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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등장한 ‘파국의 상상력’
에 대해서 문학과 영화의 서사적 분석을 통해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파국의 상상력’이 등장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파국의 상상력’의 대두는 세계적인 맥락 위에서 
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및 후
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파국적 사건을 경험한 일본과 2000년대에 
들어서 현실에 파국적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한국 각국의 ‘파국
의 상상력’은 내용적인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두 나라에서 전개되는 
‘파국의 상상력’의 전개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상상력으로서의 ‘파국’이 제
시해주는 문학적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본론은 크게 3장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파국’과 ‘파국의 
상상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구축하였다. ‘파국’을 ‘재해’나 ‘위험’ 등의 
유사한 개념어와 비교하면서 그들 사이의 명백한 차이점을 제시함으로써 
‘파국’의 개념적 정의를 구축하였다. 또한 벤야민의 역사철학테제와 알레
고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파국의 상상력’을 꿈에서의 각성을 불러일으키
는 힘의 알레고리로 규정하였다. 상상력으로서의 파국이 각성의 알레고리
로 규정되고 나면, 사건을 파국으로 인식하는 알레고리커의 존재가 중요한 
위상을 지니게 되며, 이 지점에서 알레고리커에 대한 분석, 즉 개별적 텍
스트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 등장한 ‘파국의 상상력’을 분석하
였다. 다와다 요코(多和田葉子)의 「헌등사(献灯使)」, 요시무라 만이치(吉村
萬壱)의 「볼라드병(ボラード病)」, 후루야 미노루(古谷実)의 원작만화 『두더
지(ヒミズ)』와 이를 영화화한 소노 시온(園子温)의 <두더지(ヒミズ)>를 분
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작품에 대한 서사적 분석을 통해서 일본의 
‘파국의 상상력’이 실제 3.11의 경험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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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파국의 상상력’이 작중 인물들의 신체와 관련하여 구현된다는 점을 밝
혔다. 또한 궁극적으로 일본의 ‘파국의 상상력’이 파국 후의 세계와 인간
을 그려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묵시록적 파국의 성격
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소설에 등장하는 ‘파국의 상상력’에 대해서 김사과의 
「매장」과 『테러의 시』, 김애란의 「물속 골리앗」, 조하형의 『조립식 보리수
나무」를 분석함으로써 살펴보았다. 개별적 작품 분석을 통해서 일본과 달
리 현실에서 파국적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던 한국에서는 상상력으로서의 
파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의 
‘파국의 상상력’이 종말(리셋) 자체에 대한 욕망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파국의 상상력, 파상력, 알레고리, 재난 서사, 다와다 요코, 김사
과
학  번 : 2018-2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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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

  현실을 파국적인 상황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일련의 언설들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룬 다음에 침체기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등장한다. 
2008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미국발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에 대
한 절대적 신뢰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지점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을 극
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에서 파국(catastrophe)에 관한 언설
들이 본격적으로 대두한 것은 이 이후인 2010년대부터1)이다. 본 연구에서 
2000년대 이후라는 시대 영역을 연구범위로 설정하는 이유 또한 한국에서 
이러한 파국의 언설들이 급증한 상황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일상화된 파국의 이미지는 자연재해, 전쟁, 전염병
과 같은 현실의 사건에서 촉발되어 극대화된다. 다시 말해서 재앙적 사건 
속에서 자본주의를 비롯한 기존의 질서나 가치관의 한계와 전복을 발견하
는 순간, 그 사건은 이미 파국이다. 동시에 본론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지
만 파국이 종말을 동반할 정도로 전복적인 충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
실에서 파국 이후를 목격한 주체는 존재할 수 없다. 정의상 세계를 끝장내
버리는 진정한 파국 앞에서는 살아남은 증언자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침체기에 들어섰지만 

1) 문강형준은 『파국의 지형학』에서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
면, 아마 그것은 ‘파국’일 것”(p.193)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문장은 「허무를 허
물기 – 파국 시대의 정념에 대하여」(『파국의 지형학』에 수록)에 등장하는데, 
이 글의 초출이 『계간 문학동네』 2011년 여름호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
다. 이 글은 2011년 시점에서 한국을 ‘파국의 시대’로 규정하는 중요한 문헌이
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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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까지  현실에서 가시적으로 파국적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한국에
서 2010년대에 들어서 파국에 관한 언설들이 등장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증상적이다. 무엇보다 아직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파국의 이미지를 발견하는 것은 철저히 상상력의 영역에서 이루어
진다. 주로 문학이나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서사에서 파국의 상상력이 등장
하고 대중들로부터 일정 수준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서사 속에서 
등장하는 파국의 소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201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파국의 상상력이 
어떤 질서나 가치관의 종말을 그려내며, 동시에 파국 후의 세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본주의라는 세
계적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오늘날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공간에
서 어떠한 파국의 상상력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파국의 상상력에 대한 비교연구에 앞서서 파국이라는 개념 자
체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입각하면, 우선 파국에 대해서 개
념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동안 파국은 그 개념 자
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임의적으로 사용되어 왔
다. 또한 이 개념은 특정한 현실 상황에 대해 사용되는 메타적 언어로 사
용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나 파국이라는 개념은 재앙/재난
(disaster), 위험(risk), 묵시록(apocalypse) 등의 단어와 혼용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 파국(catastrophe)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최근 들어서 현실의 상황을 파국으로 설명하는 언설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학이나 영화 장르에서도 파국적 사건을 동원한 
서사들이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진이나 쓰나미(해일)를 비롯
해서 홍수나 전염병, 그리고 좀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세
계가 위험에 처하는 일련의 파국의 상상력 역시 21세기 들어서 본격적으
로 등장하고 있다. 파국의 이미지가 영화나 문학에서 서사로 동원될 때 그
것은 현실의 시대적 맥락이나 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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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파국 자체가 현실에서 드러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서 파국의 이미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장은 가상의 세계이며 상상의 
영역이다. 어떠한 질서나 세계의 종말을 드러내는 동시에 종말 후의 세계
를 상상하는 것도 상상력으로서의 파국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
로 도래할 파국적 상황에 대해서 혹은 이미 수면 밑에서 발생하고 있을지
도 모르는 파국에 대해서 상상력이라는 자장을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파국
의 상상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영화나 문학작품에서 이야기하는 상상력으로서의 파국은 현실과 불가분
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파국(종말) 후의 세계에 대한 실험을 가능
하게 하는 자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파국의 상상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역으로 현실에 드러나는 파국의 단상들을 살펴보는 작업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파국의 상상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낸
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도래할 파국의 순간은 기존 세계에서 이미 임계점
에 다다른 가치관이나 질서의 한계를 보여준다. 동시에 이러한 파국의 상
상력은 단순히 기존 세계가 파괴되는 비극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치관이나 질서의 한계를 극복한 파국 후의 새로운 가능세계에 대한 상
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파국의 상상력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상력으로서의 파국은 기존 세계의 한계를 보여주며 동시에 
그것이 파괴된 다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능
한다. 그러나 동시에 파국의 상상력이 현실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
상력으로서의 파국은 결코 긍정적인 기회만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
어서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나 일본에서 발생한 
3.11 동일본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파국의 이미지가 현실에 투영된 경우에 가깝다. 그 사건 후에 등장하
는 파국의 상상력은 9.11이나 3.11이라고 하는 실제로 경험한 파국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때 파국의 상상력은 단순히 새로운 가능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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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해주는 기회로만 작용할 수 없으며, 이미 현실에서 발생한 파국에 
대한 죄의식이나 자책의 마음, 혹은 보다 통속적인 단어로 말하자면 후회
와 같은 감정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 파국 이후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발생한 파국에 대
한 죄의식과 대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법정과도 같다. 파국
의 상상력은 미래에 대한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지만 이미 경험한 과거에 
대한 강제적 소급력을 가지는 힘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파국의 상상력은 상징이라기보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파국은 그 자체로 비극적인 사건이나 세계의 종
말을 의미하는 상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건을 파국으로 감지하는 알
레고리커가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파국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필요성과 
동시에 파국의 상상력에 대한 개별적 서사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파국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과 동시에 파국의 
상상력이 각각 문학이나 영화 작품에서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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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 연구 검토

  문강형준의 「허무를 허물기 – 파국 시대의 정념에 대하여」2)는 한국 사
회를 ‘파국의  시대’로 규정한 대표적인 글 중 하나이다. 그에 따르면 “우
리 시대를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파국’3)”이며 ‘파국’이
라는 위기 담론의 밑바탕에는 자본주의가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이 특징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순수한 외부를 발견할 수 없는 자본의 
편재성 앞에서(아니 속에서) 존재가 느끼는 지배적인 정념은 ‘허무虛無’4)”
이며, 파국은 자본주의라는 시대가 갖는 허무를 아우르는 하나의 이미지라
고 규정한 바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에서 드러나는 ‘허무’함이 파
국의 이미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통찰은 당대 
한국사회를 성찰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글 이
후로 2010년대에 파국의 언설5)이 늘어나는 만큼 그의 선구적인 ‘파국론’
은 그 자체로 높게 평가할 만하다.6) 

2) 문강형준의 「허무를 허물기 – 파국 시대의 정념에 대하여」는 『계간 문학동네』 
2011년 여름호(통권 67호)에 실렸다. 파국의 시대라는 개념으로 한국사회를 바
라본 선구적인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강형준, 『파국의 지형학』, p.193.
4) 문강형준, 같은 책, p.200.
5) 『계간 문학동네』 2017년 봄호(통권 90호)에서 「깨어지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

는가? - 파국의 시대를 감지하는 이들과의 대화」라는 좌담회도 기획된 바 있
다. 해당 좌담회는 김항, 김홍중, 엄기호, 문강형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6) 한편 일본의 경우, 파국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오사와 마사치(大澤真幸)가 
그 흐름을 견인하고 있다. 그는 2000년대 후반 『불가능성의 시대(不可能性の
時代)』를 통해서 ‘파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그는 자본주의라는 사
회에서 새로운 ‘현실X’를 보여주는 계기로서의 파국을 논했으며, 일본이 1995
년 옴진리교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불가능성의 시대’에 도입했다는 인식이 이
러한 논의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불가능성의 시대는 ‘현실X’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꿈(기존 사회)에서 현실로 폭력적으로 이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발견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오사와는 그러한 ‘현실로의 도피’를 유발하는 것으
로 9.11테러와 같은 파국적 사태를 포착한다. 오사와 마사치는 저서 『사회는 
끊임없이 꿈을 꾼다(社会は絶えず夢を見ている)』, 『꿈보다 깊은 각성으로(夢よ
りも深い覚醒へ)』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본사회가 보고 있는 꿈, 그리고 그 
꿈에서의 각성에 대한 사회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시기적으로 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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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는 「파국의 시대와 ‘지금의 시간(Jetztzeit)’ : 발터 벤야민과 사도 
바울의 새로운 역사적 시간의 패러다임」에서 파국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
로 구분한다. 하나는 ‘역사적・인간적 재난과 정치의 위기’, 또 하나는 ‘자
연적・기술적 재난과 삶(생명)의 위기’이다. 우리 시대의 파국은, 정치적 
위기로 발단될 삶의 위기, 자연 재해나 기술적 재난 등이 우리의 계몽적 
사고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르면 
이러한 우리 시대의 파국은 기존의 근대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역사적 전
망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의 정치적・자연적 파국이라는 
두 가지 파국의 유형은 우리 시대를 분석하기 위한 유의미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파국’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논의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난, 파국, 재앙, 종말과 같은 개념이 명확히 구
분되지 않은 채 파국이라는 단어가 메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
과할 수 없다7). 
  박하림의 『파국의 기원과 멜랑콜리 : 2000년대 한국 문화에 나타난 좀
비 서사 연구』는 좀비라는 표상을 통해서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드러나
는 파국적 상상력에 대한 하나의 연구이다. 물론 파국의 상상력보다 좀비
라고 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궤를 달리하지
만, 2000년대 이후 한국이라는 시공간에서 좀비를 통해 파국적 상상력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파국의 상상력은 자연 재해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난의 상상력과 재난 서사 관련한 선행연구들도 여

자면 파국에 관한 담론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등장하였으나, 거의 동시대
에 등장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공통적 토대는 
1990년대에 경험한 국지(局地)적 경제위기와 2000년대에 들어서 발생한 9.11
테러와 2008년 금융위기라는 글로벌 위기로 형성되고 있다. 즉 파국의 언설은 
어느 정도 동시대성을 갖고 있다.

7) 이러한 경향은 장성규, 「파국과 종말의 상상력 : 한국 재난 서사 콘텐츠를 중
심으로」와 같은 또 다른 파국과 종말에 관한 연구에서도 관통되는 문제인 듯
하다. ‘파국’ 자체에 대한 개념저의 없이 이미 기존 사실화된 것으로 ‘파국’이
라는 개념이 사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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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서 『문학과 예술에서 재난을 말하
다』는 동시대에 등장하는 재난의 상상력을 분석한 의미 있는 연구 성과이
다. 최근 재난 서사가 문학이라는 자장에서 일종의 힘을 획득하고 있는 상
황에 주목하여, 재난에 대한 본질적 사유를 목적으로 구체적 작품 분석을 
수행한 이 논문집은 재난 서사의 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한다. 
  ‘파국의 상상력’에 대한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선행연구 흐름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
되어 왔던 ‘파국’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한 정리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서 발견되는 파국과 상상력
으로서의 파국의 간극과 관계성에 대해서도 재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이라는 공간에서 이야기되는 ‘파국의 상상력’에 대한 보다 다른 시각을 제
공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비교 대상을 옆에 내세운다. 일본은 현실에서 
파국적 이미지를 가진 사건(3.11)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또 다른 
‘파국의 상상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과의 비교는 한국
적인 ‘파국의 상상력’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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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방법 및 목적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각종 매체에서 등장하는 파국의 상상력에 
대해서 서사적 접근을 통해서 파국의 상상력이 어떠한 문학적 가능성과 
한계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파국 및 파국의 상상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함
으로써 분석의 틀을 제공하겠다. 특히 파국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한 역
사적 접근을 통해서 파국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파국
과 혼용되어 있는 재앙과 위험이라는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서 개념적 공
통점과 차이점을 주목하여 파국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다. 또한 서사적으로 
전개되는 상상력으로서의 파국에 대한 개념적 틀 또한 제공할 것을 목표
로 삼는다. 파국이 현실에서 촉발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
에서 등장하는 파국의 상상력은 시대성과 무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파국의 상상력에 대한 분석은 현실에 드러나는 도래할, 혹은 도래하지 않
을 파국에 대한 파편적 진조를 보여준다. 
  또한 상상력으로서의 파국은 현실에서 은폐되고 있는 진실을 드러낸다
는 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파국은 기존에 억압되어 왔던 부조리한 
현실의 진실을 인간 앞에 폭력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상상력으로서의 파국
은 이러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압도적 
파국은 기존 세계의 한계를 전복시키는 동시에 폐허가 된 세계에서 새로
운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파국의 상상력이 갖는 이중성
에 대해서 벤야민의 파국에 관한 논의를 가져와 살펴봄으로써, 하나의 알
레고리로서 파국의 상상력을 살펴보겠다. 
  제3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작품에 대한 서사적 분석을 통해
서 파국의 상상력을 살펴보겠다. 본 논문 제3장에서 선정한 작품들은 모
두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경험한 후의 일본에서 나온 작품들이다. 그렇다면 왜 2011년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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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3.11 지진과 원전 사고에 주목해야만 하는가? 일본은 지리적 조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을 겪어 온 나라이다. 지진, 홍
수, 화산폭발 등의 수많은 자연재해를 경험한 일본사람에게 있어서 3.11이 
그토록 중요한 사건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
지진 자체가 대규모의 지진이었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3.11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수많은 지진과 차별화되는 지점인데, 
바로 쓰나미(해일)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방사능 유출이라는 부차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일련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일본은 미증유의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은 파국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 세키구치 료코(関口涼子)가 에세이 『파국 전야
(カタストロフ前夜)』에서 쓰고 있듯8)이 일견 후쿠시마를 비롯한 ‘동일본’
이라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국지(局地)적 사건으로 보이지만, 3.11의 파
국적 이미지는 일본 전체를 장악하였다. 2011년을 전환점으로 그후에 등
장하는 일본 문학이나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은 독자
나 관객으로 하여금 3.11의 이미지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특히
나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두 차례에 걸친 원자폭탄 투하의 경험이 원자
력과 순간적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결부시켰다면, 3.11 이후에는 방사능으
로 인해서 서서히 신체를 침식해가는 원자력과 관련한 또 하나의 죽음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진과 원전 사고의 경험이 중요한 만큼, 본 연구에서 선정한 텍스트들
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신체’라고 할 수 있다. 파국의 이

8)  일본인 작가 세키구치 료코(関口涼子)는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프랑스어와 일
본어로 글을 쓴다. 그녀의 에세이집 『파국 전야(カタストロフ前夜)』는 그녀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프랑스어로 쓴 에세이의 일본어 번역본이다. 
이 에세이집에 수록되어 있는 세 작품 중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これは偶然で
はない)」에서 그녀는 후쿠시마에서 200km 이상 거리가 있는 도쿄의 일상에서 
폐허의 이미지를 연상한다. 3.11을 단순한 국지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파국을 
경험한 후의 일본 전체를 폐허가 된 풍경으로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에
세이에 주목할 만하다. (関口涼子, 『カタストロフ前夜』,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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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는 신체적 경험과 결합된 형태로 서사화된다. 그 까닭은 파국의 이미
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인 방사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위험성이 바로 ‘신체’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
구의 제3장에서는 신체와 결부되어서 구현되는 파국의 상상력을 담아낸 
서사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우선 다와다 요코의 「헌등사」는 3.11 이후의 문학, 소위 진재후문학(震
災後文学)9)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거론되는 소설이다. 뿐만 아니라 
하가 고이치(芳賀 浩一)에 따르면, 이 소설은 “현재의 환경비평이 주시하
는 주제를 문학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포스
트 <3・11>소설의 틀을 크게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10)이기에 ‘진재
후문학’ 중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지니는 작품이다. 다와다는 이 소설을 통
해서 인간의 신체에 대한 기존의 이해, 더불어 인간과 지구환경 간의 기존
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파국의 순간
보다는, 파국이 지나간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제
시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텍스트로 요시무라 만이치(吉村萬壱)의 『볼라드병(ボラード病)』
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의 문학 특성 중 하나는 반휴머니즘
(anti-humanism)11)인데, 이 작품의 주제 또한 기존의 작품이 제시해 온 
주제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지바 가즈미키(千葉一幹)가 지
적하듯이 요시무라가 작가활동을 시작했을 1990년대 후반 당시에 그가 작

9) ‘진재후문학(震災後文学)’라고 하는 명칭은 기무라 사에코(木村朗子)가 저서 
『진재후문학론(震災後文学論)』을 통해서 2011년3월11일 동일본대지진 후 최초
로 이 장르에 대해서 지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따르면, “진재후문학
이란, 따라서 단순히 진재 후에 쓰여진 문학을 의미하지 않는다. 글쓰기의 어
려움 속에서 쓰여진 작품이야말로 진재후문학인 것이다. 기존의 표현으로는 맞
설 수 없는 국면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문학, 그것을 이 책에서는 진재후문
학이라 부르기로 한다.” (木村朗子, 『震災後文学論ーあたらしい日本文学のため
に』, p.59.) (필자 번역)  

10) 芳賀浩一, 『ポスト<3・11>小説論』, p.238.
11) 千葉一幹, 『現代文学は「震災の傷」を癒せるか：3・11の衝撃とメランコリー』,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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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통해서 내세우는 반휴머니즘이 맞설 만한 질서가 일본사회에 있었는
지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볼라드병』에서는 파국의 경험을 
망각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친절함’이나 ‘연대’라는 일견 휴머니즘적 행위
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요시무라는 주인공의 신체를 통해서 반휴머니즘적 
저항을 보여준다. 이 작품이 파국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
고, 나아가서 파국을 이미 극복한 것으로 포착하려고 하는 주체의 욕망에 
정면으로 맞서는 윤리적 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분석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후루야 미노루(古谷実)의 만화 『두더지(ヒミズ)』와 이를 영
화화한 소노 시온(園子温)의 <두더지(ヒミズ)>라는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하나의 도전적 시도인데, 이 만화와 영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가 없는 만큼 이 작품의 문학(만화)사나 영화사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연재된 원작 
만화와 2012년에 개봉된 영화, 이 둘 사이에 동일본대지진이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작품은 중요한 분석대상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두 작품의 차이를 동일본대지진과의 관련 속에서 규명하면
서 소노 시온의 『두더지』가 어떠한 파국의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밝
혀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에서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작품에 대한 서사적 분
석을 통해서 파국의 상상력을 살펴보겠다. 일본과는 달리 현실적 공간을 
전복할 정도의 파국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한국에서 파국의 상상력을 담
아낸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증상적이다. 파국을 경험하
지 않은 한국에서 상상력으로서의 파국이 의미하는 바를 읽어내는 일은 
역으로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파국의 기미가 감지되고 있는지 하나의 척
도를 제시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김사과의 「매장」과 『테러의 시』, 김애란
의 「물속 골리앗」, 그리고 조하형의 『조립식 보리수나무』를 분석 텍스트로 
선정하겠다. 
  김사과의 소설은 세계에 대한 분노와 그 세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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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밀려오는 허무를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테러의 시』는 출구 없는 
반복적 삶을 보여줌으로써 “종말에 대한 요구”12)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서 종말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종말을 강렬하게 갈망하는 것이 이 소설의 
특징이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갈망, 혹은 파국을 갈망하는 그녀의 소설은 
2000년대 이후 경제적 성장의 포화 상태가 된 한국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다. 개인적 삶에서의 성장과 공동체적 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을 습격하는 것은 ‘반복’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이미지이
다. 김사과의 소설은 이러한 반복된 삶과 세계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욕망
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다. 
  김애란의 「물속 골리앗」은 2010년대를 대표하는 재난서사라고 해도 무
방할 것이다. 단편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소설 전체를 지배하는 장마와 홍수
의 이미지는 다른 소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재난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또한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홍수라는 재난이 주인공 소년과 어머니에게 
파국으로 다가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경
제적 위기 상황이다. 특히, 아파트의 재개발이라고 하는 시대적 맥락이 반
영되고 있는 점은 이 소설이 가지는 파국의 상상력을 ‘한국적’이라고 규정
할 수 있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조하형의 소설 『조립식 보리수나무』은 2008년에 나온 장편소설이다. 
2004년에 출간된 『키메라의 아침』에서 이미 파국이 도래한 다음의 세계를 
‘조류 인간’이라는 아이디어로 그려낸 그는 2008년에 『조립식 보리수나
무』를 출간하였다. 이미 서영채는 『키메라의 아침』에서 2000년대에 들어 
한국 장편소설에서 일어난 서사적 감수성의 변화13)를 발견, 주목한 바 있
다. 『조립식 보리수나무』에서도 『키메라의 아침』과 비슷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 계승되며, 또한 기존의 인간과 다른 인간상(像)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키메라의 아침』에서는 파국 이후의 세계에 중점이 설정되어 있었

12) 권희철, 「그 때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다 – 최진영 『끝나지 않는 노래』. 김사
과 『테러의 시』」, p,3.

13) 서영채, 『미메시스의 힘』,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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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조립식 보리수나무』에서는 산불이라는 사건 자체, 즉 파국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다루겠지만, 『조립식 보리
수나무』에서는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건을 파국으로 인식하는 
주체의 양상을 보여준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파국 후의 세계를 그려내는 
것으로부터 파국 자체를 그려내는 것으로의 작가의 문제의식의 변화는 주
목할 만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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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국과 파국의 상상력

2-1. 파국(catastrophe), 재앙(disaster), 위험(risk)

  ‘파국(catastrophe)’이란 무엇인가? 우선 이 개념에 대해서 정교한 정의
를 내릴 필요가 있다. 오늘날 파국(catastrophe)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재앙(disaster)과 위험(risk)이라는 단어들과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혼용
되고 있는 유사한 개념들의 비교를 통해서 ‘파국(catastrophe)’이라는 개
념을 정교하게 정의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우선 ‘파국(catastrophe)’과 ‘재
앙(disaster)’의 차이부터 살펴보겠다.
  한국어 ‘파국(破局)’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catastrophe’14)가 사용된 
기록들 가운데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이른 것은 1530년대의 것이
며, 당시의 용례에서 이 단어는 “예상된 것의 반전(reversal of what is 
expected)”, 특히 극중 치명적인 전환점이나 플롯의 종결을 의미하고 있
다. 이 단어는 라틴어의 catastropha, 그리고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
면 그리스어의 katastrophe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어 동사 
katastrephein은 ‘kata(밑으로)’와 ‘strephein(돌다)’가 결합된 단어로, 즉 
“전복시키다(to overturn)”나 “끝나게 되다(to come to end)”를 의미한
다. 따라서 16세기경에 사용되었던 ‘catastrophe’라는 단어는 극의 결말
부에서 발생하는 전복(반전)을 일컫는 말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단어 자체
에 비극적인 함의는 없었다. 1748년의 용례에서 이 단어는 “갑작스러운 
재앙(sudden disaster)”이라는 뜻으로 확장되어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
도 부정적이거나 비극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14) “catastrophe” (https://www.etymonline.com/word/catastrophe, 최종검색일 
202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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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국어에서 ‘재앙’으로 번역되는 ‘disaster’15)는 “파괴적이거나 고
통스러운 성질의 것이 들이닥치는 것(anything that befalls of ruinous 
or distressing nature) 혹은 어떠한 불행한 사건(any unfortunate 
event)”을 의미한다. 특히나 “갑작스럽고 크나큰 불행(a sudden or 
great misfortune)”을 뜻한다. 'disaster'의 어원은 이탈리아어의 
disastro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dis(잘못된)’와 ‘astro(별)’로 이루어
져 있는 단어이며, 별이 궤도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 현상을 의미한다. 어
원적 의미에 입각한다면 재앙(disaster)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정상적인 질
서를 전제로 하여 그 상태에서 이탈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또한 
‘disaster’는 단순히 불행한 ‘사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단어 자체에 
‘한 질서의 종말’이라는 의미는 없다.
  이 두 개념을 어원적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도출되는 차이점을 두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자, 재앙(disaster)은 정
상 상태로 가정되는 하나의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이상(異常) 상태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것이 수반하는 ‘불행
(misfortune)’은 ‘주관적인’ 차원에서 부여된다16). 즉, ‘재앙(disaster)’은 
그 개념상 객관적인 사건을 지칭하는 동시에 특정한 개인에게는 주관적인 
불행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것이다. 반면에 ‘파국(catastrophe)’은 단어 자
체가 등장했을 때부터 이미 연극이라는 예술 영역에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파국(catastrophe)’은 관객의 시선

15) “disaster” (https://www.etymonline.com/word/disaster, 최종검색일 
2020년 12월 14일.)

16) ‘disaster’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모리스 블랑쇼는 『카오스의 글쓰기
(L’écriture du désastre)』에서 désastre와 écriture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저서의 한국어 번역판에서는 désastre를 ‘재앙(재난)’이 아니라 ‘카오스’로 
번역했다는 점이 시사점을 준다. 번역자 박준상은 ‘재앙(재난)’이 아니라 ‘카오
스’를 채택한 것에 대해서 “‘재난’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불
행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아의 관점을 중심으로, 즉 비-익
명적 관점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발생하는 감정을 거쳐 
귀결되는 판단이다.”(p.11)라고 설명한다. disaster(désastre)라는 단어가 이러
한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인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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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착되는 순간에 파국으로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의 
결말부에 무대에서 연출되는 파국적 상황과 관련하여 무대 위의 인물들에
게 동일시하는 관객이라면 누구나, 기존의 연속성을 깨부수는 전복적 사건
(파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진짜’ 파국은 이 순간에 발
생한다. 즉,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재앙을 경험하
는 인물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순간에, 혹은 연극 속의 재앙이 무대를 넘
어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고 관객 스
스로가 자인하는 순간에 그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파국’으로 다가온
다. 정리하자면, ‘재앙(disaster)’이 한 주체와 대상 사이의 거리에서 발생
하는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속성을 지닌다면, ‘파국
(catastrophe)’은 관객(주체)과 무대(대상)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에 등장하는 절대성을 지니는 개념이다. 재앙이 한 질서에서 이탈하는 불
행을 의미한다면, 파국은 그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파괴되는 사건을 의미
하는 셈이다.
  이러한 첫 번째 차이점 위에서 두 번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것은 파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원적 의미부터 이미 ‘종말’이라는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중요한 것은 
‘파국(catastrophe)’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연극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는 사실이다. 연극은 무대와 공연시간이라고 하는 시공간적 유한성을 전제
로 한다. 무대에서 펼쳐지는 연극의 결말부에서 발생하는 ‘파국’은 연극 
자체의 종결, 혹은 파국(전복)의 해결이라고 하는, 도래할 연극의 종결을 
의미한다. 즉, 파국이라는 개념은 ‘종말’이라는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
니고 있다. 
  ‘파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종말의 전조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재앙(disaster)과 명백히 구분된다. 그런데 연극이 종결되었을 때 
보다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 무대라는 하나의 가상세계는 ‘파국(종결)’을 
맞이했지만, 관객이 살아가는 현실세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객들은 연극에서 ‘파국’을 통해서 하나의 가상적 종결을 경험했을 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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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복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파국’이라는 개념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질적 차원에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메타적이고 은유적인 측면을 전제조건으로 내포한
다. 파국이 어떠한 세계의 종말을 의미한다면 아직까지 현실 세계의 종말
을 경험하지 않았던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파국이란 있을 수 없
다. 거꾸로 말하면, 파국은 어떠한 것의 종결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여전히 삶이 계속되는 주체의 시선에 포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연극무대와 관객의 관계에 빗대자면, 무대에 서 등장인물들의 시선으
로 포착되는 전복적 사건은 진정한 파국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재앙’의 
차원에 가깝다. ‘파국’은 오직 관객들의 시선으로 포착될 때 비로소 모습
을 드러내며, 관객과 무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에 도래하는 것이다.
  논의를 종합하자면, ‘파국’은 그 개념 자체가 이미 은유로서의 힘을 지
니고 있다. ‘파국’은 현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의해 촉발되어 드러나서 주
체에게 포착되지만, 진짜 종말은 오늘날까지 찾아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
국은 은유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만일 누군가가 현실에 발생한 사건에서 
파국의 단초를 발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특정한 세계나 질서
의 종결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느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역설적으
로 그러한 파국적 사건에 대해 발화하는 주체는 파국 이후의 세계를 살아
가는 존재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다음으로, ‘파국(catastrophe)’과 ‘위험(risk)’을 맞세워 비교해보겠다. 
이 때 ‘risk’는 ‘danger’와 구분되는, ‘위험사회’17)라는 개념에서 주로 사
용되는 ‘위험(risk)’을 의미하며, risk의 의미 역시 어원적 의미보다는 위
험사회 논의의 맥락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포스트모던 시대를 ‘위험사회’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는 위험사회의 

17) ‘위험사회’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에 의해서 1986년에 등장한 개념이
다. 이 개념은 근대화와 함께 등장한 공업사회에서 간과되어 왔던 부작용을 조
명하는 것에 일조한다. 울리히 벡에 이어서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도 ‘위험사회’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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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을 전통주의로부터의 해방과 종교라는 심리적 안전장치의 약화라는 
두 차원에서 설명한다. 즉 전통주의가 해체됨에 따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졌으며, 동시에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던 
종교가 쇠퇴한 것이 위험사회 등장의 기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회학자 오사와 마사치(大澤真幸)는 위험사회의 등장에 관한 울
리히 벡의 논리를 한층 더 견고하게 보완한다. 오사와에 따르면 전통주의
의 쇠퇴와 종교라는 장치의 약화는 실제로 위험사회가 시작된 ‘포스트모
던’이라고 불리는 시기보다 훨씬 전, 근대 초기부터 발견되는 현상이다18). 
즉, 벡이 제시한 두 가지 근거로 인해서 위험사회가 시작되었다면, 위험사
회는 포스트모던이 아니라 근대의 시작과 동시에 등장했어야 했다. 따라서 
오사와는 포스트모던에 해당되는 시기에 위험사회가 등장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다른 요소로 설명하는데, 그 요소란 ‘제3자의 심급의 철퇴(第三者
の審級の撤退)’이다. 그는 “위험사회란 “본질에 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실
존에 관해서는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제3자의 심급을 상실하는 것19)”이
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오사와가 사용하는 제3자의 심급이라는 개념은 ‘절
대적 타자’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근대 초기에는 사람들이 절대적 타자가 
실존한다는 사실만 믿고 그 실존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데 비해,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절대적 타자의 실존까지 상실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지상에 초월적 힘을 가진 절대적 
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오사와에 따르면 
이 ‘제3자의 심급의 철퇴’, 소위 초월적 힘을 지닌 절대적 타자의 후퇴야
말로 세계가 위험사회로 접어든 시점을 포스트모던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위험사회 논의에서의 ‘위험(risk)’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니클라스 루만은 ‘danger’와 ‘risk’를 구분하면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18) 大澤真幸, 『不可能性の時代』, p.130.
19) 大澤真幸, 같은 책, p.139.



- 19 -

‘danger’가 단순한 자연재해와 같은 사건을 의미한다면, ‘risk’는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손해20)이다. 한편 오사와는 이 ‘risk’에 대해
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이 위험(risk)이라는 것 자체의 규모가 
엄청나게 거대하다는 점, 또 하나는 이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21). 
  이러한 ‘위험’의 이중성 때문에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은 중용(中庸)
적 태도를 더 이상 취할 수 없게 된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확
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 방점을 두면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된
다는 선택이 합리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규모가 크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만에 하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를 고
려해서 예방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놓여 
있는 중용이라는 태도, “아예 대비하지 않는 것도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대비할 필요도 없으니 적당한 수준에서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 선
택은 효용이 떨어지는 선택이며, 따라서 위험사회에서는 중용이라는 태도
는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중용이란 원래 초월적 타자에 귀속하
는 판단22)이라는 점에서 위험사회 또한 초월적 타자가 부재한 사회이다. 
중용적 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 타자에게 책임을 넘길 수 없으
며, 선택과 결정의 주체인 인간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귀결을 맞이
한다. 이 지점에서 위험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risk)이 인간의 선택과 책
임에 귀속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프랑수아 에발드(François Ewald)는 「보험과 리스크」라는 글에서 
근대에 들어서면서 등장한 ‘보험’이라는 사회제도23)와의 관련성 속에서 위

20) 근대화 이후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과학기술로 인한 발전 이면에 부작용이 있
어왔다. 발전 단계에서 선택이 요구될 때 손해와 이익의 계산을 통해서 이익을 
택해온 것이 공업사회이다. 위험사회는 이익 이면에 숨겨져 있는 손해(부작용)
에 조명해서 이를 위험으로 다룬다. 루만에게는 “위험사회에서의 모든 행동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ニクラス・ルーマン, 『リスクの社会学』, 
p.44.

21) 大澤真幸, 같은 책, p131.
22) 大澤真幸, 『夢よりも深い覚醒へ』, p.45.



- 20 -

험(risk)에 대해서 정의한다. 그는 위험(risk)에 대해서 “보험에서 리스크
는 특정한 사건이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 일반이 아니라 일군
의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해 어떤 개인의 집단(즉, 하나의 인구 집단)이 대
표하고 소유한 가치 또는 자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다루는 특
정한 방식(mode)을 지탱한다.”24)고 정의한다. 그가 정의한 위험(risk)은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로 설정된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특정한 집단에 있어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뤄야 할 문제로 인식될 때 그 사건은 ‘danger’가 
아니라 ‘risk’라고 해야 한다. 즉, 보험의 대상으로 규정되는 한에서 
‘danger’는 ‘risk’가 된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위험(risk)은 계산 가능
한 것25)에 불과하다. 이렇듯 보험이라는 제도와 관련하여 ‘danger’와 
‘risk’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에발드의 통찰은. ‘danger’와 달리 ‘risk’는 
주체(개인, 집단)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위험(risk)’이란 인간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 왔던 사회 
발전의 이면에서 간과되어왔던 발전의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험이
란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 혹은 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작용으로서의 위험(risk)이 실제로 현실에서 발
생했을 때 그것을 ‘파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때 
가시화된 ‘위험’, 즉 ‘파국’은 사전적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도 
최소한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
지지만, 파국적 사건이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선택을 

23) ‘위험’에 관한 논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지만, 프랑수아 에
발드의 글에서 위험만큼 ‘보험’이라는 용어도 중요하다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보험’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기술(technology)로서의 보
험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테크놀로지로서의 보험은 경제적・사회적 현실의 
다양한 요소를 특정한 규칙에 따라 조합하는 기예(art)이다.”, 프랑수아 에발
드, 「보험과 리스크」, 『푸코 효과 : 통치성에 관한 연구』, p.291.

24) 프랑수아 에발드, 같은 글, p.294.
25) 그에 따르면, 위험(risk)은 계산 가능한 것, 집합적인 것, 그리고 자본이라고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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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면 파국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반성적 성찰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파국이 무서운 까닭은, 단순히,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깨닫게 되기까지 수
많은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
이라는 이유만은 아니다. 
한 번 그것이 일어나버리면, 그것은 정상적인 도리에 근거한 귀결로 보이기 
때문이다. 파국은 그것이 현실이 되기 전에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
는데도 불구하고, 파국적 현실 그 자체가 파국을 범용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다.26) 

  이 인용문은 프랑스의 철학자 장-피에르 듀푸이(Jean-Pierre Dupuy)가 
전개한 논의의 일부이다. 도래할 미래에 파국이 도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낮은 개연성 때문에 파국의 가능성을 ‘믿지 않
는다.’ 파국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당연한 일상의 풍경이자 필연적 귀결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듀푸이는 현실을 파국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적 틀을 제시한다. 이것이 ‘파국주의(Catastrophism)’라는 
개념인데, 이는 도래할 파국을 마치 숙명이자 피할 수 없는 필연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아가려는 하나의 인식적 태도27)를 의미한다. 그의 

26) 이 인용부분은 장-피에르 듀푸이의 저서의 일본어판 『ありえないことが現実
になるとき』(원제: Pour un catastrophisme éclairé)에서 가져왔다. “カタス
トロフがおそろしいのは、単に、それが起きるだろうと知ることにはいくつもの
理由が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それが起きるだろうと信じることがないからとい
う理由ばかりではない。一度それが起きてしまったら、それは通常の道理に基づ
くものに見えてしまうからなのだ。カタストロフはそれが現実のものとなる前に
は起こりうるものとは思われていなかったのに、カタストロフの現実そのもの
が、カタストロフを凡庸なものにしてしまう。”, ジャン＝ピエール・デュピュ
イ, 『ありえないことが現実になるとき』, pp.80-81. (인용은 필자 번역.)

27) “여러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듀푸이가 제시하는 “현명한 파국론”이란 세련된 
철학이론이라기보다, 상기한 것처럼, ‘사후’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증후’를 
‘지금’ 읽어내며, 그것이 다름 아닌 ‘미래’의 – 그러나 피하기 어렵지만, 가능
하면 피하고 싶은 미래의 - ‘흔적’임을 알리려는 광기를 띤 작업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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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상은 ‘파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귀결로 파국의 이미지를 퇴색시켜버
리는, ‘파국’의 복잡성과의 관계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파국’은 절대자가 부재한다는 사
실을 다시금 각인시켜주는 것이며, 따라서 동시에 인간 스스로가 이 ‘파
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연극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즉, 어떤 주체가 현실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나 전염병과 같은 사건을 
‘파국’으로 규정한다면, 그 주체는 그 사건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한 번 ‘파국’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첫째, 파국이란 주관과 객
관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포착되는 절대적 개념이다. 둘째, 파국
은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셋째, 파국은 그 개념 자체가 이
미 은유적 상상력을 내포한다. 넷째, 파국은 순수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
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시화된 ‘위험’28)이다. 다섯째, 파
국은 절대적 타자의 부재를 상기시키고 각인시킨다.

있을지도 모른다.”, 渡名喜庸哲, 『カタストロフからの哲学 ジャン＝ピエール・
デュピュイをめぐって』, p.98. (필자 번역.)

28) 프랑스의 철학자 장-뤽 낭시 또한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지진과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쓰나미는 기술적인 파국이 
되고 이러한 파국 자체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철학적인 진동이 되
며, 동시에 이러한 일련의 진동이 금융적인 파국, 특히나 유럽으로의 영향, 나
아가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그 여파라고 하는 것과 얽혀서 교차
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오늘날 순수한 자연재해란 없다는 것이다., 
Jean-Luc Nancy, 『フクシマの後で』(원제 :《After Fukushima : The 
Equivalence ofCatastrophes》), p.59.) (필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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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국과 알레고리

  앞 절에서는 ‘파국(Catastrophe)’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이 
절에서는 상상력으로서의 파국, 즉 파국의 상상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파국’은 현실에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
건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상상력으로서의 ‘파국’은 반드시 비
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만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 절에서는 근대화가 
정착한 20세기 초반에 ‘파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세계를 바라본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년)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상상력으
로서의 파국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의 파국과는 다
른 의미의 파국을 논했다는 점에서 그의 논의는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우
선 벤야민이 정의하는 ‘파국(破局, Catastrophe)’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겠
다. 근대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그가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
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파국의 상상력’의 개념적 틀을 제공하겠다. 

파국은 진보이고, 진보는 파국이다.29)

  이 테제는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관련 노트들」에 나오는 
문장이다. 진보가 파국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진보라는 단어는 주로 
더 나은 세상, 역사적 전진, 새로움 등과의 관련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파국은 진보를 저해하고 파괴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정의된다. 그러나 벤야민은 진보 자체가 파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
다. 대립물의 일치가 이루어진 이 지점에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표출
된다. 그것은 ‘진보’ 개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 혹은 ‘파국’에 대한 긍정
적인 해석이다. 그가 이 두 가지 모두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29)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 
p.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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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그렇다면 우선 벤야민이 사용하고 있는 ‘진보’ 개념에 대해서 그가 가지
고 있는 역사 인식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진보가 파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진보’는 역사주의적 역사관에서 이야기하는 진보를 의미
한다. 그에 따르면 역사주의적 역사관은 역사의 승리자에게 감정이입한
다30). 역사의 승리자에게 감정이입한다는 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승
리를 거둔 사람은 오늘날 바닥에 누워 있는 자들을 짓밟고 가는 지배자들
의 개선 행렬에 함께 동참하는 셈31)”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주의자
들이 서술하는 역사 자체가 승리자의 역사에 불과하며, 이 역사의 최전선
에 위치하는 진보는 과거의 패배자들이 쓰러져 있는 폐허 위에 서 있다. 

그 천사는 눈을 크게 뜨고 있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또 날개는 펼쳐져 있다. 
역사의 천사도 바로 이렇게 보일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들 앞에서 일련의 사
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잔해 위에 또 잔해를 쉼 없이 쌓이
게 하고 또 이 잔해를 우리들 발 앞에 내팽개치는 단 하나의 파국만을 본다. 
천사는 머물고 싶어 하고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산산이 부서진 것을 
모아서 다시 결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천국에서 폭풍이 불어오고 있고 이 
폭풍은 그의 날개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정도로 세차게 불어오기 때문에 천사
는 날개를 접을 수도 없다. 이 폭풍은,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 쪽을 향
하여 간단없이 그를 떠밀고 있으며, 반면 그의 앞에 쌓이는 잔해의 더미는 하
늘까지 치솟고 있다. 우리가 진보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폭풍을 두고 
하는 말이다.32) 

그는 파울 클레가 그린 역사의 천사 그림으로부터 기존의 천사가 가지는 
상징(symbol)과 다른 알레고리를 발견한다. 벤야민이 역사주의적 진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이유는 바로 그가 살고 있었던 당시 유

30) 발터 벤야민, 같은 책, p336.
31) 발터 벤야민, 같은 책, 같은 쪽. 
32) 발터 벤야민, 같은 책, 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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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상황과 관련 있다. 그의 눈에 당대 유럽은 그야말로 잔해가 쉼 없이 쌓
인 폐허로 보였다. 잔해라는 것은 역사적 진보라는 신화로 인해서 도태된 
패자들의 역사이다. 이 천사를 통해서 도출되는 역사의 알레고리적 해석은 
진보라는 폭풍으로 인해서 천사마저 저항할 틈 없이 이미 폐허가 되어버
린 세상(유럽)이다. 벤야민이 보기에 발전이나 성장을 목표로 삼는 역사주
의적 진보 개념에 대한 신봉이 결국 파시즘을 대두시켰고, 세계대전이라는 
혼란을 초래했다. 당대사회를 반영한 진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그의 해
석은 곧 ‘파국’적이었다.
  다음으로, 벤야민이 ‘파국’에 대해서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는 파국적 상황을 초래한 진보를 지탱하고 있는 역사주
의적 역사관에 대한 비판으로, 유물론적 역사관을 제시한다. 

이 작업을 지탱시켜주는 파토스: 쇠망의 시대 같은 것은 없다. 『비극』에 관한 
작업에서 17세기를 살펴보려고 했던 만큼이나 19세기를 철저하게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도. ‘쇠망의 시대’ 따위 운운은 믿지 말 것.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시의 경계 바깥에 있는) 모든 도시가 똑같이 아름다우며, 또 어떤 언어가 더 
가치 있고 다른 언어는 가치가 덜하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33)  

 [N 1, 6]

    벤야민은 진보가 초래한 파국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
으며, 오히려 ‘쇠망의 시대’란 없다고 단언한다. 그가 그렇게 단언할 수 있
었던 것은, 세계공황을 비롯한 경제적 난관과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대혼란 
속에서 벤야민을 지탱하고 있었던, ‘쇠망(쇠락)의 시대’를 비관적으로 받아
들이려 하지 않는 파토스, 즉 정념34)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진보 신화로 
인해서 발전과 성장이 신봉된 결과로 도래한 ‘파국’이야말로 오히려 새로
운 창조의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긍정적인 것으로 정의된다.

33)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1』, p.1046.
34) 김항, 『말하는 입과 먹는 입』,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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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이념을 자체 내에서 무효화해온 역사 유물론을 제시하는 것을 이 프로젝
트의 방법론적 목표 중의 하나로 봐도 좋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역사 유물론
이 부르주아적 사유 습관과 명확하게 분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역사 유
물론의 기본 개념은 진보가 아니라 현실성을 불러일으키는 것Aktualisierung
이다.35)    

 [N 2, 2]

  승자의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주의적 역사관과 대립되는 것으로 벤야민
은 역사적 유물론을 중요시한다. 역사적 유물론이 제시하는 기본 개념은 
일직선적 역사에서 가치를 발휘하는 ‘진보’가 아니라 ‘현실성’이다. 이것은 
한 역사가 진보로 나아가는 직선적 흐름 위에 단순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미지가 현재로 소환되는 순간에 
버려진 역사적 잔해에 대해서 서술해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유물
론에 있어서 무엇보다 현재, 바로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국적 상황이 도래한 ‘위험의 순간’에야말로 
과거가 소환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점이다. 

과거를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원래 어떠했는가’를 인식하는 일
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험의 순간에 섬광처럼 스치는 어떤 기억을 
붙잡는다는 것을 뜻한다. 역사적 유물론의 중요한 과제는 위험의 순간에 역사
적 주체에게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과거의 이미지를 붙드는 일이다.36)

  그가 역사적 유물론을 지지하는 까닭은, 일직선적 역사관에서 긍정적으
로 여겨지는 ‘진보’가 파국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잔해를 모아 현재
로 소환시키는 ‘현재성’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따라

35) 발터 벤야민, 앞의 책, p.1051.
36) 발터 벤야민, 같은 책,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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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험의 순간이야말로 과거가 현재로 열리는 순간을 연출한다. 그리고 
그 위험의 순간이 바로 ‘파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상상력으로서의 ‘파국’에 대한 재정의가 가능해진다. 진보
로 인해서 발생한 ‘파국’은 바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힘이
다. 김홍중은 이것을 ‘파상력(破像力)’이라는 용어로 서술한다. 그에 따르
면 “파상력은 부재하는 대상을 현존시키는 힘인 상상력과는 반대로, 현존
하는 대상의 비실체성 혹은 환각성을 깨닫는 힘이다. 파상력은 또한 인식 
주체의 내적 표상능력을 의미하는 상상력과 달리,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영상들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파괴하는 우상 파괴적 권능을 내
포한다. 상상력이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내는 유토피아적 힘이라면, 파상력
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영상적 투기도 금지하면서 모든 집합적 역량을 지
금 이 순간에 집결시키는 메시아적 구원사상을 창조한다.37)” 파국의 상상
력이 갖는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이 파상력의 알레고리이다. 또한 그에 따
르면 “파상력은 바로 망각의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영상이 상기(想起)
되는 순간 그 망각된 것을 가리고 있던 차폐-기억들이 파괴되어 소멸하고 
나타나는 참된 영상을 지각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38).” 벤야민이 
가져온 <새로운 천사>의 이미지를 다시 상기해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
는 잔해, 즉 패자의 역사(기억)가 바로 “망각된 것”이다. 동시에 문제는 우
리가 평소에 산더미가 쌓여 있는 폐허 한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파국’이 갖는 파상력적 특성은 바로 망
각된 것을 다시 현재로 소환시킬 권능을 의미한다.
 위험의 순간, 즉 파국이 발생한 순간에 섬광처럼 과거가 소환되는 기회가 
열리는데, 벤야민은 이 메커니즘을 ‘정지상태의 변증법’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과거가 현재에 빛을 던지는 것도, 그렇다고 현재가 과거에 빛을 던지는 것도 

37) 김홍중, 「발터 벤야민의 파상력 연구」, p.271.
38) 김홍중, 같은 글,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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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오히려 이미지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Jetzt과 섬광처럼 한순간에 
만나 하나의 성좌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미지는 정지 상태의 변
증법이다. 왜냐하면 현재가 과거에 대해 갖는 관계는 순전히 시간적・연속적
인 것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에 대해 갖는 관계는 변증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진행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지 적인 것이며<,> 비약적인 것이다. 
- 변증법적 이미지만이 진정한(즉 태곳적 이미지가 아니다) 이미지이다. 그리
고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들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언어이다. ▪�각성▪�39)

[N 2a, 3]

  파국은 역사적 전진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 순간에 
비로소 소환되는 과거의 이미지에 대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
게 되며, 새로운 이념의 ‘성좌’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듯 파국
을 파상력의 알레고리로 읽는 한에서 파국은 긍정적인 의미로 상상할 수 
있게 된다.
  벤야민의 저서 『독일 비애극의 원천』은 20세기 당대 사회에 대한 재해
석을 시도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알레고리적 실험이라 할 수 있다. 바로
크 시대의 해골이 허무함(Vanitas)을 드러내는 알레고리의 전형인 것처럼, 
그는 독일 비애극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폐허로 변한 
20세기 초반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도모한다.
  비극이라는 장르가 신의 시선으로 포착된 차안(此岸)의 슬픔을 다루는 
것이라면, 비애극은 신이 없는 무대에서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한없이 우울한 인간을 그려낸다. “비애극에서 군주와 순교자는 내재성
(Immanenz)을 벗어나지 않는다.40)”라는 벤야민의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비애극의 무대에서는 몰락으로 향하는 인간의 삶을 
구원해주는 존재로서의 절대적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 초
월자로서의 신이 후경으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39)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Ⅰ』, p.1054.
40)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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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예외상태(파국)이다. 그가 바로크 비애극에 주목한 까닭은 바로 국
가적 예외상태가 연극의 모티프로 다용(多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예외상태가 국가의 비밀을 폭로한다는 점인데, 그 비밀이란 국가, 주권
을 가진 군주가 아무것도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우유부단’한 존재41)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로크 비애극 무대에 서는 군주(주권자)는 우울이나 
광기에 빠져든 사람42)이라는 것이다. 신이 부재한 무대에서 예외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존재인 군주가 결정불가능이라는 우울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그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군주는 멜랑콜리적인 것의 범례이다. 군주조차도 피조물의 상태에 종속되어 있다
는 점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피조물의 허약함을 그렇게 강렬하게 가르쳐주지는 못
한다43). 

  바로크 비애극에 등장하는 군주는 결정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우
유부단한 상태에 빠져 있는 우울한 인간의 범례를 보여준다. 주권자의 우
울함은 예외상태라고 하는 파국적 상태와 상응하는 감정 코드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우울이야말로 사물의 ‘자연적이고 창조적인 관계’
의 상실에 대응하는 것44)”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우울에 사로잡힌 
인간만이 사물을 알레고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17세기의 알레고리는 표현의 관습이 아니라 관습의 표현이다45). 

41) “문제는 결단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폭군의 무능력이다. 비상사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군주는 사태를 처음 맞이한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발터 벤야민, 같은 책, pp.102-103.

42) 김항, 『말하는 입과 먹는 입』, p.84. 
43) 발터 벤야민, 같은 책, p.213. 조만영 역본에서는 “군주는 우울한 인간의 모

형이다(p.181)”로 번역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벤야민이 바로크 비애극에 등장
하는 군주가 우울한 인간의 모형이라고 하는 근대인 일반을 보여준다고 주목
한 것이다.

44) 김항, 앞의 책, 같은 쪽.
45)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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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고리라는 것은 표현의 관습이 아니라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관습
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벤야민은 알레고리에 대척점에 놓여 있는 단어로 
‘상징(symbol)’을 설정한다. 상징은 대상과 의미가 필연적으로 완전한 일
치를 이룬다. 달리 말해서 ‘기표’와 ‘기의’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징’이다. 반면, 알레고리는 현상과 총체적 일치를 이루고 있는 ‘상
징’과 달리 그 시대의 사회 관습과 우연적 관계를 맺는다. 즉, 알레고리는 
대상과 의미의 일치를 파괴하고 재구축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우울한 알
레고리커가 대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 대상은 알레고리로 해석된다. 몰락하
는 자연 또한 이 우울함과 상통46)하기 때문에, 우울한 알레고리커가 대상
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상징이 아닌 알레고리로 포착된다. 
  이 우울한 알레고리커만이 폐허에서 잔해를 모아 그 파편들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사물을 구제할 수 있다. 알레고리커로 인해서 새로 구성
된 이념체계를 벤야민은 ‘성좌’라 일컫는다. ‘성좌’는 파국 속에서 순간적
으로 소환되는 별들의 이미지를 다시 재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파국을 파상력의 알레고리로 바라보는 시도는 파국이 체현하는 기존의 
종말적 국면을 돌파할 경로를 열어준다. 또한 이러한 알레고리적 해석은 
우울한 알레고리커, 즉 근대인의 시선으로 포착된다. 근대인의 시선으로 
현실의 사건을 ‘파국’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파상력의 알레고리로 읽어
내는 것은, 현재를 ‘위험의 순간’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험의 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 만들어낸다. 
  상상력으로서의 파국, 즉 파국의 상상력이 하나의 알레고리라는 점이 중
요하다. 어떠한 현실을 바라보는 알레고리커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상력과 같은 파괴적 단계로 포착될 수도 있고, 혹은 그야말로 하나의 질

46) “자연이 고대처럼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유일하게 아직 기대할 수 있는 구제의 길로서 
그만큼 더 필수적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처럼 고의적으로 대상을 격하시키는 
가운데서 멜랑콜리적 의도는 비할 데 없는 방식으로 그 대상의 사물성에 대한 
충실함을 지키기 때문이다.”, 발터 벤야민, 같은 책, 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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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완전히 종말을 맞이하는 절망적 상황으로 포착되기도 한다. 파국이라
는 개념과 달리 파국의 상상력은 단순히 ‘비극’ 정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
니라 중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파국의 상상력은 알
레고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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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본주의라는 파국, 각성의 상상력

  파국을 파상력의 알레고리로 읽는 한에서, 이 ‘파국’은 구제와 새로운 
창조의 계기로서 상상된다. 파국으로 인해서 폐허가 드러나게 되며, 바로 
그 폐허 속에서 과거의 잔해를 모아 새로운 성좌를 만드는 것이 벤야민이 
말하는 역사기술의 방식이다. 기존의 역사가 이루어진 세계에 파국 자체가 
폐허를 전개시키는 이미지는, 꿈에서 현실로 각성하는 이미지와 상통한다. 
즉, 파국은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지니게 된다47).

모든 역사 기술은 깨어나는 것｜각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른 것은 일
절 다뤄서는 안 된다.48) 

[N 4, 3]

  벤야민의 이 테제에 따르면, 각성은 역사기술에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
이다. 그리고 이 각성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파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파국은 각성을 유발하는 이미지로 정의된다. 이 때 각성은 꿈
에서 현실로 깨어나는 상태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파국으로 인해 기
존의 질서가 무너져야만 비로소 각성이 가능하고, 각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기술이 가능해진다. 

이 시대의 특징적인 신학적이고 법률적인 사유방식 속에서 표현되는 것은 바
로크 시대의 모든 각성이란 꿈 의식Traumbewußstein이라는 테제와 깨어 있
는 의식이라는 안티테제의 진테제가 아닐까? 그렇다면 각성의 순간이란 ‘인식 
가능성의 지금’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 이 순간 사물들은 진정한 –초현실주의

47) 김홍중은 <발터 벤야민의 파상력 연구>에서 ‘각성’을 파상력의 근본 체험으로
서 정의한다. 본고에서는 파국을 파상력의 알레고리로 정의함으로써 파국 또한 
각성을 유발하는 힘으로 정의한다.

48)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1』, p.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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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모습을 하게 된다.49) 
 [N 3a, 3]

  파국은 각성 전야에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각성의 순간
이 ‘인식 가능성의 지금’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성의 순간은 바로 
정지상태의 변증법이 가능해지는 순간, 즉 현재를 구제하고 미래를 창조하
는 순간이다. 따라서 파국이 각성을 동반하는 한에서 파국은 ‘종말’ 후에 
대한 상상을 동반한다. 꿈은 종말을 맞이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현
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꿈에서 현실로의 각성이 ‘폭력’의 
방식으로 체험된다는 것50)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꿈’이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꿈’
이란 바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꿈을 수반한 새로운 잠이 유럽을 덮친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이러
한 잠 속에서 신화적 힘들이 재활성화되었다.51)

[K 1a, 8]

  벤야민이 살았던 시대를 비롯해 오늘날까지도 인간은 자본주의라고 하
는 거대한 꿈을 꾸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꿈에 대해서 김항은 그것이 
일종의 ‘예외상태’이라고 진단을 내린다52). 그것은 사물의 사용가치가 억
압되고 오로지 교환가치만이 중요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보자면 자본주의라는 꿈으로부터의 각성(깨어남)은 이러한 예외상태를 
벗어나 원상태로 복귀하는 형태의 각성을 의미한다. 한편 오사와 마사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교환의 
주체인 사람들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가 되어가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

49) 발터 벤야민, 같은 책, p.1058.
50) 김홍중, 앞의 글, p.282.
51)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1』, p.911.
52) 김항, 앞의 책,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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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절대적 타자(제3자의 심급)가 점점 후퇴한다고 말한다53).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자본주의라는 예외상태(꿈)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 
질서에 순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사와는 이것을 ‘아이러니컬한 몰입(ア
イロニカルな没入)’이라고 일컫는다. 이것은 주체의 의식과 행동 사이에 
생기는 아이러니컬한 비틀림을 의미한다. 즉, 의식 차원에서는 대상의 문
제점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행동은 마
치 그 대상에 무조건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가리킨
다54). 알면서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라는 꿈과 관련하여 은폐되고 있는 사실이란 무엇인
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알면서도 행한다는 것일까? 앞서 전개
한 논의 위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정답은 자명할 것이다. 즉, 자본주의 사
회에서 사람들은 절대적 타자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절대적 
타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 이루어
지는 행동에 따르는 책임의 대부분은 절대적 타자에게 의탁되는 형태로 
처리된다. 다시 말해서 꿈-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선정된 절대적 타자에게로 책임을 넘긴다. 
  파국의 상상력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환상에 틈을 내는 계기로 작동한다. 
그동안 숨겨져 왔던, 초월적 타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이, 파국으로 
인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파국의 상상력은 자본주의
를 비롯한 일종의 꿈, 예외상태에서 각성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정리하자면, 궁극적으로 파국의 순간은 꿈에서 현실로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각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이 열린다. 동
시에, 파국적 순간에 밝혀지는 절대적 타자의 부재라는 진실은 그 자체로 

53) 大澤真幸, 앞의 책, p.208. 
54) 大澤真幸, 『夢よりも深い覚醒へ - 3・11後の哲学』, p.91. 슬라보예 지젝 또

한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에서 “만일 환영의 위치가 행동하는 현실 그 
자체에 있다면 공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힐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
동하면서 환영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그것을 행한다.’”(p.69)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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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이다. 절대적 타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
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55), 그러한 두려움과 맞이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파국은 꿈-세계에 틈을 내며 ‘현실’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의 자장을 열지
만, 그렇게 열리게 되는 현실은 끔찍한 고통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국의 상상력이 동원될 때 그것은 각성을 유발시키는 일종의 파상력으
로, 꿈에서 조명되지 않고 억압되어 왔던 현실의 폭력과 맞이하게 된다. 
또한 앞서 정의한 ‘파국’과 마찬가지로 ‘파국의 상상력’ 또한 세계의 종말 
자체에 관심을 갖는 동시에 종말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세계의 풍경을 
보여준다. 파국 후의 세계를 기회로 상상할지 억압되어 왔던 현실과 대면
할 때 동반되는 고통으로 상상할지는 파국의 상상력이 다뤄야 할 몫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영화나 문학작품들이 파국의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각성
을 통해서 어떠한 현실과 맞이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으
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는 꿈(자본주의)의 한계를 감지했을 
때 현실로의 각성을 욕망하는데, 이 때 각성을 통해서 어떠한 현실을 전제
로 하면서 파국의 상상력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파상력의 알레고리로 ‘파국’을 규정할 때, ‘파국의 상상력’은 주로 두 가
지 서사 전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하나는 파국으로 인
해서 그 동안 살아왔던 꿈-세계에서 현실로 각성하는 서사 전략이다. 또 
하나는 파국으로 인해서 드러난 현실을 부정하여 다시 꿈-세계로 복귀하
는 방향의 서사다. 파국의 상상력이 문학적 서사 안으로 잠입할 때 주로 
이 두 방향을 토대로 서사가 전개된다. 
  우선 꿈에서 현실로 각성하는 서사 전략을 보여주는 파국의 상상력은 
기존 세계(꿈)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작동을 정지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단절의 계기로 작동한다. 이러한 서
사 속의 파국은 기존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를테면 남성중심주

55) 오늘날 세계는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동시에 위험사회이기도 하다. “위험사회
에서는, 사람은 진정한 자기선택・자기책임이 강제된다.”, 大澤真幸, 『不可能
性の時代』,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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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간중심주의, 환경문제, 사회적 마이너리티의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
한 자장을 열어준다. 따라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파국 후의 세계에서는 새
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려는 포스트휴먼적 상상력이 전개되기도 하고 기존
의 가부장제적인 요소를 탈바꿈하려고 하는 등의 서사적 시도들이 펼쳐지
기도 한다. 즉, 이 경우 파국은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기 위한 긍정적인 
기회로 등장한다. 
  반면에 파국을 통해서 드러난 현실에서 다시 꿈으로 복귀하는 서사적 
방향성을 지니는 작품도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성을 동반하는 파국은 
절대적인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 동안 봉합되
어 있었던 여러 문제가 파국 후의 세계에서 세계나 인간을 습격하는 현실, 
소위 간과해 왔던 ‘부조리한 진실’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외
면하기 어려울 때, 파국 후 현실 세계에서는 다시금 파국 전 꿈의 세계로 
복귀하려고 하는 힘들이 작동한다. 그것은 파국 후에 드러난 현실 세계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고 파국 자체에 대한 망각일 수도 있다. 
  여기서 ‘파국의 상상력’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문학적 서사에 도입되는 파국이 현실에 발생한 사건을 모
티프로 삼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 가령 파국이
라고 부를 만한 사건을 경험한 일본과 같은 공간에서는 파국의 상상력 또
한 현실에서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다. 2011년 3월 11일에 동
일본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에서의 파국의 상상
력은 대부분 이 사건을 배경으로 깔고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
서 파국의 상상력으로 전개되는 사건이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경우
에 파국을 완전한 기회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 위험사회에서 일어나는 파
국은 인간에게 책임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그 파국적 사건
이 바로 인간의 선택과 결정으로 발생했다는 고통에 시달려야만 한다. 물
론 이것은 앞서 제시한 대로 꿈에서 현실로 각성할 때 절대적 타자의 부
재라는 사실과 대면한다는 것과 상응하는 지점이다. 더불어 제3장에서 살
펴보겠지만, 지진이라는 실제 경험이 소설 속에서 여전히 과잉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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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은 ‘신체’라는 매개를 통해서 잘 드
러나 있다.
  반면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현실에 파국적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
다는 점에서, 파국의 상상력이 도입되는 재난을 비롯한 파국의 이미지는 
현실과 가상 사이의 간극이 클 수밖에 없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
는 현실에 이러한 파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파국의 
상상력이 펼쳐지기도 하거나, 혹은 파국을 기호로서 포착한 나머지 문학 
속에서 파국을 욕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등장하는 ‘파국의 상상력’에 대해서, 소설 속에서 ‘파국’이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며, 그것이 지나간 다음 세계에 대해서 어떤 새
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고 있는지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제
3, 4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에서 등장하는 ‘파국의 상상력’에 대해서 서사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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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적 파국의 상상력

3-1. 지구로서의 신체를 향한 죄의식 – 「헌등사(献灯使)」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동일본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 일본문학계에서 생산되는 파국의 상상력은 동일본
대지진 후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날 일본의 파국의 상상력은 파국 후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주류이
다. 다와다 요코(多和田葉子)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토대로 소설 「헌등사(献
灯使)」를 집필했다. 소설 내에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없지만, 동일본대지진을 경험한 독자라면 이 소설의 배경
이 3.11 이후의 일본사회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
일 것이다. 
  이 소설은 3.11이라고 하는 파국의 이미지를 통해서 꿈에서 현실로 각
성하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파국을 통해서 각성을 이루게 된 인물
들은 벌거벗겨진 현실 앞에서 각기 다른 행태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꿈
에서 현실로의 각성을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여주며, 어떤 사람은 
각성을 통해서 맞이하게 된 현실에서 끊임없이 파국 자체에 대한 자기책
임에 응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다와다의 작품은 파국 후에 각성하는 
일본사회의 여러 측면이 공존하고 있음을 과감하게 표현해낸다. 이러한 부
분에 관해서 소설의 서사적 분석을 통해서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겠다. 
  우선 소설에서는 파국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 
대신 파국의 흔적들이 파편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파국 후의 폐허를 살아
가는 삶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파국의 상상력이 단순한 파국적 사건
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꿈에서 현실로 사람들을 각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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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하며, 따라서 각성 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 파국 전후의 세계를 꿈과 현실이라는 전혀 다른 세계로 규
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서가 있다. 하나는 언어질서(상징계)의 변화와 관
련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절대적 타자의 부재가 밝혀지게 된다는 점이다. 
우선 전자부터 살펴보자면, 소설에서 파국 전후의 언어질서가 완전히 변화
했다는 사실은 무메이(無名)와 요시로(義郎)가 각기 사용하는 언어질서의 
간극으로 표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상욱은 다와다 요코가 상정하는 
2011년 이후의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재현 장치로서의 언어의 안정성이 
파괴되는 공간56)이라고 해석한다. 요시로는 파국 전의 언어질서, 꿈-세계
의 언어질서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은 외래어나 영어표기가 뒤섞여 공존하
는 종래의 일본어 질서에 해당된다. 한편 무메이는 그와 완전히 다른 언어
세계에 살고 있다. 

요시로가 작가임을 알고 경쟁심을 일으켜 일부러 이야기를 비약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무메이와 치과의사는 어느 틈엔가 같은 레벨의 미래에 
도달해 있고, 요시로만이 남겨져버린 것일까57).

  위의 인용문은 요시로가 무메이를 치과에 데려간 장면의 일부이다. 치과 
의사와 무메이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가운데 요시로는 그들의 대
화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소외감을 느낀다. 그들
이 사용하는 언어는 요시로에게 마치 “번역조”(p.28)의 낯선 언어로 다가
온다. 요시로와 무메이 사이에 놓여 있는 언어질서의 간극은 이뿐만 아니
라 소설 전체를 통틀어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두 사람 의 언어질서 간의 
간극은 파국적 사건 전후가 같은 선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른 세계라는 

56) 남상욱, 「디스토피아의 언어세계 - 다와다 요코의 「불사의 섬」과 「헌등사」를
중심으로」, p.12.

57) 다와다 요코 저, 남상욱 역, 「헌등사」, 『헌등사』,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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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강조한다. 
  파국을 통해서 요시로가 꿈에서 현실로 깨어났다는 사실은 절대적 타자
의 부재가 밝혀지는 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의 꿈-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절대적 타자가 부재하고 있음을 은폐하
면서 마치 절대적 타자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문제는 파국이라는 사건
이 이러한 은폐된 진실을 폭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에 있다. 소설 속
에서도 파국 후의 세계에 사실 절대적 타자는 부재하다는 사실이 강조된
다. 

새로운 휴일은 역대 천황의 생일이 아니라 이름도 날짜도 국민투표로 정해지
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적 휴일뿐이었다.58)

  파국 후 현실에서는 일본인의 초월적 타자로서의 천황은 그 힘을 상실
한다. 정부나 경찰 또한 “민영화”(p.119)되며, 더 이상 일본사회에서 초월
적 존재로서의 절대적 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작품 내에서 영어와 외래
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설정 또한 한때 일본에 대한 절대적 타자로서 존재
해왔던 미국(서양)을 철저히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
가는 서양이라는 절대적 타자가 일본 앞에 등장하기 전 시대인 에도(江戸)
시대를 소환시킨다. 이러한 점은 다와다 요코가 제시하는 파국 후의 세계
는 자본주의와 글로벌화가 극도로 진행된 세계라고 보는 일반적인 견해와
는 부합하지 않으며, 그것은 오히려 민영화와 로컬화를 선택한 세계라고 
할 수 있다59). 
  ‘꿈’에서 봉합되어 있었던 절대적 타자의 부재라는 진실이 파국 후 현실
에서 폭력적으로 수면 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파국을 통해서 밝
혀진 이 진실을 다시 봉합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적이다. 즉, 
절대적인 타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말하자면 절대적 타자가 다시 

58) 다와다 요코, 같은 책, p.62.
59) 芳賀浩一, 『ポスト＜3・11＞小説論』, p.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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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것처럼 꾸며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등장한다. 그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쇄국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설에서 일본은 완전한 쇄국정책을 
고수하면서 외국문물에 대한 검열을 엄중하게 실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쇄국정책을 관리하는 정부는 민영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하
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쇄국정책을 비롯한 법률은 철저히 사람들 간의 
“자기규제60)”(p.120)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기규제
와 자기검열의 방식으로 쇄국정책과 기타 법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절
대적 타자로서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마치 절대적 타자
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역설적 사실을 드러낸다. 
  이렇듯 파국이 기존의 꿈-세계에서 새로운 현실로 이행시키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어질서(상징계)의 변화와 절대적 타자의 부재라
는 진실의 부각이라는 두 측면에서 분명해진다. 동시에 파국 후의 일본사
회가 텅 빈 절대적 타자의 자리를 봉합하려는 시도가 쇄국정책과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기규제에서 발견된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
렇다면 파국으로 인한 각성을 통해서 현실이 드러나는 순간에 보여주는 
다와다의 상상력은 어떤 것인가?
  각성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과 창조의 순간을 포착했던 벤야민에 따르자
면 파국 후에 드러나는 현실은 폐허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성좌를 배치시
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이 각성은 고통과 폭력을 동반
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꿈에서 잘 봉합되었던 현실이 어김없이 드러나는 
순간에 인간은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소설 「헌등사」는 이러한 파국
과 그것에 동반되는 각성이 갖는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우선 요시로(義郎)라는 인물을 살펴보자면, 요시로는 증손자인 무메이와 
함께 가설주택에 사는 100살 넘은 노인이다. 그의 삶의 대부분은 무메이

60) 쇄국정책이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시민적 차원의 일종의 ‘자기검열(자기규제)’
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 장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요시로의 목소
리는 외국 국명이 나올 때마다 작아졌다. 눈알을 좌우로 빙글빙글 돌리며 주위
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는 빵집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헌등사』,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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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으로 소모된다. 요시로의 무메이에 대한 ‘돌봄’은 
매우 증상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요시로와 무메이는 4대의 간극이 있다는 
점이 이를 풀어내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또한 무메이와 요시로 사이
를 잇는 혈연적 연속성을 확신할 수 없다61)는 점 또한 중요하다. 그렇기
에 요시로가 무메이를 돌보는 이유가 혈연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요시로는 왜 무메이를 돌
보는 것에 그토록 집착하는 모습62)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보다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 해석이란 요시로가 무메이를 돌보는 이유로서 바로 요시로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무메이를 바
라보는 요시로의 시선은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걱정 이상의 ‘무엇’을 보
여준다. 요시로는 노인들이 죽지 않는 신체를 가지고 무메이 세대가 허약
한 신체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요시로의 108번째 생일 축하 모임에서 드러나는데, 죽지 않는 노인의 생
일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그는 젊은 세대에 대한 “자책의 마음”(p.125)
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요시로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마리카(鞠華)도 마찬가지이다. 마리카는 요시로와 무메이와 함
께 살지 않는 대신에 고아원63)에서 원장으로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
고 있다. 또한 마리카는 ‘헌등사 모임’의 멤버이기도 하다. ‘헌등사 모임’
이란 일본 아이들의 신체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해외로 밀항(密
航)시키는 사업을 돕는 민간단체이다. ‘헌등사 모임’ 멤버들은 그들만의 특

61) 무메이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도모(飛藻)가 요시로에게 “내 아이인지 어떤지 
어떻게 알아”(p.137)라고 말하고, 요시로는 이에 충격을 받는 장면이 있다. 도
모와 무메이의 혈연관계가 확증이 되지 않는 한 무메이와 요시로의 혈연관계 
또한 입증하기 어렵다.

62) “왜 쉬지 않고 일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눈물이 멈추지 않
기 때문이다.”

63) 소설에서는 고아(원)이라는 표현이 아닌 ‘독립아동(시설)’이라는 표현이 사용
되지만,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고아원이라는 단어를 채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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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의식을 갖는다.

매일 아침 태양이 앞 발톱을 지평선에 걸치고 상반신을 쑥 들어올리기 전에 
자신도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직경 5센티미터, 높이 10센티미터의 초에 성냥
으로 불을 붙인다. –(중략)- 그러나 그날 아침은 성냥을 켤 여유도 없이 작은 
가방을 돌고 시설을 나섰다. 소중한 의식을 소홀히 한 것 같은 죄의식이 밀려
와 도망치듯 횡단하는 시설의 부지가 평소보다 넓게 느껴졌다.64)

  새벽에 초에 불을 붙이는 행동은 헌등사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
하는 공통된 추모 행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만드
는 것이 단순한 추모(애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식’이라는 점이다. 즉, 요시로와 마리카의 삶의 원동력, 특히 아이들에 대
한 ‘돌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에서 촉발된다. 
  요시로 세대(마리카, 빵집 주인, 요나타니)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란 
파국이 발생하고 꿈에서 현실에 깨어난 순간에 표출되는 것이다. 파국을 
통해서 꿈에서 현실로 각성되었을 때, 그동안 믿어 왔던 가치관들은 폭력
적으로 부정된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면서도 성장을 위해서 그것
을 외면해왔음이 폭력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꿈속에서 
이루어져왔던 이러한 성장과 발전이 파국을 통해서 각성된 현실에서 역설
적으로 무메이 세대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할 때, 요시로 
세대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그들은 왜 죄의식을 느끼
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자본주의, 그리고 위험사회에서 사람들을 꿈에서 현실로 각성시키는 
‘파국’은 절대적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다. 절대적 타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은 어떤 선택에 대해서 책
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 즉, 요시로 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파국에 대한 

64) 다와다 요코, 「헌등사」, 『헌등사』,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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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식은 꿈에서 현실로 각성될 때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을 습격
한다. 꿈에서 깨어난 요시로 세대는 현실에서 폭력적으로 습격해오는 죄의
식에 대해서 응답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메이 세대에 대한 ‘돌봄’은 요시
로 세대가 사로잡혀 있는 죄의식에 응답하고 책임을 지기 위한 장치로 기
능하고 있다. 
  그런데 무메이를 향한 요시로의 ‘돌봄’이 단순히 무메이 개인에게만 국
한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65)이 문제적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메이가 지구를 표상하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요시로
의 ‘돌봄’은 무메이라는 한 개인 너머의 지구환경에 대한 죄의식을 해소하
기 위한 ‘돌봄’으로 구현된다. 즉, 요시로의 죄의식은 무메이의 신체를 경
유해서 지구환경에 대한 죄의식으로까지 확장된다.

무메이는 치과의사에게 가서 입을 벌릴 때 입만 크게 벌릴 수가 없는지, 눈도 
크게 뜬다. 한번은 입을 너무 크게 벌려서 턱이 빠질 것 같아 서둘러 닫고, 
두 눈도 함께 감고는 “목 안에 지구(地球)가 있어요”라고 말하고는 다시 입과 
눈을 크게 벌린 적도 있다. 소아과에 정기검진 받으러 갔을 때도 한 번 이 
‘지구’가 나왔다. 무메이는 셔츠를 둘둘 위로 말아 올려 갈빗대가 드러나는 엷
은 가슴판을 내밀고 태연한 목소리로 “이 가슴 속에 지구가 있어요.”라고 말
한 것이었다.66) 

무메이의 신체가 지구를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시로의 ‘돌봄’은 무메
이를 관통하여 지구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요시로가 지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란, 꿈에서 봉합되고 간과되어 있었던 방사능을 비롯한 환경
오염이 현실에서 무메이의 신체를 통해서 그 진상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즉, 요시로의 죄의식은 한편으로 무메이 세대에 대한 죄의식으

65) 이 지점에서 다와다 요코가 이 아이에 대해서 무메이(無名)라는 이름을 지었
다는 것은 흥미롭다. 무메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점에서 한 개인을, 그런데 그 
이름이 ‘이름(名)이 없다(無)’는 점에서 한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66) 다와다 요코, 같은 책,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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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한편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죄의식으로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
다. 이러한 죄의식은 ‘돌봄’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봉합은 할 수 있지만, 절
대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은 요시로가 죽지 않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을 통해 강조된다. 
  꿈 세계를 살았고 파국을 경험하게 된 요시로 세대는 현실의 폭력성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것이 죄의식이라는 형태로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에
게 파국은 각성을 통한 현실에서의 새로운 창조와 구제의 계기보다는 폭
력적인 현실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로 작동했다. 그렇다면 소설 중 무메이 
세대가 보여주는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설 후반부에서 
요시로에서 무메이로 소설의 시점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메
이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메이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허약한 신체를 가진 존재이다. 
이것은 100살이 넘었는데도 강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진 요시로와의 대조 
속에서 더 선명해진다. 그런데 요시로의 시선으로 무메이의 신체가 포착될 
때는 무메이의 신체는 허약하지만, 정작 무메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거니와 그러한 감정조차 느끼지 않는다. 
  보다 무메이의 신체가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소설 후반부, 스이렌(睡
蓮)과의 만남부터이다. 여기서 스이렌을 세이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스 신화에서 선원들에게 세이렌과의 만남은 파국의 전조를 의미한
다. 이러한 해석을 동원한다면 무메이과 스이렌의 만남은 무메이에게 앞으
로 다가올 파국의 전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실제 무메이의 
신체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 전 교실에서 “사이렌(같은 울음소리)”(p.152)
이 울리는 것을 상기시켜보면 이것은 합당한 해석일 것이다.
  스이렌과의 만남 이후,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울린 다음, 무메이는 학교
에서 ‘지구’ 관련 수업을 듣게 된다. 이 지구 관련 수업에서 무메이는 자
신의 신체가 지구와 공명하는 신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체험하게 되고, 이 
체험으로 인한 충격으로 결국 기절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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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감이 커짐에 따라 시계가 침침해져 초점을 맞추려고 미간에 주름을 새기
며 세계지도를 노려보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아도 나 자신의 초상화다.67) 

그 때 무메이 머리가 가마에 지구의 흔들림이 흔들흔들 전해져오고 태평양 물
이 우주로 튀어 흩어졌다. 팔도 손가락 끝도 마비되고 있었다. 이대로 계속해
서 진동한다면, 뼈도 살도 녹아서 방울이 되어 사방으로 튀어 흩어져버린
다.68)

  수업에서 다루어진 세계지도를 보는 과정에서 무메이는 자신의 신체가 
지구를 표상한다는 사실과 대면하게 된다. 그 순간 그의 신체는 “진동”하
게 된다. 무메이의 신체가 감지하는 진동은 자연스럽게 지구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연상하게 하며, 그의 신체가 지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부각된다. 스이렌과의 만남을 파국의 전조로 해석한다면, 무메이가 경험한 
지진과 같은 신체의 흔들림 자체가 하나의 ‘파국’이라 볼 수 있겠다. 
  이 ‘파국’, 즉 무메이의 신체에 발생한 진동으로 그는 기절하게 되고 15
살 된 시점에서 ‘각성’한다. 이 시점에서 무메이가 요시로와 살았던 시대
는 요시로에게는 새로운 현실이지만, 무메이 입장에서는 ‘꿈’이었다는 것
이 드러난다.

그 얼굴이 무메이의 하늘을 덮었다. 눈과 눈 사이가 떨어져 있었다. 오른쪽 
눈, 왼쪽 눈, 번지며 점점 커져간다. 두 개 나란히 보이는 것은 실은 눈이 아
니라, 폐였다. 폐가 아니라 거대한 누에콩이었다. 콩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이
었다. 왼쪽이 요나타니 선생님의 얼굴, 오른쪽이 요시로의 얼굴, 양쪽 다 걱정
스러운 듯이 일그러져 있다. “나는 괜찮아, 매우 좋은 꿈을 꾸었어.”라고 말하
려 했지만 혀가 움직이지 않았다69). 

67) 다와다 요코, 같은 책, p.165.
68) 다와다 요코, 같은 책, p.167.
69) 다와다 요코, 같은 책, p.183. “그 얼굴”은 ‘스이렌의 얼굴’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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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메이가 “좋은 꿈”을 꾸었다는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가 스이렌의 눈동자에 투사된 요시로와 요나타니의 얼굴을 보며 
이 대사를 말하는 위의 장면은 그가 그동안 꿈을 꿨었고 15살 무메이가 
현실로 각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동시에 스이렌의 눈동자에 투사된 두 
인물이 바라보는 시선은 절대적 타자의 시선과도 같다. 즉, 무메이는 요시
로와 요나타니라고 하는 절대적 타자가 존재하는 꿈-세계에서 신체에 발
생한 ‘파국’을 통해서 15살의 ‘현실’로 각성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15살 무메이가 살아가는 세계(현실)에는 요시로와 같은 절대적 타자가 없
는 상황에서 새로운 창조와 구제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아닌가? 결말
부에서 요시로와 요나타니에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은 절대적 타자와의 연결을 단절하고 절대적 타자의 존재 없는 현실에
서 살아가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것이 결국 무메이가 “새까만 해협 
깊숙이 떨어져”(p.183) 간다는, 벌거벗겨진 현실의 두려움과 맞이하게 된
다는 계시일 수도 있겠다. 작가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무메이가 각성 후의 세계에서 ‘헌등사’로 살아갈지는 온전히 독자
의 상상에 맡겨진다.
  다와다 요코가 보여주는 파국의 상상력은 매우 중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3.11 동일본대지진을 연상시키는 「헌등사」 속 파국 후의 세계는 꿈
-세계의 한계와 새로운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파국을 경험한 세대
에게는 파국 후의 세계는 기회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요시로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과 관련하여 드러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반면에 무메이에게 
새로운 현실은 가능성의 자장이며, 그러한 가능성은 요시로와 다른 성격을 
지닌 그의 신체와 관련하여 발현된다. 그렇지만 동시에 파국을 경험하지 
않았던 무메이에게 현실이 곧 꿈으로 인식된다. 그가 경험한 스이렌과의 
만남, 그리고 기절이라는 ‘파국’이 그를 각성시킨다. 즉, 소설 속에는 두 
번의 ‘파국’이 등장하는 셈이다. 파국 자체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는 존
재가 소설 속에 출현하는 것은 현실에서 동일본대지진이라는 파국을 경험
한 일본인으로서 작가 다와다 요코가 위치한 좌표 때문일 것이다.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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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파국적 이미지를 발견한 이들에게 파국 후의 세계는 절대적 타자의 부
재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라는 부작용과 관련하여 상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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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항으로서의 오염된 신체 – 『볼라드병(ボラード病)』

  요시무라 만이치(吉村萬壱)의 소설 『볼라드병(ボラード病)』은 동일본대
지진으로 짐작되는 파국을 통해서 꿈에서 현실로 각성하는 과정에서 파국 
자체를 망각하고 봉합함으로써 현실에서 꿈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집단적 
움직임과 그것에 저항하는 인물들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볼라드병(ボラード病)70)』은 현재 시점에서 주인공 ‘나(=오쿠리 교코, 
大栗恭子)’가 수기를 통해서 독백체로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을 회상하는 형
식으로 진행된다71). 과거 시점에서 초등학생 교코가 어머니와 둘이서 우
미즈카(海塚)72)라는 도시에 이사를 와서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참사’가 8년 전 우미즈카에서 일어
났으며, 우미즈카를 떠났던 주민들이 그후 조금씩 이 도시로 다시 돌아와
서 참사 전의 삶으로 복귀해가고 있다. 우미즈카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
해서 그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마트에 진열
된 채소나 과일에 식품검사합격스티커(食品検査合格シール)가 붙여져 있다
는 점, 도시에 사는 시민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연대(기즈나, 絆)가 강조
된다는 점, 우미즈카 시민들은 “모두가 독을 품으면서 태어났다”(p.180)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미즈카의 주요산업인 ‘세 잎 화학(三つ葉化学)’이 
실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고 있는 도쿄전력(東京電力)회사와 
유사하다는 점(그림1)을 감안하면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
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의 세계관을 소설의 배경으로 설정

70) 본고에서는 여러 판 중 吉村萬壱, 『ボラード病』, 文集文庫(2017년)을 참고로 
한다. 인용 부분에 표시하는 쪽수는 이 판을 참고로 하였으며, 한국어 번역본
이 없는 관계로 인용부는 모두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했음을 명시한다.

71) 소설은 과거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
행된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회상되고 있는지는 소
설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서야 밝혀진다.

72) 소설의 무대로 등장하는 우미즈카(海塚)라고 하는 도시는 이름 자체가 바다
(海)의 무덤(塚)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에 대한 폐허적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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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소설 자체는 파국 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미즈카라는 
도시는 이 파국과 그로 인한 피해를 집단적으로 외면하고, 더 나아가 적극
적으로 망각하려고 한다. 8년이 지난 우미즈카는 이미 파국 전의 상태로 
복귀했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주인공 교코가 다니는 초등학교
에서는 교육이 전개되는 현장인 만큼 우미즈카에 대한 연대를 주입시키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설문10 “B현 우미즈카시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연대!” 모두가 외쳤습니다.
“그렇지. 자 시작!”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5학년 2반 합창
단이 항상 하는 단어를 복창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수업종이 울렸습니다.
“우미즈카! 우미즈카! 우미즈카! 우미즈카! 우미즈카! 우미즈카! 우미즈카! 우
미즈카! 우미즈카! 우미즈카!”

設問10「Ｂ県海塚市にとって一番大切なものは？」
「結び合い！」 みんなが叫びました。
「そうだ。じゃあいくよ！」と指揮者が指揮棒を振り上げました。そして五年二
組合唱団がいつもの言葉を唱和し始めると同時に、チャイムが鳴りました。
「海塚！海塚！海塚！海塚！海塚！海塚！海塚！海塚！海塚！海塚！」73)

  이렇듯 소설 곳곳에서 명시적으로 강조되는 것 중 하나는 시민들 간의 
강한 연대(絆)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소설이 명백히 동일본대지진과 후
쿠시마 원전 사고를 연상시키는 것이므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일본사회에
서 연대라는 키워드가 전면으로 강조되는 것은 3.11 후 현실의 일본사회
에서도 유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연대가 단순히 시민들
의 집단적 소속감, 소위 말하는 애향심(愛鄕心)을 유발하는 수준에서 멈추

73) 吉村萬壱, 같은 책,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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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것이 문제적이다. 연대가 반복적으로 생산되어 확장되는 과정에
서 과잉된 연대는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에게 무조건적 연대를 ‘강조’하
기 시작한다. 이것을 동조압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무라 사에코(木村朗
子)는 실제 3.11 후 일본사회에서도 연대라는 명분으로 억압되는 사회적 
마이너리티의 존재가 있었듯이 이 소설 또한 그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
다74)고 말한다. 
  우미즈카에서는 구성원들에게 연대를 요구하는 동조압력이 강하게 작동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장실 앞에 교장 선생님하고 정장을 입은 모르는 남자가 두 명 서 있었습니
다. 교장 선생님은 그 두 사람에게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중략-) 
어머니는 모르는 정장차림을 한 사람이 다가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 장소에서 
떠나세요, 라고 항상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되면 귀신이 된다고, 
저는 멋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정장차림을 한 남자는 둘 다 덩치가 컸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높은 교장 선생님이 저렇게 굽실굽실 머리를 숙이고 있어서 
학교보다 강한 사람들인가 싶었습니다.

校長室の前に校長先生と、背広を着た知らない男の人が二人立っていました。
校長先生はその二人に頻りに頭を下げていました。(-중략-) 母は、知らない背
広の人が近付いてきたら慌てずにその場を離れなさい、と常々私に言っていま
した。彼らは、夜になると鬼になるのだと、私は勝手に信じ込んでいました。
背広の男の人は、二人とも大男でした。学校で一番偉い校長先生があんなにペ
コペコと頭を下げていたのだから、学校よりも強い人たちなのだと思いまし
た。75)

  소설에서 연대 자체를 부정하거나 연대를 지탱하는 믿음의 근거에 대해
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정장 차림을 한 남성들에 의해 

74) 木村朗子, 『その後の震災後文学論』, p.64.
75) 吉村萬壱, 같은 책,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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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받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
대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사상을 바로잡는 역할을 맡고 있
다. 이 정장 모습을 한 남성들은 어디로부터 파견된 사람인지 알 수 없지
만, 학교나 동네 모임 자리까지 마음대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역사
회를 초월하는 권력을 가진 세력일 것은 분명하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포구의 아래 부분에 몇몇 어른 남자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함치는 소리 같았지만,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지워져서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살펴보니까 검은 바지를 입은 남자가 세 명의 정장 
모습을 한 남자들에게 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 너머에는 은색 자동차
가 세워져 있었고 그 문은 다 열려 있었습니다. 

釣り客たちがいる突堤の付け根辺りに、数人の大人の男たちが走ってくる姿が
見えました。怒鳴り声のようでしたが、声は風に流されてよく聞き取れません
でした。よく見ると、黒いズボンを穿いた男の人が三人の背広姿の男たちに追
われているようでした。彼らの向こうには、銀色の自動車が停まっていて、そ
のドアは全開になっていました。76)

  교코와 어머니가 봉사활동으로 갔을 때에도 정장 차림을 한 세 명의 남
성들이 등장하며, 교코는 이들이 어떤 남자를 쫓는 모습을 목격한다. 생활 
속에서 연대 형성에 해가 되는 분자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알 수 없는 힘
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겉으로는 연대를 적
극적으로 홍보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연대를 강제하는 동조압력과 일종
의 폭력이 행사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미즈카 시민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
종의 폭력적 조직을 동원하면서도 그토록 연대를 강조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우미즈카 주민들이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파국과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76) 吉村萬壱, 같은 책,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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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외면하고 망각하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
면, 이미 파국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완전히 원점으로 복귀했다는 의미에
서 그들은 파국을 파국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연대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
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동원된다. 파국으로 인해서 꿈에서 각성할 기회가 
열렸지만 현실의 비참함과 대면하기 두려워한 사람들이 내렸던 결론은 결
국 파국 전 꿈속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다. 그 꿈을 봉합하기 위해서 동
원된 것이 연대인 셈이다. 

오로지 우미즈카만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고 단지 건물이 무너졌을 뿐이
지 채소도 고기도 생선도 모두 다 안전하고, 그리고 우미즈카 시민만이 건강
한 몸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신화를 맹신하는 것에 마을을 총동원하여 맹
진한 것입니다.

ただひたすら、海塚だけが何の影響も受けずに済んで、ただ建物が壊れただけ
で野菜も肉も魚も皆安全で、そして海塚市民だけが健康体でいられるという神
話を妄信することに町を挙げて猛進したのです。77)

  그들은 자신들의 연대를 통해서, 숨기고 싶은 ‘현실’의 단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파국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나 부작용에 대해서 그
것을 부정해야만 다시 ‘꿈’으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현실’의 
단서, 다시 말해서 파국으로 인해 생겨난 부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위
의 인용문에서 묘사되어 있듯 그것은 음식(환경)오염과 신체적 이상(異常)
이다. 이 두 가지 피해는 모두 방사능 물질을 연상시킨다. 즉 우미즈카에
서 발생한 파국은 방사능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피해로 인해서 도시 주변

77) 吉村萬壱, 같은 책, p.178. 妄信(맹신)과 猛進(맹진)은 일본어에서 ‘もうしん’
이라는 같은 발음을 갖는다. 이것은 작가가 보여주는 언어유희로 생각되며, 따
라서 인용부분에서도 최대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猛進을 ‘돌진’이 아니라 
‘맹진’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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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민들의 신체 건강
이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음식오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소설에서 교코와 어머니는 동네 주
민모임(町内会)에서 하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해변가로 청소를 하러 간
다. 오전에 청소활동을 한 뒤 점심식사로 생선덮밥을 먹는 장면에서, 음식
오염에 대한 묘사와 그것에 대한 교코의 반응을 엿볼 수 있다.

  「생선 싫어하니?」라고 누오토코78)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노마 부인은 굳이 말하자면 상냥
한 면모를 지닌 여성이었지만, 이 말을 들은 순간 째려보는 듯한 눈으로 어머
니를 봤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들을 필요도 없이, 여기서 생선만을 남긴다는 선택지가 존
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お刺身は嫌いかい？」とヌオトコが私に訊きました。すると母が透かさず「そ
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と答えました。野間夫人はどちらかというと優しい顔付
きの女性でしたが、この言葉を聞いた瞬間睨み付けるような目で母を見まし
た。
私には母に言われるまでもなく、ここでお刺身だけを残すという選択肢が存在
しない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79)

  교코는 생선을 먹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자리에 앉은 노마 부부의 
눈치를 보며 결국 “고무제품”(p.129.)으로밖에 안 보이는 생선을 먹어야 
한다. 생선은 신선하지 않고 어딘가 이상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주민들은 
이를 조용히 먹음으로써 연대를 유지한다. 생선의 이상한 점을 지적하는 

78) 누오토코(ヌオトコ)는 초등학생 교코가 노마(野間) 부부가 사는 집 문패에 적
힌 ‘(野間)又男’를 잘못 읽은 것으로, 노마 부부의 남편인 마타오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79) 吉村萬壱, 같은 책, pp.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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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동시에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선을 다 
먹음으로써 방사능 피해가 없다는 것을 인증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생
선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우미즈카의 연대에 대한 반항을 의미한다. 언어
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지만, 사람들 간에 연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스며들어 있다. 
  이것은 실제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사회에서 연대가 강조되었다
는 사실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농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전혀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는 피
재지(被災地)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4년 당시 총리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일소하기 위해서 
기자들 앞에서 직접 채소를 시식하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으로 인
한 농수산업자들의 피해를 ‘뜬소문에 의한 피해(風評被害)’라고 표현하며 
후쿠시마현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주장했다80). 이렇듯 3.11 이후 국가 차
원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과학적 근거로 보증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채소
를 먹고 있는 이미지의 유포와 선전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고자 한 
것이다. 총리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는 행위와 후쿠시마산 식
품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안전성 사이에는 어떠한 논리적 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미지는 당시 일본에서 “먹고 응원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포장되어서 국가 차원에서 지진과 원전 사고 피해지역을 
응원하는 운동을 추진하는 데에 적극 사용되었다81). 여기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방사능 수치가 실제로 시장유통을 위한 기준보다 높은지 아닌지

80) ‘安倍首相、福島県産野菜の安全性をアピール’ (https://www.news24.j
p/articles/2014/07/24/04255827.html, 최종검색일 2020년 10월 14일.)

81) 農林水産省ホームページ(https://www.maff.go.jp/j/shokusan/eat/)를 참조
할 것. 농림수산성에서는 피재지산식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산지의 활
력 재생을 통한 피재지의 부흥을 응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계자 간에서 일체
감을 양성(釀成)할 수 있도록 공통의 캐치프레이즈 “먹고 응원하자!”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56 -

에 관한 안전성의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설령 방사능 수
치가 기준치 이하였다고 해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학적 근거 없이 
오직 총리의 이미지 하나만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
시키고,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연대를 구축하려고 한 일본 정부의 태도이
다. 
  이러한 3.11 후 실제 일본에서 강조되었던 연대의 허술함은 소설 속에
서 고스란히 구현된다.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은 과학적 수치가 아
니라 사람들 간에서 막연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믿음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화가 한번 시민들에게 보급되고 고착되면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신화를 지키려고 한다는 점이다. 청소활동에서 노
마 부부가 어머니와 교코에게 보내는 눈치에는 이러한 함의가 담겨져 있
는 것이다. 이 믿음을 입증할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의심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경고하는 시선을 보낸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
에 저항한다면 결국 검은 정장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성들에 의해 정신적 
개조를 당하게 된다. 이 일련의 연대를 강요하는 메커니즘은 공동체를 유
지하기 위함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는 행동이다.
  두 번째로 우미즈카 시민들이 연대라는 이름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현실
은 바로 신체에 발생하는 이상(異常)이다. 물론 이것은 앞서 언급한 음식
물 오염에 대한 은폐와 관련되어 있다.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음식을 섭취
한 주민들 신체에는 분명히 이상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적 이
상을 연대를 통해서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묘사된다. 

딸은 성격이 밝고 친구들도 많으며 매일 건강하게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특별
히 병다운 병도 없고, 우미즈카의 신선한 생선이나 채소를 많이 먹어서 (-중
략-)
우리가 한때 잃은 이 고향,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겨우 부흥시킬 수 있었던 
우미즈카라는 도시. 이 도시를 딸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그리고 아케미는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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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우미즈카의 양파가 제일 맛있어, 아빠, 우미즈카의 생선이 제일 안심
이 돼, 라고. 생각해보면 우미즈카라는 곳은 정말 운 좋은 도시라고, 감개무량
입니다.

娘は明るい性格で、友達にも恵まれ、毎日元気に登校しておりました。特に病
気らしい病気もなく、海塚の新鮮な魚や野菜を沢山食べて (-중략-)
私たちが一旦失ったこの故郷、再び戻ってくることが出来、やっと復興させる
ことが出来た海塚の町。この町を、娘は心から愛しておりました。(-중략-)
そして、アケミはよく言っていました。
お父さん、海塚の玉葱が一番おいしいね、お父さん、海塚の魚が一番安心だ
ね、と。思えば海塚というところは本当に幸運な町だと、感無量でありま
す。82)

  이것은 교코의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인 아케미(アケミ) 장례식장에서 
아케미의 아버지가 읽은 추모인사의 일부이다. 내용은 생전 아케미가 얼마
나 우미즈카라는 도시를 사랑했으며, 특히 음식을 좋아했는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결국 그는 아케미라는 이름을 우미즈카에 새겨달라
는 부탁까지 하고 장례식에 와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박수를 보내며 동참
한다. 중요한 것은 아케미가 죽은 원인인데, 그녀는 죽기 전 날 학교에서 
우미즈카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서 30분 이상 서 있었으며, 그후에 
보건실에 가지도 못했다. 그후에도 계속 책상에 엎드려 고통을 참고 있었
다. 그렇지만 그녀가 사망한 후에는 그녀의 몸에 발생한 이상은 전혀 기억
되지 않은 채 단순한 돌연사로 받아들여진다. 교코는 전날 아케미의 모습
에 이상을 느껴서 증언하지만 이 발언은 모두 무시당한다. 사실 아케미는 
우미즈카 관련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우미즈카에 애정이 없었으
며, 계속해서 신체적 이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죽음은 연대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아케미의 아버지가 입은 옷에 “방사상

82) 吉村萬壱, 같은 책, pp.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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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射状)의 주름”(p.75)이 있다는 묘사가 방사능과 아케미의 죽음의 관련
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신체적 이상은 아케미뿐만 아니라 우미즈카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앓고 있는 증상으로 보인다. 교코가 그린 그림 속 같은 반 친구
들이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추측할 수 있
다. 결국 이 도시에서의 연대는 은폐하고 싶은 부조리한 진실이 드러나려
는 순간에 한층 더 강화된다. 그리고 그 은폐하고 싶은 진실이란 방사능 
오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식품 오염과 신체적 이상이다. 파국이 발생한 
후에 드러난 현실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것을 외면함으로써 파국을 잘 극
복하여 원상 복구하였다는 신화를 믿는다.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 교코는 이러한 은폐된 파국의 흔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그녀의 신체는 우미즈카에 감도는 동조 압력에 대한 저
항의 신호로 강력하게 반응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의 신체가 
보여주는 ‘배설’이라는 행위이다. 물론 배설은 생리현상이지만, 이 소설에
는 배설에 관한 장면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맥락을 보면 그녀
의 신체가 보여주는 이 ‘배설’ 행위는 단순한 생리현상 이상의 의미를 지
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돌아갈 때 저는 “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이라고 하세요”라고 
말하며, 크고 작은 봉지를 들고 벤치 위에 커다란 허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
는 화장실 칸 안에서 사슬을 잡아 뜯어서 뿔뿔이 된 세 개의 딸기 스탬프를 
변기 속에 던져 넣고 그 위에 노란 쉬를 뿌렸습니다.

帰り際に私は「おしっこ」と言いました。母は「おトイレと言いなさい」と言い、
大小の手提げ袋を持ってベンチの上に大きな腰を下ろしました。私はトイレの
個室の中で、鎖を引き千切り、バラバラになった三つの苺スタンプを便器の中
に投げ入れて、その上から黄色いおしっこを掛けました。83)

83) 吉村萬壱, 같은 책,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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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한 장면은 어머니와 함께 쇼핑하러 간 교코가 염가 판매하는 가게
에서 세 개의 딸기 모양이 하나의 사슬로 엮인 스탬프를 구매하는 장면 
뒤에 이어진다. 교코는 이 스탬프가 시민들 간의 연대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대 굿즈(結び合いグッズ)’라는 광고제품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
고, 그 직후 그녀는 배설을 하고 싶다고 느끼며 화장실로 향한다. 화장실
에서는 배설을 하는 동시에 방금 구매한 딸기 스탬프를 버리게 되는데, 
이것은 ‘연대’에 대한 위화감으로부터 촉발된 행동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배설행위는 연대와 동조압력에 대한 저항의 징표로 기능하게 된다84). 여
기서 사슬로 세 개의 딸기 모양이 하나로 엮인 스탬프는, 독을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세 잎 화학(三つ葉化学)’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교코의 신체는 연대가 강조되는 장면에서 그것에 저항하는 신체로 정동하
며, 그 정동하는 신체는 ‘배설’이라는 행위로 귀결된다. 아직 초등학교 5
학년인 교코는 언어를 통해서 저항하지 못하지만 그 대신 직접적인 신체
적 반응을 통해서 저항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우미즈카! 우미즈카! 우미즈카! 우미즈카! 우미즈카! 우미즈카! 우미즈카! 우
미즈카! 우미즈카! 우미즈카!” 이 연호는 이상한 멜로디를 동반하고 있었습니
다.
(- 중략 -)
  안경 너머에서 후지무라 선생님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히로코짱
의 흉내를 내서 입을 뻐끔뻐끔거리면서 겐 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 중략 -)
겐 군은 손가락에서 떨어진 토사물로 반바지의 허벅지 부분을 적시면서, 눈알
을 사용용해서 “괜찮아 괜찮아”라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요의(尿意)를 
느꼈습니다.

84) 田村美由紀, 「汚染された身体と抵抗のディスコースー吉村萬壱『ボラード病を

読む』」, 『世界のなかの＜ポスト3・11＞』,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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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는~”
“하나!”

海塚！海塚！海塚！海塚！海塚！海塚！海塚！海塚！海塚！海塚！」この連呼
は不思議なメロディを伴っていました。
(- 중략 -)
 眼鏡の向こうで藤村先生の目が光っていました。私は浩子ちゃんの真似をし
て、口をパクパクさせながら健くんの方を見ていました。
(- 중략 -)
健くんは、指から垂れた嘔吐物で半ズボンの太腿を濡らしながら、目玉を使っ
て「平気平気」と合図してきました。私は尿意を覚えました。
「みんなは〜」
「一つ！」85)

  이 장면 또한 연대가 강조될 때 교코가 위화감을 느끼고 그 위화감에 
그녀의 신체가 ‘배설’이라는 행위로 이어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같은 반 
학생들의 연대를 깊게 형성하기 위해서 우미즈카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 
겐(健)은 신체적 이상을 느껴서 토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생님과 
같은 반 학생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교코만이 겐의 몸
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리며, 그 사실을 자각하게 된 그녀는 갑자
기 배설하고 싶어져서 화장실로 간다. 여기에서도 앞서 살펴본 장면과 마
찬가지로 교코는 연대라는 명분 속에서 그것으로 은폐된 진실, 즉 신체적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냉혹하게 무시되는 현실을 포착하고, 이때 그녀가 
느끼는 위화감은 곧바로 배설이라는 신체적 반응으로 표출된다. 
  또한 교코의 몸은 배설하는 신체일 뿐만 아니라 ‘피 흘리는 신체’이기도 
하다. 연대가 현실을 부정하고 파국이 없었던 꿈 세계로 복귀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녀의 신체는 이미 현실로 각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교

85) 吉村萬壱, 앞의 책,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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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는 초등학교 4학년 당시에 아케미가 화장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아케미가 떠난 화장실에서 피의 흔적을 발견한다. 그 사
건으로부터 1년 뒤에 교코 자신도 첫 월경을 경험하며, 1년 전에 목격한 
아케미의 고통이 사실 월경통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다무라 미유키(田
村美由紀)는 이에 관해 “서사에 교코의 첫 월경이 일부러 기술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임신・출산이 가능한 신체로 이행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그녀의 신체가 기존의 젠더 규범의 재생산의 논리 속으로 수렴되어 가는 
것을 시사(示唆)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86)”라고 설명한다. 교코나 아
케미의 신체가 여성의 신체로 각인되는 순간 방사능과 건강의 문제는 단
순한 하나의 개체에서 발생하는 이상(異常)에 국한되지 않으며, 출산을 통
해서 다음 세대로 유전된다는 편견의 생산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다무라
는 이러한 월경으로 상징되는 여성적 신체가 기존의 젠더 규범으로 회귀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남성들이 침범할 수 없다는 점에
서 교코(여성)의 신체가 권력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
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교코의 신체에서 흐르게 된 피가 월경
의 결과물이라는 확증이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현재의 교코는 자신의 몸
에서 20년간 흐르는 피가 월경혈이라고 인식하고, 아케미가 화장실에서 
흐르고 있었던 피 또한 월경혈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녀들의 신체에
서 흐른 피가 방사능 오염의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 또한 사
실이다. 4학년 때 피를 흘리게 된 아케미가 다음 해에 사망했다는 점, 어
머니가 죽기 전에도 둔부(臀部)에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교
코의 신체에서 흐르는 피 또한 알 수 없는 ‘독’으로 인한 신체적 이상일 
수 있다. 즉 여기서 ‘피’는 교코의 신체를 여성의 신체로 규정하는 단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성별과 무관하게 ‘방사능에 오염된 신체’로도 해석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교코의 신체는 월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적 신체를, ‘독’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점에서 

86) 田村美由紀, 앞의 글, 앞의 책,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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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일반적 신체를 표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코의 신체는 월경혈을 흘
린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신체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방사
능 오염이라는 감춰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의 위상을 갖는다. 
  교코는 ‘배설’하는 신체와 ‘피’ 흘리는 신체를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은
폐되어 있는 부조리한 진실에 저항한다. 이 두 가지 신체적 반응은 교코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연대의 허점
을 호소하는 언어는 통제할 수 있어도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코는 결국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0년간 격리병동에서 
감시받는 생활을 보내게 된다. 병실에는 거울이 없어서 ‘나’는 자신의 신
체를 대상화할 방법이 없지만, 교코의 모습을 비쳐주는 변기 파이프를 통
해서 신체의 이상을 인식한다. 
  서른 살이 된 그녀는 사실 자신뿐만 아니라 우미즈카의 모든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이는 교코가 3학년 때부터 키
우고 있었던 반려동물인 토끼 우짱(うーちゃん)과 관련된 일화에서도 확인
된다. 그녀는 자신이 귀여워하는 우짱을 위해서 당근을 먹이로 준다. 이 
당근에는 당연히 ‘독’이 함유되어 있지만, 초등학생인 교코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우짱에게서 나타나는 이상에 대해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 와서 초등학교 시절에 관한 수기를 쓰고 있는 서
른 살 교코는 사실 우짱에게 있어야 할 앞발(前肢)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
닫게 된다. 초등학생 당시에는 신체적 이상에 대해서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른이 된 교코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중요한 것은 우짱의 ‘이상’을 인식하게 된 것이 ‘정상’이라는 
기준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을 ‘정상’이라고 위장해왔던 우미
즈카의 연대에 대해 교코가 누구보다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것을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틀림없이 진짜 세계 따위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이렇다고 정한 
세계로부터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미즈카의 전략에 물들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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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나 제가 보고 있었던 것도 그것이 세계의 진짜 모습이었는지 어떤지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틀렸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
하면 매우 괴로워집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きっと本当の世界なんて誰も知り得ないんです。自分たちがこうだと決めた世
界から、誰も出られないんです。海塚の戦略に染まらなかった母や私が見てい
たものだって、それが世界の真の姿であったかどうか本当は分かりません。私
たちが間違っていた可能性も否定できません。それを思うととても辛くなりま
す。あなた方だって同じです。87)

  파국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을 왜곡해서 그들이 믿고 싶은 것
으로만 세계를 만들어내는 상황에 대해서 어른이 된 교코가 토로하는 장
면이다. 파국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현실을 외면하고 파국을 
없었던 것으로 여긴 채 현재(꿈)를 살아가는 것은 세계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허나 동시에 진정한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한 것 아닐까. 우미즈카, 그리고 국가가 그동안 거짓으로 현실을 꾸며
왔던 것을 교코는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코는 파국으로 인해서 꿈에서 현실로 각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
는 살아 있는 증인인 셈이다. 

더 이상 이런 몸,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구석 변기 파이프에 비치거든요. 
보고 싶지 않은데, 보여 버리거든요. 이런 얼굴이어도 당신들한테는 미인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안아보라고 겁쟁이.  

もうこんな体、見たくもないのです。そこの隅っこの便器のパイプに映るんで
す。見たくないのに、見えてしまうんですよ。こんな顔でも、あなた方には美人

87) 吉村萬壱, 같은 책, pp.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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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見えているんでしょう？だったら抱いてみろよ臆病者。88)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교코가 아주 강한 도발을 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
는다. ‘독’으로 인해서 오염된 현실을 부정하고 신체가 ‘정상’이라고, “미
인”이라고 위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안아보라고” 도발한다. 사실 현실
의 ‘이상’을 인식하고 있는 그들은 교코의 오염된 신체에 의해 자신들도 
오염될 것을 두려워하기에 당연히 그녀를 안을 수가 없으며, 이 순간 그들
이 숨겨 왔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결국 은폐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코를 
안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그녀는 진실을 직시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겁쟁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요시무라 만이치의 『볼라드병』은 파국 후의 일본을 그려낸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그 파국이 동일본대지진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헌등사」와 배경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파국으로 인해서 각성
된 현실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연대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다. 파국을 이
미 극복되어진 것으로서 이야기하며, 파국을 경험하기 전 세계로 복귀했다
는 믿음으로 구성된 연대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힘으
로 확장되어 폭주하기까지 한다. 교코라는 인물의 신체는 그러한 연대의 
폭력성을 폭로하는 기능을 한다. 요시무라의 파국의 상상력은 파국을 기억
하는 존재와 파국을 망각하려고 하는 존재 사이의 길항을 오염된 신체의 
저항으로 그려낸 것이다. 

  

 그림1. 도교전력(東京電力)회사 로고마크

88) 吉村萬壱, 같은 책, p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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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방해받는 신체와 청년의 허무 - <두더지(ヒミズ)>

  이 절에서는 일본만화 『두더지(ヒミズ)』와 영화 <두더지(ヒミズ)> 서사
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파국의 상상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후루
야 미노루(古谷実)의 원작만화 『두더지(ヒミズ)』는 2001년부터 2003년까
지 연재된 작품이며, 감독 소노 시온(園子温)의 영화 <두더지(ヒミズ)>는 
2012년 2월에 개봉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 일본 사회가 3.11 동일
본대지진을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원작 만화에서도 영화에서도 중학교 3학년인 주인공 스미다 유이치(住
田祐一)의 성격과 그가 갖고 있는 사상은 크게 차이가 없다. 유이치는 자
신의 능력을 믿으면서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보내는 같은 세대 사람
들에 대해서 극단적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그가 추구하는 삶의 
형태는 ‘평범함’이다. 평범한 일상을 소화하면서 큰 행복도 큰 재앙도 없
는 그저 ‘평범한’ 미래를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
는 것이다.
  2001년에 등장한 스미다라고 하는 인물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는 2000
년대, 소위 ‘제로년대(ゼロ年代)’의 전형적인 청년세대 캐릭터의 이미지에 
부합한다. 우노 츠네히로(宇野常寛)는 『제로년대의 상상력(ゼロ年代の想像
力)』에서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은둔형 외톨이/심리주의(引きこもり/心
理主義)”라고 분석한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은 헤이세이불황(平成不況)에 
접어들었고 “열심히 노력해도 부유해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
되었다. 이는 대서사(큰 이야기)가 상실된 포스트모던이라는 시대구분과 
상응하기도 한다. 즉 사회나 국가가 더 이상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주지도 않고 가치를 담보해주지도 않는 것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
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아실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됨에 따라서 행위(‘-
하다’, ‘-했다’)가 아니라 상태(‘-이다(되다)’ ‘-이지 않다(-되지 않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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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체성과 연결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게 되었다89). 다시 
말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자아실현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있
는 상태 그대로를 정체성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캐릭터들의 
특징이다. 동시에 우노는 2000년대에 들어 생겨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그에 따르면, 2001년 9.11. 테러와 일본 고이즈미(小泉) 정권 등장
으로 인한 신자유주의 노선의 격화, 그리고 그로 인한 ‘격차사회’ 의식의 
침투로 인해서 ‘생존주의’,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로만 있
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의식이 생겨나게 된다. 그는 이러한 2000
년대 새로운 상상력에 대해서 “결단주의(決断主義)”라는 키워드로 요약한
다90). 
  『두더지』와 <두더지>에 등장하는 주인공 스미다 유이치(住田祐一)는 
1990년대적 인물과 2000년대 인물의 이미지 사이를 체현하는 인물이다. 
그는 ‘-하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지 않으며, 평범한 인간이 ‘되고 싶
은’ 존재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정체성이 위태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자 한다. 만화에서도 영화
에서도 스미다 유이치를 평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가 놓여 있는 가정
환경이다. 아버지는 큰 빚을 진 채 밖을 헤매다가 가끔씩 집으로 돌아와
서 어머니의 행보를 묻는다91). 동시에 어머니 또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결국 집을 나가버리기까지 한다. 즉, 유이치는 매우 경제적・심
리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평
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눈에 띄는 행동을 삼가며 조용히 중학교 생활에 
임한다. 만화와 영화에서 모두 유이치는 결국 집을 찾아온 아버지를 살해
하면서 결정적으로 ‘평범함’과 결별하게 된다. 600만 엔이라는 빚을 남긴 
아버지를 살해한 후 유이치는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자인하게 

89) 宇野 常寛, 『ゼロ年代の想像力』, p.15.
90) 宇野 常寛, 같은 책, p.20.
91) 만화에서는 아버지는 유이치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보트 장사를 하는 집을 

찾아오기만 한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아버지는 유이치에게 돈을 요구하고 폭력
을 가하는 공격적인 존재로 각색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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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고 1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잠재적 범죄자를 살해함으로써 사
회를 위해 공헌하기로 ‘결단’한다92). 결국 이 ‘결단’은 달성되지 못하며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 만화에서도 영화에서도 유이치는 매일매일 도
시를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악’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만 정작 그러한 사
람은 유이치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이치가 악한 
사람에 대해서 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기회가 완전히 없었던 것
은 아니다. 
  영화에서는 두 차례 유이치가 사회에 ‘공헌’할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
는 길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청년을 칼로 찌르려고 뛰어든 남성을 죽일 
기회, 두 번째는 버스 안에서 임산부를 앞에 두고 노약자석에 계속 앉아 
있는 남성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자 칼로 난
도질하기 시작한 것을 뒷자리에서 목격했을 때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기회
가 찾아온다. 흥미로운 것은 영화에서 두 차례 결단의 기회가 모두 주변
사람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불발(不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특히나 두 번
째 버스 장면에서는 사람들은 난도질한 남성보다 그 남성을 죽이려고 뛰
어드는 유이치의 신체를 우선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어 당
한 유이치는 “저런 놈을 죽여야 해”라고 외치면서도 결국 결단을 성사하
지 못한다93). 따라서 이 지점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만화에서는 결단 자

92) 박규태는 『일본정신분석』에서 소노 시온의 대부분 영화에서 관통하는 주제
로, 등장인물들이 자신이 사실 손에 넣을 수 없는 대상, 혹은 빼앗겼다고 느끼
는 대상(대상a)을 욕망하며 미친 듯 질주하지만, 이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상징계의 파열로 인해서 이미 현실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
한다.(박규태, 『일본정신분석』, pp.148-149.) 
그의 분석에서 <두더지>는 주된 분석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지만, 그의 해석
은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이 영화 자체가 만화원작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 유이치의 허무함이나 불완전한 결단주의, 그리고 아버지 살해 후에 보
여주는 결단 내리고자 도시를 헤매는 것은 소노 작품의 연장선상에서만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원작만화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모티프는 소노가 그동안 
제작해왔던 영화와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그가 이 만화작품
을 선택한 까닭을 추론할 수 있다. 

93) 이 버스 장면은 만화에서 비슷하게 등장하지만, 만화에서는 난도질하는 남성
을 죽이는 장면은 유이치 머리 속 상상에서만 이루어지며, 결국 현실화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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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내리지 못하는 주체로서 유이치가 그려지지만, 영화에서는 결단까지
는 내리지만 결국 그것을 주변사람들이 유이치의 신체를 제어하면서 성사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다. 
　 유이치는 기본 성격은 만화와 영화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다
른 요소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차이와 간극을 만들어내는 것
으로 동일본대지진의 경험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증상적이
다. 

지진 전의 각본은 원작만화를 그대로 충실하게 각본화한 것 같은 내용이었습
니다. 하지만 지진을 경험함에 따라서 “2001년의 리얼이 아니라 2011년의 리
얼을 하자”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중학생의 씁쓸한 청춘이라는 주제 자체는 
원작 그대로이지만, 지진을 무시한 채로 2001년의 리얼을 찍어도 의미가 없다
고 생각했고, 그것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3월 11일의 지진은 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震災前の脚本は、原作漫画をそのまま忠実に脚本化したような内容でした。で
も震災を経験したことによって、「2001年のリアルではなく2011年のリアルをや
ろう」と考えを変えたんです。中学生のビターな青春というテーマ自体は原作と
変わりませんが、震災を無視して2001年のリアルをやっても意味がないと思い
ましたし、それを描くには3月11日の震災は盛り込まないといけない問題だ
と。94)

  감독 소노 시온이 말하는 것처럼 만화 자체는 2001년을 무대로 하지만, 
2011년 시점에서 영화를 제작할 때 각본에 3.11 동일본대지진의 경험을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실제 경험한 파국적 상황 후의 세계를 그려냈
기에 단순히 시공간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에게도 

는다. 
94) ‘「希望に負けた」という気持ちで 『ヒミズ』園子温インタビュー’(https://www.ci

nra.net/interview/2012/01/02/000000.php, 최종검색일 2020년12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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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만화와 영화에서 변경이 추가된 부분 중 주목하
고 싶은 부분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미다의 친구 요루노 쇼
조(夜野正造)의 나이 설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둘째, 만화와 영화에서 결
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요루노 쇼조는 만화에서 유이치의 같은 중학교 친구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영화에서 요루노는 지진피해로 집을 잃어서 유이치가 사는 
집 옆에서 노숙하는 중년남성으로 설정이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서 만화
와 영화에서 서사 측면에서도 변화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유이치
가 갚아야 할 아버지의 빚을 요루노가 대신 갚아주는 장면이 나온다. 빚
을 갚는 돈은 요루노가 살인에 가담함으로써 생겨난 것인데, 사채업자의 
“왜 대신 돈을 갚아주냐”는 질문에 대해 만화에서는 유이치와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인을 범하더라도)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설정이었으
나, 영화에서는 유이치와 같은 젊은 세대에 ‘희망’을 의탁하기 위해서 빚
을 대신 갚아준다고 다르게 설명된다95). 
  또한 원작만화에서 유이치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지진이 온다면 혼란
한 상황을 틈타서”(그림2)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다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한다. 영화에서도 같은 대사가 나오지만, 영화 속의 일본은 
이미 대지진을 경험한 후이기 때문에 “‘다음에’ 대지진이 온다면”이라는 
식으로 사소한 변경만이 이루어진다. 현실의 파국을 경험해도 별로 달라
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유이치는 그 원인에 해당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을 계속 토로한다는 점에서 만화와 영화 사이에 놓여 있는 파국은 삶의 
변화로 기능하지 않는다. 다만, 유이치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영화에서는 
지진피해를 입은 중년 남성들이 “어떤 사람에게도 죽으면 슬퍼해줄 사람
이 있다”고 말하며 지진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렇듯 실제 현실에서 파국적 상황을 경험한 뒤에는 청년세대에 대한 

95) 영화에서 요루노는 사채업자에게 “미래야. 나는 이미 한 번 죽었어. 그 쓰나
미로 이미 죽었어. 그렇지만 스미다에게는 미래가 있어. 앞으로의 일본을 끌고 
갈 남자야.”라고 하면서 자신 세대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본의 과거”라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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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의 연민이 더해진다. 2001년 당시에는 유이치와 같은 일상에 허
무함을 느끼고 있는 청년 곁에 있어줄 동세대의 친구가 필요했다면, 파국 
이후에 해당되는 2011년을 살아가는 허무한 유이치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탁해주는 기성세대의 연민이 곁을 지킨다. 영화에서는 유이치의 
집 옆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은 요루노만이 아니지만, 그들은 모두 유이치
의 아버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더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이다. 
유이치의 시선으로 포착되는 그의 삶은 파국 이후에도 여전히 허무하지
만, 기성세대 시선에서는 유이치의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려 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다음으로 결말 부분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만화에서는 스미다 유이치는 
아버지를 죽이고 1년 안에 범죄자를 죽이겠다는 스스로의 결단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며, 그 좌절감을 껴안으면서 사채업자에게 받은 총을 사용해 
자살한다. 반면 영화에서 유이치는 자살을 택하지 않고 자수라는 선택을 
통해서 계속 살아가기를 결심한다. 만화가 암시하는 바는 분명하다. 유이
치는 파국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그러한 혼란 속
에서 변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극적으
로 바꿔주는 파국적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변하지 않는 삶에 대
한 허무함이 그를 자살이라는 행동으로 몰아간다. 
  그런데 문제적인 것은 영화의 결말이다. 영화 속에서는 그가 그토록 원
하던 파국이 실제로 발생하였으며, 그를 둘러싸는 환경은 2001년과 확실
히 다르다. 학교에서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부흥(復興)에 대한 희망을 이야
기하고, 유이치 옆에는 중년 요루노를 비롯한 재난피해민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전히 유이치와 그의 가정에는 변화가 없다. 결국 현실의 파국은 
그의 인생을 바꿔줄 기회로 기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파국을 경험하지 않
았을 때보다 세상은 피폐해진다. 즉, 파국 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영화
는 만화의 세계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런데, 
왜 영화 결말에서 유이치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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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만화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택해야 마땅할 상황에서 오히
려 살아남기를 선택한 유이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해서 영화 <두더지>의 감독 소노 시온(園子温)은 인터뷰를 통해
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번 영화 안에서 “힘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지금까지는 무책임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나치게 가혹한 현실을 앞에 두고 희망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
고, 절망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희망에 패배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영화 속에 있는 “힘내”에는 “희망이다!”가 아니
라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것처럼 “어쩔 수 없지. 희망을 가져볼까”라는 자포자
기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今回の映画の中で「がんばれ」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が、これまでは無責任だ
し誰でも言える、好ましくない言葉だと思っていました。でも、今の過酷な現
実を前にして希望を持たざるを得なくなったし、絶望だけではやっていけないと
思うようになったんです。僕は「希望に負けた」と説明しているんですが、この
映画の中にある「がんばれ」には、「希望だ！」ではなく、自分に言い聞かせるよ
うに「仕方ない。希望を持つか」というやけっぱちな思いを込めているんで
す。96)

  결국 파국을 경험해도 여전히 일상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파국을 경
험한 뒤에는 더 절망적인 상황에 노출된다. 파국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로 
비롯된 절망과 파국 후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이중의 절망이 유이
치를 지배한다. 그럼에도 그는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 허무한 삶에서도 
그의 곁에는 지진을 경험하고 희망을 의탁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이치는 절망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희망에 패배”한 셈이다. 그

96) 같은 기사, (https://www.cinra.net/interview/2012/01/02/000000.php, 
최종검색일 : 2020 년 12 월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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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파국을 경험한 소노 감독을 비롯한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 대해서 
투사하는 형태의 희망이다. 한편, 영화 속 남성들은 눈앞에서 유이치가 아
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는 데도 별로 도움을 주지 않고 방관만 한다. 이는, 
결국 기성세대가 유이치의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제
한적이고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영화 속 유이치가 살아남기를 선택한 것이 희망적 미래가 아니라 
절망이 가득 찬 현실에 불과하다는 것이 암시된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
에 갖는 희망과 연민의 마음은 결국 유이치를 살려놓는다. 그러나 유이치
에게는 기성세대의 희망만이 덮여졌을 뿐,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방안이 주
어지지 않았으며 유이치는 여전히 절망적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 또한 이
러한 기성세대의 희망과 연민이 결국 유이치를 결단을 완수하지 못하는 
신체로 만들기까지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이치의 결단을 신체 차원에서 
막는 것은 유이치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 어른들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유이치는 차자와(茶沢)97)와 함께 강가의 길을 달려가면
서 “힘내”라고 외친다. 그 장면 다음에 카메라는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도시를 비춰준다. 이 흐름에서 유이치와 차자와의 잔상이 파국 후의 
폐허를 달려가며, 결국 마지막에 폐허 속에 그들의 목소리만 남는다. “힘
내”라는 격려의 말이 유이치로부터 자연스럽게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
에게 확장되어 전달되는 것이다.(그림3) 
  만화 『두더지』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를 살아가는 
한 청년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다’를 추구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생존
주의로 지탱되는 “결단주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만화 속 스미다

97) 본고에서는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차자와 게이코(茶沢景子)에 대해서 별
도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 인물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주인공 스미다 유
이치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이며,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는 존재이다. 만화에
서는 차자와 게이코의 개인사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영화에서 차자와는 그
녀를 죽이려고 방에 처형대를 만드는 등의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기존의 가족 형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소노 시온(園子温) 
영화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이 또한 중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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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이 전형적인 청년세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
난다. 만화에 등장하는 스미다 유이치는 이러한 전형적 청년의 모습을 보
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약한 주체로 묘사
된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 ‘평범’을 원하면서 사
는 것밖에 없지만, 가정환경이 그것을 용납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허무한 
삶을 전복시켜줄 파국적 사건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영화 『두더지』는 응답한다. 결국 만화에서 영화로 이행되
는 과정에서 유이치의 불완전한 결단주의는 유이치 자신 때문이 아닌 기
성세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변질된다. 영화에서는 그것을 결단의 순
간에 유이치의 신체를 어른들이 제어하는 방식으로 묘사된다. 만화에서 죽
음을 결단할 수 있었던 유이치는 영화에서 타협적으로 살아남기를 택해야
만 했다. 이러한 만화에서 영화로의 변화는 그 사이에 발생한 동일본대지
진이라는 파국적 사건의 개입으로 생겨난다. 유이치의 결단을 방해하는 것
은 결국 파국을 경험한 기성세대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연민이다. 
  영화는 실제 파국을 경험한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속 
장면 곳곳에서 재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적인 것은 파국은 청년
의 삶을 전혀 바꿔주지 않다는 것이다. 그 대신에 허무한 청년에게 사회나 
기성세대가 ‘희망’을 심어주며, 청년은 이에 패배하게 된다. 즉, 『두더지』
를 통해서 보는 파국의 상상력이란 각성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파국의 
진상이다. 그것은 청년의 허무함과 결단내리지 못한 신체가 그에게 부여되
는 제3자의 ‘희망’ 사이의 간극에서 그저 ‘살아남기’라는 타협적인 결과를 보
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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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만화 『ヒミズ 1』,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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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영화 『두더지(ヒミズ)』 마지막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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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적 파국의 상상력

4-1. 출구 없는 반복적 삶 – 「매장」, 『테러의 시』

  한국이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현실적 파국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장마나 홍수, 혹은 산불을 비롯한 자연재해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또 정
치적・경제적 위기상태는 존재한다. 그러나 동일본대지진을 통해서 일본이 
경험한 것과 같은 파국적 이미지는 한국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즉, 재난은 
존재하되 파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들어, 특히나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문학계나 영화계에서 ‘파국의 상상력’이 대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좀비가 등장(김중혁 『좀비들』)하기도 하며, 홍수의 
이미지(김애란, 「물속 골리앗」)나 산불에 관한 서사(조하형, 『조립식 보리
수나무』), 혹은 전염병이 확산된 세계를 다루는 작품(편혜영, 『재와 빨강』)
도 등장하고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파국의 상상력’이 현
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들어 한국에서 ‘파
국의 상상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작가들이 현실의 상황
을 파국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일종
의 한계나 종말, 즉 파국의 기운을 감지한 작가가 문학작품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파국을 상상적으로 실험해본 결과물이 이러
한 작품들이다. 다시 말해서 파국의 상상력은 현실의 알레고리라 할 수 있
겠다. 이 장에서는 최근 한국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파국의 상상력’에 대
해서 작품의 서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김사과의 「매장」(2009년)과 『테러의 시』(2012년)에서 전개되는 ‘파
국의 상상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 두 편의 소설은 같은 세계관을 공
유하고 있으며, 김사과가 갖는 ‘파국의 상상력’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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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두 작품에서 제시되는 세계관은 작가 자신이 현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포착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녀가 제시
하는 세계의 이미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래에 덮여진 
도시와 ‘반복’이 강조되는 세계이다. 
  소설 「매장」에서는 먼지가 도시를 뒤덮으며, 『테러의 시』에서는 모래가 
도시를 감싼다. 

나무에 걸린, 먼지가 가득한 흰색 깃발은 불빛을 받아 노랗게 흔들리고 그 아
래로 차가 달려나간다.98) 

  내려다본 도시는 사막과 구별되지 않는다. 끝없이 늘어선 가로등은 먼지를 
잔뜩 뒤집어쓴 채 말라 죽은 선인장처럼 보인다. 모래가 눈꽃처럼 흩날리는 
거리를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춘다. 도시 전체가 노란 꿈에 잠겨 있는 듯
하다. 그것은 한 가지 색에 사로잡힌 채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 
  노랗고 거대한 꿈이 도시를 모래에 파묻는다.99) 

  엄밀히 말하자면, 「매장」에서 등장하는 먼지의 이미지보다 『테러의 시』
에서 나오는 모래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조된 형태로 도시의 전경(前景)에 
드러난다. 도시를 감싸고 집어삼키는 먼지와 모래의 이미지가 작가의 디스
토피아적 폐허의 세계관을 연출한다. 두 소설은 시대적으로 먼 미래가 아
닌 작품 발표 시기와 가까운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평양
이나 서울과 같이 실존하는 도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모
래에 덮인 도시의 이미지는 리얼리티를 갖게 된다. 이러한 먼지와 모래의 
이미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빈틈없이 착실하게 도시 전체를 침식해나가
는 고유한 파국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시의 퇴폐적

98) 김사과 「매장」, 『02 영이』, p.229.
99) 김사과, 『테러의 시』,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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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미지가 객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주관적 시선
으로 포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이미지는 객관적인 모습이라기보
다 주관적인 이미지에 가깝다.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자 기회의 땅일 수
도 있는 도시가 어떤 이에게는 절망적인 디스토피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김사과의 소설에서 ‘반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미
현은 이 ‘반복’에 대해서 잠재성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한다100). 그녀는 김
사과가 소설 「더 나쁜 쪽으로」 속에서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는 인물상
을 그리는 까닭은, 반복 자체가 차연(差延)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작가 자
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김사과의 소설에서 일견 ‘더 나
쁜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복적 행위의 실패는 사실 하나의 새로
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라는 것이다. 
  물론 ‘반복’이라는 개념이 김사과의 소설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연’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지어 ‘반복’ 속의 새로운 가
능성에 대한 잠재성을 발견하는 김미현의 분석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반복’의 이미지가 단순히 등장인물들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이 ‘반복’의 이미
지야말로 작가가 포착하는 오늘날 세계의 상(像)이라는 것이다. 소설 「매
장」에서 등장하는 ‘반복’은 똑같이 반복되어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거울에 
대한 묘사에서 발견된다. 

  시간의 최종모델은 거울이 거울을 비추는 것이다. 

  거울이 도시를 비추고, 그 위로 빛이 내려앉는다. 쏟아져 내리는 빛 속에서 
다시 거울이 도시 전체를 반사한다. 이제 도시는 반사된 상에 불과하다. 
(-중략-) 
여전히 시간은 오후 두시이고 같은 노래가 반복된다. 여전히 계절은 지옥이고 

100) 김미현, 「잠재성과 문학의 (불)가능성 – 박솔뫼, 김사과, 한유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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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절의 습기가 도시를 조금씩 미치게 만든다101). 

  거울이 또 하나의 거울을 비출 때, 거울 속에 반사된 세계가 중층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작가에게는 도시 또한 일상을 되풀이하는 이미지에 불과
하다. 그 도시 속에서는 똑같은 노래가 계속해서 몇 번이나 반복된다. 소
설 속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반복’을 바탕으로 형성된 도시는 ‘미국식 
아침식사’이면서 ‘죽은 박물관’이며 ‘영혼’이 없는,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
은 것이다. 이러한 도시가 갖는 ‘지옥’의 이미지는 『테러의 시』에서 한발 
더 나아간 형태로 묘사된다. 

  내가 만나 본 많은 한국인들처럼 나도 한국을 증오해요. 특히 서울은 말 그
대로 지옥이죠. 하지만 떠나지 못하게 되어 버렸어요.102)

  이것은 『테러의 시』에서 주인공 제니와 만난 리가 자신의 삶의 궤적을 
이야기하는 장면에 나오는 대사이다. 돼지처럼 키워진 조선족 여자 제니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란 리의 시선을 통해서 포착된 도시는 ‘지옥’으로 재현
된다. 물론 주인공 제니 또한 세상에 대해서 희망 같은 것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김사과 소설의 인물들은 왜 이토록 도시라
는 공간을 폐허와도 같은 곳으로 여기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인물들의 시
선에 포착되는 도시인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도착한 여자의 집은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사람들로 가득하다. 예상대로 그들
은 모두 그린 맨이다. 탁자 위에 놓인 것은 파전, 그것은 초록색이다.
파전의 옆에 놓인 소주. 그것도 초록색이다. 
그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그건 초록색이다.103)

101) 김사과, 「매장」, 『02 영이』, p.244.
102) 김사과, 『테러의 시』, p.168.
103) 김사과, 같은 책,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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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가 같은 아파트 여자로부터 초대 받아서 간 자리에서 등장하는 장면
이다. 그 여자의 아들의 취직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제니의 시선으로 통해
서 바라보는 세상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초록색 가득찬 이미지로 
상징된다. 제니는 그들을 ‘그린 맨’이라고 부른다. 이 그린 맨은 소설 곳곳
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이다. 제니의 눈에 포착되는 이 초록색의 이미
지는 어떤 세상이며, ‘그린 맨’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 함께 합창하기 시작한다.

부모님께 효도하자!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자!
취직하여 출세하자!104)

  그린 맨들이 취직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다 같이 외치는 것은 ‘효도’, ‘남
의 말 잘 듣기’, ‘출세’와 같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어 
당연시되어 있는 윤리를 축약한 구호들이다. 자본주의적 윤리를 내세우고 
실천하는 ‘그린 맨’들이 사는 세계는 결국 “(지금 제니의 눈에 비친 세상
은) 완전히 초록색이고 멸망하고 있105)”는 것이다. 제니에게는 이러한 자
본주의적 윤리라는 것은 멸망한 지 오래된, 모래에 덮인 폐허에서나 통용
되는 것들이다. 적어도 제니에게 이미 낡아버린 윤리를 따르고 있는 이 사
람들은 몰-개성적인 인간이다. 물론 제니뿐만 아니라 리에게도 평범한 사
람들과 자신 사이에 있는 간극은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으로 다
가온다. 제니나 리와 ‘그린 맨’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란 무엇인가? 어째
서 리는 평범한 인간의 표정을 보고 역겨워하고 구역질을 하는 것인가? 
리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한다. 

104) 김사과, 같은 책, p.138.
105) 김사과, 같은 책,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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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노력해요. 배워 
가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노력도 뭘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들이 
노력하고 배워 가는 이유는 외롭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외로움이 뭔지 
모르죠. 네, 난 그걸 느낄 줄 몰라요. 내가 느끼는 건…… 난 그저 텅 빈 기분
이에요. 그건 외로움과는 달라요. 표백된 느낌…… 아니 사실 그건 느낌조차 
아니에요.106)

  그린 맨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출세를 꿈꾸며, 출세를 위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노력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이 무언가를 배우려
고 노력하는 밑바탕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
해서 그들은 노력하고,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얻는다. 그러나 제니나 리 같은 존재는 이러한 자본주의 사
회에서 통용되는 윤리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들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표백된 인간이다. 
  김사과가 제시하는 폐허와 같은 세계상(像)은 이미 자본주의적 윤리가 
파탄이 나 있는 세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태도를 실천하는 그린 맨들의 위태로움은 제니
와 리라는 주요인물에 의해서 포착된다. 『테러의 시』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한 고위 공무원은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한강이 보이는 
고급 빌라에서 자살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엿보이는 윤리의 위태
로움을 보여주는 한 예시에 불과하지만, 효도나 출세를 이루어낸 사람조차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여준다. 그렇다
면 이러한 세계에 이미 환멸을 느끼거나 아예 적응하지 못하는 제니와 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작가는 어떠한 해법이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지
에 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영혼이 없으므로, 그리고 그 점에서 나와 도시는 평등하다. 우리는 같은 두통

106) 김사과, 같은 책, pp.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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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통받으며, 영혼이 없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환상과 고통, 그리고 그
걸 위로해줄 마취제이다. 
(-중략-)
도시는 이제 지도 밖에 존재한다. 내 곁에, 공간 밖에 존재한다. 꿈과 테러로 
둘러싸인 채, 거울 속에서 영원하다.107) 

  작가는 「매장」에서 이미 처방으로 환각, 고통, 그리고 마취제를 제시했
다. 『테러의 시』에서는 제니와 리는 종교에서 구원을 찾는다. 그들은 매주 
교회에 다니며, 자신들의 비참한 과거를 이야기하는 대신 돈을 받는다. 제
니는 자신이 창녀나 가정부로 살았던 과거에 대해 신도들 앞에서 이야기
를 나눈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은 그들의 상황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교회
에서 받은 돈은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느끼는 수
치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약을 사는 데에 쓰인다. 
  문제는 교회에서 제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청중들은 “같은 공장
에서 찍어 낸 상품”(p.178)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 내부는 
바깥의 서울이라는 도시와 별 차이가 없는 공간이다. 그곳은 상품화된 인
간과 세계를 상징하며, ‘그린 맨’들이 가득한 세계를 의미한다. 즉, 교회가 
서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p.178)는 셈이다. 교회는 결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이들에
게 구원을 제시해줄 안식처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교회도 신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경영 전략을 내세우는 등 자본의 논리에 철저히 따르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집중적으로 위치하며, 
설교를 들으러 오는 신도들 또한 부자들이다. 심지어 목사는 제니가 한때 
일했었던 섹스 클럽을 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목사가 제니에게 제시한 구원은 자본주의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자본주의로의 적응이다. 목사는 그녀를 짐승에서 인간으로 진화시키며, 조
선족에서 ‘진정한’ 한국인으로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것은 곧 구원이자 하

107) 김사과, 「매장」, 『02 영이』,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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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니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자
본주의 사회에서의 구원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말로 
마약이나 마취제에 취하면서 이 상황을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인가? 결국 
제니는 섹스 클럽에 복귀하고 약에 취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리와 함
께 다시 한 번 그 상황에서 탈출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자본주의라는 꿈에서 벗어날 수도, 현실로 각성할 수
도 없다. 단지 약에 취한 채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존재해야만 하는, 동시
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존재가 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을 맺는
다.
  결국 김사과가 두 소설을 통해서 펼치고 있는 ‘파국의 상상력’은 파국이 
없는 것 자체가 이미 파국적인 상황이 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
닐까. 소설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의 윤리가 이미 한계
에 다다랐음을 직감하면서도 그 환상에서 벗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
는 것에 대한 허무함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종
교는 더 이상 구원을 제시해주지 않으며 단지 알약을 투여하면서 버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허무함, 그것이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파
국의 상상력이다.
  작가는 폐허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처방으로서, 꿈에서 더 깊은 꿈을 꾸
는 것을 계속해서 제시한다. 그렇지만 결국 원래 꿈에서 다른 꿈(환각)으
로의 이행과 탈출을 시도한다고 해도 결국 다시 원래 꿈으로 회귀할 수밖
에 없다는 허무한 사실만이 기다린다. 꿈에서 현실로 탈출할 수 있는 근본
적인 해결이 존재하지 않다는 답답한 마음에 “모든 게 망가졌는데, 왜 아
무것도 무너져내리지 않지?108)”라고 일기에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결국 
파국을 욕망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등장하는 『천국에서』(2013)로 작가의 
문제의식은 이어진다. 작가는 꿈에 머무름으로써 겪는 고통보다 꿈에서 현
실로의 각성을 유발시키는 파국이 갖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차라리 좋
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기도 한다. 즉, 파국 없는 파국 상황에서 파국을 욕

108) 김사과, 『천국에서』,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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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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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물에 대한 기억과 파국 - 「물속 골리앗」

  김애란의 소설 「물속 골리앗」은 장마 시기의 홍수라는 재난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작품이다. 이 홍수는 소년과 그의 어머니의 시선으로 포착될 때 
파국적 상황으로 다가온다. 앞서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주체와의 거리가 
유지되는 것이 재앙(재난)이라면 그것이 주체 자신을 덮칠 만큼의 힘을 발
휘할 때 그것은 파국으로 다가온다. 우선 이 작품에 등장하는 파국에 대해
서 정교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확히 두 가지 파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자본주의적(경제적) 파국과 자연적 파국이다. 그런데 문
제적인 것은 이 소설에서는 두 개의 파국이 기묘하게 교차하고 있기 때문
에 마치 파국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파국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파국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파국과 자연재해와 같은 자연적 파국이 동일
한 하나의 파국으로 이해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파국 사이의 간극
을 읽어내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엄밀히 구분하자면 자본주의가 내
재하고 있는 잠재적 파국의 가능성과 그것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이 자연
재해와 일치하려면 어떠한 비약이 필요한 셈인데, 이 간극과 그것을 뛰어
넘는 비약의 힘은, 두 가지 파국을 정확하게 구분한 뒤에서야 비로소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자본주의적 파국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 소설은 아버지의 죽음에
서 시작된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남겨진 소년과 어머니는 경
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두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죽음 자체가 파국이
라기보다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존 차원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
이 파국적 상황으로 다가온다. 즉,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억압
되어 왔던 자본주의적 파국의 위력이 어김없이 두 사람에게 닥쳐오게 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아버지의 죽음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옴과 더불
어 절대적 타자의 부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년과 그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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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절대적 타자가 없는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된다. 
  또한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또한 자본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한다.

부모님이 강산아파트에 들어온 건 20여 년 전의 일이다. 지금이야 낡고 오래
돼 흉물 취급받지만, ‘아파트’라 하면 뭐든 좋게 보던 때였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아파트를 갖고 싶어 했다. 아파트가 가진 상승의 이미지와 기능, 시세가 
중요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괜찮은’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 살았다. 부모
님 역시 그 안에 속하길 바랐다.109) 

  세월이 흘러서 아파트가 위치하는 동네 전체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
면서 이제 이 낡은 아파트를 부러워할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아파트에 거
주하는 모두가 이사해서 떠나간 가운데 “(이제 이곳에 남은 사람은) 어머
니와 나, 둘뿐”(p.89)이며, 그들은 “갈 곳이 없”(p.90)는 존재들이다. 어머
니와 소년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다름아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담보 대출도 아직 전부 갚지 못했거니와 재개발 지역에서 퇴거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살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
버지의 죽음은 남은 두 사람에게 결정적인 파국으로 다가오고 생존 차원
의 심각한 위기로까지 다가온다.
  여기서 그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아
버지는 신도시 건설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를 짓는 일에 종사하였던 사람
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던 그는 어느 날 높이 
40미터의 타워크레인에 올랐다가 추락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소설에
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자살인지 사고인지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으로 
남겨진다.
  이러한 경제적 파국과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마철에 
발생한 지속적 홍수라고 하는 자연재해(재앙)이다. “50년 만의 폭우”(p.86)

109) 김애란, 「물속 골리앗」, 『비행운』,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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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한 기나긴 장마철은 단순한 장마와 달리 한 마을을 삼킬 정도의 
규모로 어머니와 소년에게 위력을 발휘한다. 이 지점에서 이 장마로 인한 
홍수는 ‘재앙’적 사건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소년의 아버지
가 죽은 시점과 장마가 시작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아버지의 죽음
으로 찾아온 경제적 파국은 자연스럽게 자연재해와 겹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균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
기서는 그 간극을 보여주는 단서로서 ‘물’에 주목하겠다.
  물이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물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
렵다. 특히나 인체의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물을 섭
취하는 행동이 곧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
지시키며 생존을 보호하는 물질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가열된 물은 인간의 피부를 부어오르게 하며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홍수나 해일과 같은 형태의 물은 엄청난 재앙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서, 물은 인간의 목숨을 박탈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물의 속성은 이중적이며, 생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도 이와 같은 물의 이중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장마철에 
그치지 않는 비(빗물)는 홍수라는 형태로 어머니와 소년의 목숨에 위협을 
가한다. 동시에 고립된 아파트에 남겨진 두 사람의 허기를 달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역시 물이다. 

 어머니는 욕조에 물을 채워놓았다. 수도가 언제 끊길지 몰라서였다. 그러다 
장마가 지속되자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재부분의 그릇에 수돗물을 받아놨다. 
(-중략-) 그것도 모자라 집에 있는 모든 봉지에 물을 담기 시작했다. (중략) 
물이 담긴 봉투는 둥글게 밀봉돼 아버지 방에 저장됐다. 큰 그릇은 바닥에, 
작은 건 책장에 올려졌다. 전부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내부가 투명하게 비치
는 봉지는 부화를 꿈꾸는 외계의 알처럼 빛났다. 혹은 동물의 장기에 붙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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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포나 증기 같아 보였다.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 방엔 차곡차곡 물 봉지가 
쌓여갔다. 그리고 그 속에선 이따금 조용히 기포가 피어올랐다.110) 

며칠 뒤, 세면대에 물이 나오지 않았다. 양변기와 개수대도 마찬가지였다. 재
개발 관계자들의 결정인지, 수해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당분간은 받아놓은 
물을 쓰면 되지만, 장마가 끝난 뒤가 더 걱정이었다.111) 

  작품에서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서의 물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사회에
서 가정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었던 소년의 아버지라는 존재를 연상시킨
다.112)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정을 살릴 수 있었던 역할로서 아버지
의 존재가 중요했다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찾아온 가난 속에서 아버지
의 역할이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와 소년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서 물은 
아버지를 상징하며 대체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부재한 방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로서 ‘물’이 보관된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닐 것이다. 이렇게 
물은 경제적 파국과 자연적 파국으로 인해서 고립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존재로, 아버지의 자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듯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에 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
시금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물의 존재가 이러한 이중적 속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설에서 물에 대한 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
해서 물이 인간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과 함께, 작품 속 
물에 대한 서술방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리 말하자면, 물은 소년과 
교감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묘사된다.
  소설에서 물에 관한 기술을 정리해보면, “비바람이 거세질 때면 아버지

110) 김애란, 같은 책, pp.92-93.
111) 김애란, 같은 책, pp.95-96.
112) 동시에 빗물과 같은 형태의 물은 자연의 일부라는 속성이 강하며, 교환을 

매개하지 않는 순수한 증여물이기도 하다. 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
지의 희생과도 상통한다. 한편으로,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도태된 주인공 소년과 그의 어머니에게는 증여물로서의 물이 부여
됨으로써 생존에 대한 절실함이 한층 더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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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에 묶여 있는 물들이 파르르 몸을 떨었다.”, “가끔은 물이 우는 소리
에 잠에서 깼다. 그것은 음정 없는 노래처럼 갈 길을 잃은 전파처럼 웅웅
웅웅 울어댔다.”, “물들은 겁을 먹고 침묵했다.”(p.101) “냄비와 컵을 비롯
해 각종 그릇에 둔 물들도 뭔가 예감한 듯 일제히 흔들렸다.”(p.103)와 같
은 서술이 등장한다. 소년의 시선은 물을 정지해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적인 생명체처럼 포착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과 물은 상
호작용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물이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존재로 
묘사됨으로써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한층 더 강
조된다. 또한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물은 아버지 방 안에 보관된 물뿐이라
는 점을 통해 방 안의 물은 방 밖의 홍수 물과 상이하다는 것이 부각된다.

문득 끈적한 액체가 발을 적셔오는 게 느껴졌다. 수돗물과 성질이 다른 어떤 
물질이 실타래처럼 천천히 퍼져가고 있었다.113) 

  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 물이 물일 수 있는 무엇(본질)을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플라톤의 이데
아나 칸트의 물자체와 같은 이 본질을 인간은 결코 포착할 수 없다. 그럼
에도 경험적으로나 관념적(선험적)으로나 물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모르더
라도, 물의 본질 자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물은 물일 수 있는 한에서 동일한 하나의 본질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수돗물과 빗물은 분명히 다른 현상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즉, 물
의 본질과 현상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물의 본질과 현상 사이의 간극
은 인간으로 하여금 정동적인 반응을 유발한다. 이 지점에서 어머니는 분
노와 두려움이라는 정동적 반응을 보여준다.

어머니는 양손을 번쩍 치켜올렸다. 그러고는 아랫배 근처를 향해 힘껏 내리꽂
았다. 어떻게 해볼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악- 비명을 질

113) 김애란, 같은 책,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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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다. 하지만 어머니가 해친 것은 자기 몸이 아니었다. 물이 담긴 비닐봉지였
다. 찢어진 비닐 사이로 콸콸콸- 물이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는 누군가를 무
참히 살해하듯 그것을 찌르고 또 찔렀다.114)

  방 안에서 봉투에 보관된 물에 분노하는 정동적 반응을 보여주는 어머
니와 달리 소년은 물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115)을 보여준다. 어머
니와 소년이 물에 대해서 각각 다른 양상의 정동적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다. 그리고 소년에게 있어서 물에 대한 정동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추억)
과 연결되어 있다. 즉, 물에 남아 있는 흔적은 아버지와의 추억과 어렸을 
때 물속에서 수영하면서 느꼈던 편안함을 떠올리게 한다. 이 지점에서 다
시 물이 아버지와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방 안의 물은 경제
적 살림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으며, 방 밖의 물은 원
래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 안에 새겨진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한 소년
에게는 편안함의 대상으로 바뀐다.
  보통은 객체로 취급되는 물이 이 소설에서는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물의 본질과 현상 사이의 간극이 여러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간극에서 흘러나오는 정동적 반응은 역설적으로 현상에 부여되는 
의미까지 변질시킨다. 처음에 물은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요인으로서의 의
미를 지녔고 그것이 방 안에 있는 한에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속
성이 강조되나, 밖에서는 홍수라는 형태로 나타나 생명을 위협하는 속성이 
부각된다. 그런데 정동적 힘은 파국적 상황에서도 그 현상에 대한 의미를 
탈바꿈시킨다. 즉, 정동의 힘은 홍수의 의미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서 편
안함을 주는 것으로 변모시킨다. 여기서 자연적 파국은 경제적 파국과 일
치되며, 극복 가능한 위상에 오르게 된다. 소년과 거리가 있는 외부세계에
서 벌어지는 것처럼 여겨진 ‘재앙’적 홍수는, 소년이 그 내부에서 아버지
와의 흔적을 감지하는 순간 극복대상으로서의 ‘파국’으로 변모한다. 즉 소

114) 김애란, 같은 책, p.103.
115) 김애란, 같은 책,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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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인해서 홍수라는 ‘재앙’은 ‘파국’으로 치환된다는 것이다. 
  소설 속 소년은 어머니가 죽은 뒤에 아파트에서의 탈출을 시도하며, 결
국 마을을 삼켜버린 홍수 속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타워크
레인에 오르게 된다. 이 골리앗크레인은 아버지와 신이 부재한 자리를 대
체하는 가짜 신이자 인간에게 폭력적인 운명을 가져온 비극적 상징이
다116). 타워크레인은 아버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소년이 이것에 올라간 것
은 그가 아버지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즉, 자본주
의의 파국이 도래했을 때 소년은 ‘아버지 되기’라는 결단을 내린다. 그 전
에 억압되어 있었던 한 개인의 주체성이 파국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노
출되며, 결국 파국을 극복함으로써 주체성은 회복된다. 즉, 아버지의 죽음
으로 발생한 경제적 파국은 ‘재앙’에서 만들어진 홍수라는 ‘파국’을 극복함
으로써 동시적으로 극복된다. 그 일치 사이에는 물이라는 공통의 매개가 
존재하며, 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정동적 힘은 자연적 파국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 힘으로 작동한다. 
  김애란이 보여주는 파국의 상상력은 자본주의 하에서 은폐된 절대적 타
자의 부재를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폭로하며, 그러한 폭로로 인해
서 파국적 상황에 처하게 된 소년이 물의 기억을 통해서 단순한 재앙이었
던 홍수를, 극복해야만 하는 ‘파국’으로 승화시키는 상상력이다. 소설 말미
에서 소년은 홍수 속 골리앗크레인에 오르면서 결국 아버지가 부재한 자
리를 스스로가 대체하려는 의지를 어렴풋이 보여준다. 이 순간에 자연적 
파국에 대한 극복과 자본주의적 파국에 대한 극복이 동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116) 김지혜, 「재난 서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의미 –김애란, 윤고은, 정
용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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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트라우마의 회귀와 인간의 존엄성 - 『조립식 보리수나
무』

  『조립식 보리수나무』는 구성 자체가 특이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제1부
와 제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1부는 제목이 <짝수 장들>이며 제2부의 
제목은 <홀수 장들>이다. 따라서 소설을 처음부터 읽다보면 2장에서 20장
까지 짝수 장들을 읽은 다음에 1장에서 19장의 홀수 장을 읽게 되는 것이
다. 소설에서 등장하는 파국의 이미지 또한 짝수와 홀수 장에서 각각 구분
되는데, 전자에서는 산불이 등장하고 후자에서는 모래의 이미지가 파국을 
연상시킨다.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는 시대가 언제인지는 소설 속에서 명확
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짝수 장에서 등장하는 산불로 인한 낙산사 전
소 사건이 2005년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므로 2000년대쯤을 소설의 배경
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산불로 인해서 산 속에 있는 목조건축물
인 낙산사가 불타는 이미지가 소설의 디스토피아적 분위기를 한층 더 강
화시킨다. 
  이 소설에서 산불과 모래의 이미지는 단순한 ‘재앙’으로서의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설 속 인물이나 세계는 분명 어떠한 종류의 ‘끝’을 맞
이했고,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117)에서 ‘파
국의 상상력’을 보여준다. 이때 ‘파국’은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선을 통해서 포착되는 것이다. 소설 속 인물에게 어떠한 점에서 
산불과 모래의 이미지가 파국적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동
시에 조하형은 이 파국을 통해서 어떠한 한계와 종국을 보여주는지, 또한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조하형은 파국이 도래할 세계를 인간과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으로

117) “불타는 세계가 그의 진정한 관심사는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무대 장치, 
혹은 연주 전의 튜닝 작업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불타는 세계를 넘어, 부서지
는 세계를 보고 있었다.”, 조하형, 『조립식 보리수나무』,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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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묘사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작업을 하는 이철민이나 방재연
구소에서 일했다가 “묘꾼”으로 일하는 박인호는 세계를 시공간의 응결로 
인식하며, 그 공간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모두 세계에 기입된 정보이자 신
체로 묘사된다. 특히 재난-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이철민에게는 한반도라는 
시공간 자체가 조립되는 정보의 결집으로 인식된다. 동시에 세계라는 시공
간은 신체로 표상되기도 한다.

세계-몸의 재난은 세계-시뮬레이션의 재난이 되고, 세계-시뮬레이션의 재난은 
세계-몸의 재난이 된다.118) 

소설 속에서 세계는 하나의 신체로서, ‘세계-몸’으로 표현되고, 산불로 전
소된 낙산사 또한 ‘낙산사-몸’이라고 불린다. 문제는 시공간 전체가 하나
의 몸처럼 인식될 때 인간 또한 그 신체와 공명하는 세계의 일부가 된다
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는 인간 외부의 독립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과 세계는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그 사이에 경계는 존
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앙이 발생했을 때 인간은 세계와의 거리를 두고 싶
어 한다. 이것은 그 재앙적 사건이 오직 인간 외부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오는 방어기제이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비롯한 충격적 사
건을 경험한 인간이 최소한의 물리적・심리적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며,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세계의 전형적인 상
(像)이기도 하다. 세계와 공명하는 신체를 가진 인간들은 세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심리적 충격을 받기 마련인데, 문제는 인간들이 이러한 
고통을 신체적 차원에서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세계를 ‘웰빙하게’,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때, 사람
들은 일제히 자기 몸속으로 도피하기 시작했다. 세계는 가망이 없었고, 남은 

118) 조하형, 『조립식 보리수나무』,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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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피부-몸과 근육-몸, 골격-몸, 순환-몸, 도관-몸, 신경-몸 레벨에서의 유
토피아에 대한 약속이었다. 119)

  세계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더 이상 통제 못하는 세상, 파국을 경험한 세
상에서 남아 있는 길은 인간 스스로의 몸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다. 인간
은 항우울제 같은 약물을 통해서 스스로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 
사로잡힌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어떠한 영향도 없는 외부세계에서 발생
한 ‘재앙’으로서 ‘파국’을 규정 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를 완전
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유토피아, 즉 도래하지 않는 이상향에 불과하
며, 결국 그러한 시도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동반된다. 스스로의 몸을 철저
히 통제하려 하다가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어 버린, 정서적으
로 마비된 우리 시대의 인간에 대해서 조하형은 “불감증 (환자)”라고 부른
다. 파국을 통해서 부각되는 세상은 이러한 인간과 세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없는 세상인데, 인간은 여전히 세계와 인간을 구분하기 위해 자신의 몸
을 통제하려고 애쓴다. 　
  이렇듯 조하형이 그려내는 인간과 경계가 없어진 세계는, 컴퓨터 시뮬레
이션 상에서는 DNA 정보와 같이 취급되지만, 그것이 물질화될 때는 단순
한 정보 이상의 무언가를 가진 일종의 몸과 같은 것으로서 묘사된다. 그리
고 작가는 이러한 묘사 위에 무감각한 사이보그처럼 사물화되어가는 인간
의 모습을 겹쳐놓는다. 이러한 무미건조하고 디스토피아적 세계는 재난이
라고 하는 파국의 순간에 가시화된다. 또한 현실에 발생하는 산불이나 모
래와 같은 재앙의 이미지에 대해서 정보를 도입한 시뮬레이션으로는 막지 
못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신체만이라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 역시 
실패로 귀결된다. 결국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에 “세상은 그대로의 상태에
서, 조금도 변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변해 있”(p.36)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파국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119) 조하형, 같은 책,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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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 등장하는 이철민, 박인호, 김희영이다. 세 사람 모두 다 산불을 목
격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 또한 동시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증상적 신체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하형에게 재난은 외부적 특이상태가 아
니라 존재 내부의 내재적 조건으로 인식된다.120)” 산불과 모래의 재난은 
세계라는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동시에 인간의 신체에도 공명(共鳴)을 일으
키고 있다는 사실이 세 명의 신체를 통해서 드러난다. 즉 무감각증 환자들
과 다르게 이 세 명에게는 자신의 신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재앙적 사건이 
파국으로 다가오며, 이에 따라 이들은 신체적 통증을 느낀다. 산불과 모래
의 이미지와 세 명의 신체를 통해서 인간과 세계의 경계가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는 것이다. 
  또한 세계 자체가 수학적 정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난 또한 수학
적 정보에 불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가는 산불과 모래로 상징되는 사
건에 대해서 ‘재난’인 동시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재난을 몸처럼 귀하게 여길 것; 사이보그의 형식 - 재난을 몸의 세포와, 조
직과, 기관으로 전화시키면서, 변신하고 확장할 것, 그리고, 하나의 ‘논리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 것; 자기를 바꾸는 것과 세계를 바꾸는 것, 자
기를 긍정하는 것과 세계를 긍정하는 것이 일치하는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 논리-몸이 논리-공간 그 자체가 될 때, 그때, 이해는 아마도 그 지점에
서만 가능할 것이다; 재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라는 것이, 논리-몸의 수
준이 아니라 논리-공간의 수준, 즉 시스템 레벨에서 발생한다는 걸 볼 수 있
어야 했다.121)

  여기서 작가는 재앙을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사고의 전환을 제안한다. 
물론 수학적 정보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재앙 또한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
에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가능하다. 즉, “조하형의 소설이 체현하는 세계

120) 정여울, 「최근 한국소설에 나타난 가상의 재앙 – 편혜영, 윤이형, 조하형을 
중심으로」, p53.

121) 조하형, 같은 책,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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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난을 몸처럼 귀하게 여겨라.”라는 역설이 통하는 특별한 상황을 구
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122)” 필요한 것은 재난에 대해서 “시스템 레
벨”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며, 그것이 바로 시뮬레이션이다. 물론 이때 그것
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닌 ‘메타-재난 시뮬레이션’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소연은 “시뮬레이션에 그치지 않고 시뮬레이션의 시뮬레이션, 
또는 그 이상 층위의 인지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재귀적 지성을 
강조하고 있다123)”고 말한다. 그런데 인간과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에서 이러한 인간의 재귀성 자체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것 또한 세 명의 등장인물들이다.
  박인호, 이철민, 김희영 모두 과거에 트라우마적 사건을 경험한 인물들
이다. 박인호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철민은 아내의 유산 후 그녀를 잃었
으며, 김희영은 왼쪽 유방을 제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 사이의 공
통점은 그들 모두가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 
그리고 산불 재난을 바라볼 때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회귀한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파국 후의 폐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자기 몸에 일어난 
재난이, 사회-몸으로, 세계-몸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기도”(p.65) 하는 김희
영이나 박인호, 이철민은 과거에 이미 내적 ‘파국’을 경험했다. 따라서 산
불이나 모래라는 ‘파국’의 이미지 앞에 직면했을 때, “파국적인 미래를 이
미 살아버린 자에게, 삶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존재할 수 있는가?”(p.171)
라고 이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재난이라는 파국에 대한 처방전으로서 ‘반복된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간
의 재귀성’을 내세울 수는 있다고 해도, 이것은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대답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파
국 후의 폐허에서 다시 파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
인가. 이철민, 박인호, 김희영은 각각 재앙과 마주하는 순간에 그것을 자

122) 이소연, 「한국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의 상상력 – 조하형의 『키메라
의 아침』과 『조립식 보리수나무』를 중심으로」, p.202.

123) 이소연, 같은 글,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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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신체적 공명을 경험하며, 이때 이들은 과거에 경험
한 트라우마의 회귀로 인해 바깥의 재앙을 파국으로 경험한다. 몸이 조금
씩 사이보그(정보)화가 되어가고 세계는 동시에 신체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 외면하고 억압하려 하지만, 세 사람만은 과거의 
트라우마적 사건의 회귀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보자면 앞으로 도래할 재앙은 세 사람에게 똑같이 파국으로 다가
오게 될 것이며, 이것은 절망적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희영이 산불에 구웠다는 고구마를 사주었을 때, 때에 절고 불에 그슬린 듯 
시커먼 아이는, 하얀 이를 그러내며 정말로 기쁘게 웃어주었다: 산불이 지나
갈 때 땅에 묻었다가 꺼낸 거라서 맛이 달라요...... 그 해맑은 웃음이 주변 공
기를 잠시 환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아주 많은 것들을 떠올렸다. 연민이나 동
정을 느낀 것도 아니고, 감상이나 향수에 빠진 것도 아니다. 자신에게 결여된 
것,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이의 웃음 형태로 잠깐, 출현했다가 다시, 황
사와 산불 연기의 대기 속으로 사라져갔다.124) 

  이 인용 부분은 위의 질문에 대한 잠정적 대답을 제공해주는 데에 중요
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아이가 보여준 ‘웃음’은 절망적 상
황에 놓여 있는 김희영에게 일종의 깨달음을 준다. 박인호 또한 재난의 흔
적을 지우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 근육을 키우지만, 얼굴에 남은 재난의 흔
적만은 지우지 못한다. 이 얼굴의 표정이야말로 파국이 침범할 수 없는 영
역 아닐까. 이 얼굴의 표정은, 인간이 사이보그처럼 사물화가 되어가는 과
정에서도 여전히 사물화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며, 파국의 흔적을 이
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이러한 대답은 결코 그 자체로 희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파국의 흔적을 껴안으면서도 파국 후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인 것으로 보인다.

124) 조하형, 같은 책,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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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엄한 폐허가 요청하는 것은, 오직 하나, 절대적인 정직성이다: 온갖 변명과 
말장난을 버리고, 삶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정직성.125)

  조금씩 인간이 사물화되는 과정에서도 세 사람만은 여전히, 파국으로 인
해 발생한세계의 고통을 자신의 신체 일부에서 발생한 고통으로 받아들인
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작가가 제시하는 것은 ‘정직한 삶’이다. 삶이 더 
이상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작가가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태도이다. 기존의 인간적인 삶에서 
죽음을 경험한 뒤, 파국 후의 세계를 살아가는 정직한 태도는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living dead)’ 새로운 공간을 열어준다. 이렇듯, 파국 후의 
세계는 일종의 절망과 허무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망과 허무함을 받아들일 때에만 ‘정직한’ 삶이 가능하다는 역설을 작가
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하형이 그려내는 파국의 상상력은 세계와 인간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
진 하나의 이미지를 파국 자체가 각인시켜주는 것으로 등장한다. 평범한 
이들은 그 사실을 신체적 통제를 통해서 외면하려 하지만, 신체적 통제가 
결국 실패로 귀결되는 유토피아적 이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과거에 배운 
세 명의 인물은 재앙을 ‘파국’으로 감지할 수 있다. 재앙을 ‘파국’으로 감
지하는 것은 결코 희망이나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오히려 절망에 가
까운 무언가를 안겨 준다. 그럼에도 작가는 정보화되어 가는 세계 속에서 
트라우마의 회귀로 인해 파국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의미(정보)’에의 
종속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즉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려내
는 것이다.

125) 조하형, 같은 책,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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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파국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상
상력으로서 동원되는 파국, 즉 파국의 상상력에 대한 틀을 제공하였다. 이
러한 틀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문학과 영화에 등장하는 파국의 상상력
을 비교 연구해보았다. 현실에서 파국의 이미지에 근접한 3.11 동일본대지
진 및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경험한 일본에서 나온 파국의 상상
력은 이 지진을 경험한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본 연구 제3장에서 
선정한 텍스트들도 모두 3.11을 파국의 상상력의 모티프로 설정하고 있다. 
상상력으로서의 파국은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이미 현실에서 파국을 경험하고 파국 후를 살아가고 
있는 일본에서는 파국의 상상력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3.11은 지진과 쓰나미라고 하는 순간적인 파국의 이미지와 더불어 
방사능 오염이라고 하는 영속되는 파국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일본에서 전개되는 파국 후의 세계를 그리는 상상력은 방사능 오염이라는 
문제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파국적 사건에 대한 경험
과 더불어 이러한 방사능 오염이라고 하는 문제를 상상력 차원에서도 무
시할 수 없는 일본적 파국의 상상력은 작중 인물의 신체를 통해서 포착되
고 발휘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탱되어 온 꿈
이 파국으로 인해서  파탄 나고, 이제까지 억압되어 왔던 현실이 드러날 
때, 그 파국의 흔적과 현실의 폭력성은 바로 작중 인물의 신체와 관련하여 
드러난다. 일본의 파국의 상상력은 현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이미 발생한 파국에 대해서 자책하는 존재를 보여주는 서사적 전략을 취
하기도 하고, 이와는 반대로 눈앞의 현실을 견디지 못해서 꿈으로 복귀하
기 위해서 파국의 흔적을 억압하는 서사적 전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파국이 발생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청년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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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함과 그것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양상 또한 살펴보았다. 
  한편 한국은 제2장에서 규정한 파국, 혹은 현실에서 일본과 같은 파국
적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파국의 상
상력이 담겨진 문학이나 영화 작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증상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현실을 파국으로 바라보는 알레고리커로 인해서 파국
의 상상력은 형성된다. 파국의 상상력이 펼쳐진 작품 가운데 하나는 자본
주의라는 꿈에서 출구 없는 반복적 삶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결국 원점으
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 개인의 삶을 보여준다. 출구 없는 반복적 삶에
서 어떤 이는 출구 없는 삶의 괴로움을 견뎌내지 못해 고통을 수반하는 
파국을 욕망하기도 한다. 한편 개인적인 재앙을 파국적 이미지로 승화하려
는 시도로서 파국의 상상력이 전개되기도 한다. 주관적 재앙을 파국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한 개인 앞에서 파국은 극복해야만 하는, 그리고 극복될 
수밖에 없는 파국으로 설정된다. 애초부터 극복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서
의 파국은 진정한 파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파국의 서사는 한계를 
갖기도 한다. 그리고 상상력으로서의 파국은 각성의 알레고리로,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계기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일본과 
같은 파국을 현실에서 경험하지 않은 한국이었기에 가능한 실험일지도 모
른다. 파국 없는 세계에서 파국을 상상하고 새로운 세계상과 인간상을 보
여준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파국적 상상력은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파국으로 리셋이 된 세계가 반드시 희망으로 가득 찬 세계가 
아니라는 것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비교연구를 통해서 도출되는 일본과 한국의 ‘파국의 상상력’의 차이
점은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이후 현실에서 파국적 사건을 경험한 일본에
서는 ‘파국의 상상력’의 대부분은 파국 이후의 세계를 그려내는 것에 집중
된다. 반면에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서는 현실에서 파국적 사건을 경
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파국의 상상력’은 파국 이후를 상상하
는 것보다 파국 자체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 까닭은 성장을 희망할 수 없
는 세계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리셋하고 싶다는 강력한 욕망이 앞서기 때



- 101 -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사건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일본의 ‘파국의 상상력’에서 현실의 
주체가 겪은 사건과 무관한 파국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그러한 파국이 
현실에서 발생한 파국적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주체의 시선
으로 포착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계를 리셋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이루어
지는 한국적 ‘파국의 상상력’에서 파국적 사건은 현실적인 주체의 경험과
는 유리된 형태의 ‘재해’의 이미지로 설정되며, 그러한 상상력 속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건과 주체(등장인물)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즉, 주체로 인해서 단순한 ‘재해’가 ‘파국’으로 포착되는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일본에서 등장하는 파국의 상상력은 묵시록적 
파국을, 한국에서 등장하는 파국의 상상력은 종말론적 파국에 가까운 것을 
그린다고 할 수 있겠다. 전자에서는 파국을 통해서 파국 후의 세계에서 무
엇인가를 ‘드러내는’ 묵시의 의미가 강조된다. 한편 후자에서는 리셋에 대
한 욕망으로 촉발된 종말로서의 파국이 상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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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tastrophic Imagination' after 

2000s : A Comparative Study of 

Japan and Korea

KOMATSUDA YOSHIHIRO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mparative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he 'Catastrophic Imagination' that

emerged in Korea and Japan from the 2000s, through a narrative

analysis of literature and film. Considering the full-fledged

emergence of 'Catastrophic Imagination' in Korea and Japan from

the 2000s, it seems plausible to closely study the rise of the

'Catastrophic Imagination' in a global context. However one major

difference should be noted. With the catastrophic events such as

the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the contents of Japanese 'Catastrophic

Imagination' are distinct from those of Korea not witnessing any

catastrophic events in the 2000s. This study endeavors to

compare between the developments of the 'Catastro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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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ation' unfolding in the two countries and consider the

literary meaning presented by 'catastrophe' as an imagination.

The body mainly consists of three chapters. First of all,

Chapter 2 establishes a conceptual distinction of 'catastrophe'

from 'Catastrophic Imagination'.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catastrophe' was established by comparing 'catastrophe' with

similar concepts such as 'disaster' or 'danger' and by presenting

clear differences between them. In addition, through Benjamin's

On the Concept of History and the concept of Allegory,

'Catastrophic Imagination' is defined as an allegory of a force

that evokes awakening from a dream. Once catastrophe as an

imagination is defined as an allegory of awakening, the existence

of an allegoriker who perceives events as a catastrophe becomes

important. At this point, the analysis of the allegoriker, that is,

individual text analysis of it is required essentially.

In Chapter 3, the 'Catastrophic Imagination' that emerged in

Japan from the 2000s will be presented. The objects to be

analyzed are three texts; Yoko Tawada's "The Emissary", Manichi

Yoshimura's "Bollard Disease", Minoru Furuya's original manga

"Himizu", and Shion Sono's film adaptation of "Himizu". Through

a narrative analysis of these works, it will become clarified that

Japan's 'Catastrophic Imagination' is linked to the actual

experience of the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hat

such 'Catastrophic Imagination' is materialized in relation to the

bodies of the characters in the works. This study further claims

that Japan's 'Catastrophic Imagination' was ultimately focused on

portraying the world and mankind post-catastrophe, thus strongly

bear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implied catastro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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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chapter explores the 'Catastrophic Imagination' in

Korean novels by analyzing Sagwa Kim's "Store" and "The Poetry

of Terror", Ae-ran Kim's "Goliath in the Water" and Ha-hyung

Jo's "Self-assembly Bodhi Tree". By analyzing the individual

works, how the catastrophe as an imagination unfolds will be

revealed in Korea, which unlike Japan, has not experienced any

catastrophic event in reality. It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drawn from the three chapters that Korea's 'Catastrophic

Imagination' is driven by a desire for the ultimate end (reset)

itself.

keywords : Catastrophic Imagination, Pa-sang-ryok, Allegory, 
Disaster narrative, Yoko Tawada, Sagwa Kim
Student Number : 2018-2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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