의 욕망은 쇠퇴하고,

여성-탈조선의 욕망이 새롭게 분기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독해할 수 있었다.

남성-탈조선의 욕망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영화 <사냥의 시간>(2020)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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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의 회귀’라는 테마 속에서 남성-탈조선 욕망이 소멸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사냥의 시간>은, 남성 청년들이 발화했던 강렬한 탈조선

의 언표들의 막연함이 오히려 한국으로의 회귀를, 탈조선 욕망의 쇠퇴를 추

동한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가수 이랑의 <환란의 세대> 뮤직비디오(2020)

영상은 남성-탈조선의 욕망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환란의 세대> 뮤

직비디오 영상에서 눈을 가린 채 오토바이를 타는 두 명의 남성은, 탈조선

을 욕망했지만 다시 ‘헬조선’으로 회귀한 남성-청년의 모습으로 읽힌다. 이

들은 길을 잃고 자신들이 탈출하려 하는 공간으로 반복적으로 회귀하는 것

처럼 보인다. <환란의 세대> 뮤직비디오 영상은 여성 합창단의 목소리로

녹음된 절규와 환호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종료된다. <환란의 세대>는

남성-탈조선의 욕망이 방향감각 상실을 호소하는 가운데, 여성-탈조선의 욕

망이 피어나고 있는 2010년대 후반의 상황을 예시한다. 2018년 온라인 공간

에서 형성된 ‘탈코르셋’ 운동과 탈조선의 욕망이 결합되며 탈조선의 젠더적

분기가 이루어진다. ‘작가1’의 웹툰 <탈코일기>(2019)와 <B의 일기>(2020)

은 페미니즘과 탈코르셋 운동, 그리고 탈조선의 욕망이 어떻게 결합하게 되

는지 보여주는 텍스트다. 탈코르셋이라는 욕망의 흐름이 탈조선이라는 욕망

의 흐름과 연결될 수 있었던 조건은 탈코르셋 운동의 주체들이 갖게 되는

신자유주의적 성공 서사로서의 ‘야망’이었다, 성공이라는 목표에 수반되는

자기계발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중산층-고학력-여성 주체들의 합

리적 계산이 탈조선 욕망을 추동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연구의 함의와, 연구 기획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끝맺으려 한다. 본 논문은 가브리엘 타르드에서 질 들뢰즈로 이어지는 미시

사회학 전통170)을 활용하여, 욕망의 관점에서 2010년대 한국에 나타났던 특

징적인 문화 현상의 발생과 쇠퇴를 해명하려는 시도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헬조선’으로 표상되는 한국 사회는, 탈조선이라는 행위를 빚어내는 자명한

구조로 여겨졌지만, 선행연구들의 분석은 본고에서 밝힌 탈조선이라는 욕망

의 미시적 발생 동학을 포착하지 못했다. 또한, 탈조선의 욕망 분석을 통해

170)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역시 이들의 계승자를 자임한다. 브루노 라투르의 행
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가 제시하는 존재론과 연구 방법론에 타
르드와 들뢰즈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다만, 탈조선의 욕망을 다룬 본 논문에서 비
인간행위자의 행위능력이나,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진 주제는 아니
었다는 점에서, 이 각주에서 간략하게만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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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한국 사회의 감정 구조에서 탈출이라는 기표가 갖는 중요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는 의의 또한 지닌다. 한국의 문화사회학 연구와 문화연구에

서 탈출이라는 기표와 관련된 문화 현상들은, 2010년대에 그것이 가졌던 강

력한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의 감정 구조라는 층위에서 파악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취한 욕망의 관점은,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욕망의 존

재를 실체로 상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실체적인 욕망이 특정한 서사와

상상들을 생산했다는 증명이 필요한 문제를 논의의 전제로 채택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비판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욕망이 실체라

면 그것은 욕망이 사물에 질서를 부여하는 플라톤적 이데아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광선이나 전류, 혹은 역병이나 바람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Deleuze·Parnet, 2007). 욕망-어셈블리지는 광선에 일시

적으로 눈이 멀고, 전류에 감전되며, 역병에 감염되고, 바람에 휩쓸린 것들

이 만들어 낸 다양체이다. 눈이 멀어 환상을 보고, 감전되어 불에 타고, 감

염되어 바이러스를 뿜고, 휩쓸려서 사라지는 과정들이 사회에 남긴 흔적의

집합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 입장이었다. 이 연구의 실

증성을 담보하는 것은 환상들과, 그을음들과, 비말들과, 뿌리 뽑힌 잔해들뿐

이다. 이러한 점에서만 욕망은 실제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욕망의 관점은, 자료의 나열로 ‘설명’을 대체하려 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논문의 의의와도 직결되는 비판이다. 이 논문에서 생

산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에 유용한가? 우발적인 과정들을 추적하는

것으로써 구조적인 설명 방식이 갖는 효용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

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 논문에서 추구한 것은 ‘설명력’보다는 ‘설

득력’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브루노 라투르가 작성한 박사과정 학생

과의 가상의 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등장한다. 묘사는 너무 길고,

자신은 ‘인과적 설명’을 담은 논문을 쓰고 싶다는 학생에게, 라투르는 위트

를 담아 답한다. 행위의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려 애

쓰지 말고, “계속해서 더 많은 기술을(encore plus de descriptions)” 할 것

(Latour, 2004: 161-170).

이러한 점에서 섬세하게 연결을 추적하지 못한 지점들이 발견되고, ‘설명

을 필요로 하는 묘사’(Latour, 2004: 161)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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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한계로 지적될 것이다. 탈조선이라는 욕망의 발생은 본고에서 파악

한 네 가지 층위 이외에도, 그것과 연결된 또 다른 미시적 요소들에 대한

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서사화를 위해 논의에 포함하지 못한 온라

인 게시글의 내용도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탈조선 욕망이 일부는 쇠퇴하고

또 다른 형식으로 분화하는 2010년대 후반의 상황에 대한 서술이, 탈조선의

욕망이 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물론, 탈조선의 욕망이 생산한 서사 내부의 균열

을 제시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이에 답하려 했으나, <헬조선> 웹사이트에

서 관찰된 서사의 균열이 얼마만큼 탈조선 욕망의 쇠잔(衰殘)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해결되지 못한 연구의 한계들이 존재한다. 탈조선의 욕망은

2010년대 탈(脫)이라는 기표를 경유해 나타났던 여러 층위의 탈출의 욕망

중, 가장 강도 높은 욕망이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핵심적 대상이 되었지만,

탈출의 욕망 내부의 이질성을 다루지 못한 채 탈출의 욕망과 탈조선의 욕망

의 개념적 외연이 동일한 것처럼 서술한 부분들도 존재한다. <헬조선> 게

시판의 서사 구성을 위해 탐색적으로 시행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도 이 연구의 대표적 한계이다. 문화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로써 문화 텍스트의 작동을 분석하는 것을 대체하고 싶은 유

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은 이론적 기획을 충실히 분석에 반

영하지 못한 결과로써, 논문의 한계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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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N-gram 상위 150개 연결

단어1 단어2 빈도 단어1 단어2 빈도 단어1 단어2 빈도

기술 이민 102 이민 이민 24 외국 한국 16
영어 공부 85 한국 회사 24 기업 문화 16
영주 취득 84 취업 영주 24 한국 경력 16
대학 졸업 82 국적 포기 23 미국 숙련 16
취업 비자 75 영주 시민 23 이민 성공 16
취업 이민 73 박사 학위 23 이민 미국 16
일본 취업 69 미국 시민 22 일본 취직 16
영주 신청 60 미국 미국 22 시민 의식 16
난민 신청 59 일본 이민 22 미국 유학 16
미국 캐나다 59 대학교 졸업 22 사이버 대학 15
캐나다 이민 57 이민 비자 22 이민 기술 15
유학 이민 55 시민 취득 22 미국 일본 15
일본 탈조선 54 미국 영주 22 대학 유학 15
일본 유학 52 캐나다 유학 21 졸업 일본 15
투자 이민 52 호주 뉴질랜드 21 회사 한국 15
일본 대학 50 미국 한국 21 영주 미국 15
한국 한국 48 한국 외국 21 헬조선 헬조선 15
해외 취업 47 한국 생활 21 학사 학위 15
한국 대학 45 캐나다 컬리지 21 한국 영어 15
호주 캐나다 43 탈조선 일본 21 유학 생활 15
캐나다 호주 42 헬조선 노예 21 탈조선 계획 15
여자 친구 40 미국 유럽 20 언어 능력 15
정부 이민 39 이민 유학 20 대학 등록금 15
영어 실력 38 현지 취업 20 근무 환경 15
한국 일본 38 이민 신청 20 유럽 난민 15
일본어 공부 38 한국 기업 19 기업 취업 15
캐나다 미국 37 학생 비자 19 외국 생활 15
워킹홀리데
이 비자 37 프랑스 난민 19 일본 중국 14

국적 취득 36 캐나다 영주 19 여자 결혼 14
근무 근무 35 학교 졸업 19 영국 대학 14
일본 기업 35 영어 점수 19 취업 취업 14
졸업 취업 34 탈조선 탈조선 19 노예 생활 14
탈조선 성공 33 헬조선 사이트 18 일본 생활 14
한국 사회 32 회사 취직 18 독일 대학 14
호주 워킹홀리데이 31 이민 캐나다 18 게임 회사 14
일본 한국 30 캐나다 대학 18 비자 영주 14
일본 일본 30 이민 고려 18 공부 영어 14

고등학교 졸업 30 미국 탈조선 18 일본 거주 14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9 공부 공부 18 유학 비자 14
영어 영어 28 유학 취업 18 호주 미국 14
비자 신청 28 언어 공부 17 한국 군대 14
대학 입학 27 일본 국민 17 영어 능력 14
직장 생활 27 한국 미국 17 회사 회사 14
미국 이민 27 헬조선 탈출 17 숙련 취업 14
호주 이민 26 대학원 진학 17 해외 이민 13
한국 국적 26 석사 학위 17 학위 취득 13
영어 회화 26 아이 점수 17 미국 사회 13
대학 진학 25 한국 나이 16 한국 학교 13
일본 회사 25 경력 인정 16 기업 취직 13
비자 발급 25 공부 시작 16 미국 취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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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e-Jos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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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rajectory of the desire

of “Escape-Joseon” that has been widely shared within Korean

society in the 2010s. The term ‘Escape-Joseon’ refers to the desire to

escape Korea. To trace assemblages of desire produced by the desire

to escape "Hell-Joseon", this paper takes a microsocial point of view

proposed by Gabriel Tarde and Gilles Deleuze. To synthesize data of

different scales, this study is based on three methodologies: discourse

analysis (chapter Ⅱ), narrative analysis combined with text mining

(chapter Ⅲ), and text sociology (chapter Ⅳ).

Chapter II deals with the process of forming the desir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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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e-Jose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the early 2010s,

the signifier of “escape” was not combined with the country of

Korea, but a sense of obstruction that could not be uttered in the

name of “Escape-Joseon” was found in the discourse of the youth

generation. 2) This sense of obstruction was governed by the

expanded global employment support policy, but after that, this policy

became an institution to support the realization of the desire to

escape Korea. 3) The Sewol ferry incident in 2014 was a decisive

event that allowed the signifier “escape” to be combined with the

signifier "Joseon(Korea)". 4) The “Spoon class” discourse allows

many people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dirt-spoon escape” through

escape to foreign countries. In the connection and intersection of the

above discourse, the desire of "Escape-Joseon" was ignited.

Chapter III analyzes the narrative of the Escape-Joseon, targeting

the postings on the <Hell Korea> website. It was argued that the

identity of the 'examinee' that those who desire to escape Korea has

paradoxically limited the full development of post-Joseon desires, and

causes a division of identity.

Chapter IV analyzes the differentiation of desire of

"Escape-Joseon" by analyzing cultural texts that express the desire to

escape Korea. The male version of the desire to escape Korea, which

has been ignited since 2015, has declined or has fallen into a

stalemate, but the female version of the desire to escape Korea has

been combined with the 'Escape-the-Corset' movement since 2018.

The Female version of the desire to escape Korea produced a new

language of escape-Joseon. It was observed that the rational

calculation of middle-class, highly educated female subjects who

sought to efficiently carry out self-improvement necessary for

obtaining high socio-economic status drives the combination of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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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es to escape: Escape-the-Corset and Escape-Joseon.

This paper showed the importance of the desire to escape

embedded in the 'structure of feelings' of Korean society in the 2010s

and has the significance of capturing the microscopic dynamics of the

desire to escape Korea that could not be investigated in previous

studies.

keywords : Hell-Joseon, Escape-Joseon, Escape-the-Corset,

assemblage of desire, Structure of feelings, narrative analysis, text

sociology

Student Number : 2019-2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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