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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문학사에서 김향숙 작가에 대한 논의가 전적으로

80년대에 집중되어 있고 작품 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작가론이 공

백으로 비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여성 문학사 속에서 김향숙의

위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충실한 작가론을 시도하였으며 작

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작품을 통하여 어떠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나아가 작품과 시대적 상황을 연결하는 사회학적 상상

력을 동원하여 당시 사회의 어떠한 문제를 소설화하고 중요시하였는지도

짚어보았다.

김향숙 소설에서 상당수가 여성 화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여성 인물에 의하여 주제의식이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여대

생, 중산층 여성, 청소녀 등 세 인물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물 유형은 당시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가 교차하는 복잡하고 특

별한 위치를 점하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더불어 ‘구경

꾼’과 ‘위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발견하였으며, 인물 분석을 통하여

구경꾼의 삶의 양식과 위반의 상상력을 읽어내는 독법을 제안하고자 하

였다.

1장 1절에서는 등단작 「기구야 어디로 가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

서 여대생 신분의 인물이 주인공 되기와 자유 찾기를 실천해나가는 과정

을 천천히 따라가 보았다. 김향숙은 이화여대 출신으로 여성학의 세례를

받은 여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대생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당시

여대생은 사회적으로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화려한 특권층으로 인식되거

나 의식이 낙후한 문제 많은 집단으로 여겨졌는데 김향숙 작가의 여대생

은 이처럼 부정적인 표상과는 거리가 멀며 여성의 자아실현에 대한 끈질

긴 추구를 지닌 인물상이었다. 그들은 구경꾼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중심

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기존 질서에 위반을 감

행하기도 한다.

1장 2절에서는 김향숙의 입지를 다져준 1980년대 소설을 배치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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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 살아가는 문제를 다루었다. 김향숙은 노년층, 중산층 주부, 대

학생과 같은 사회의 중심보다는 주변에 가까운 인물들이 사회적 소외와

자기 소외를 극복하고 생생한 삶을 영위해나가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포착하였다. 일상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하는 ‘나이’에 의한 사회적 소외

에서 늙어감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이며 시간과 공간이 좁혀져

가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밝혔다. 그리고 자기 본연의 모습을 어기면서

주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중산층 주부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정

체성 위기를 넘어서서 자신을 고립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

아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위에 도전하는 데모하는 대학생 중에서도 사

회적 실천의 주체로 재정립하지 못한 인물들을 형상화하여 경계선에 있

는 존재들의 반란을 그려냈다.

2장 1절에서는 김향숙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여

성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위주로 여성의 주체상이 새롭게 등장한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가정과 사회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힘들게 해나가는 문

제를 다루었다. 김향숙은 1990년대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은 사실

이지만 성차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보다 은밀한 방식으로 유지

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문제화하였다. 가정과 사회를 이분법으로 구분하

는 방식을 넘어서 여성의 일로 여겨지던 역할을 사회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경험을 고정적으로 사유하는 문제적인 방식에 거부를 표출하였

다. 다른 측면에서 김향숙은 등단작부터 지니고 있던 페미니즘적 의식이

80년대를 타협적으로 경과하여 90년대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2장 2절에서는 2000년대에 집중되어 발표한 청소년소설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청소년 문제를 살펴보았다. 현재에 와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김향숙이 선취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고 새롭게 의미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청소년 서사에

서는 또래문화, 십대의 사랑과 섹슈얼리티, 주거 문제, 청소년 노동권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김향숙은 그들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청

소년 삶의 현실에 가장 근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떠한 대안적

힘을 만들어내는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이 욕망의 주체로 서기

위한 기운찬 활동을 포착하고 사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문제를 드러

내고 인간답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추구가 깃들어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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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였다.

본 연구는 김향숙의 전반 소설 작품을 두루 살펴보면서 기존의 한정적

인 시각을 넓히고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초기와 후기 작품들에 대한 재

평가를 시도하였다. 김향숙의 소설 세계에서 금기의 위반을 시도하는 인

물들이 일관되게 등장하고 있으며 그들은 경계에 위치하며 기존 질서에

수정을 가하는 긍정적인 역할의 존재임을 규명하였다. 주변인으로 살아

가는 관조/관찰에 능한 구경꾼이며 중심의 문제를 상대화할 수 있는 성

찰적 접근이 가능한 위치를 점하기도 한다. 그리고 김향숙의 여성 문제

에 대한 초기 관심사는 작품 세계의 뿌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시대와 호

흡하면서 변화하였다. 특별히 주목되는 청소년소설에서는 청소년 문제와

여성 문제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파헤치고 사회문제에 민감한

리얼리스트 작가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나아가 본 논의에서

는 김향숙이 지닌 페미니즘적 의식이라는 또 다른 본령을 확인하고 현재

적 의미를 가늠해보는 탐색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어 : 김향숙, 금기의 위반, 구경꾼, 여성문학, 청소년소설, 리얼리

스트

학 번 : 2019-2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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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본 연구는 여성 문학사 속에서 김향숙의 위치를 찾아보는 작가론을 시

도하고자 한다. 김향숙1)은 중편 소설 「겨울의 빛」(1984)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2) 당시 『겨울의 빛』의 해설을 쓴 염무웅은3) 1977

년 월간지 여성동아에 장편소설 「기구야, 어디로 가니」가 당선되어 등

단한 이후 『사랑연습』(금화출판사, 1981), 『유라의 초록수첩』(여학생

사,1982) 등 장편을 발표하였으나 ‘화학과 전공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금

시초문의 작가’라고 말하면서 서두를 열었다. 김향숙의 작품은 1980년대

와 1990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어림잡아 1990년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

기로 나눌 수 있겠다. 「겨울의 빛」(『여성문학』, 1984.1)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의 작품들은 당대 평론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조명받았으나

1990년대 이후, 청소년소설의 비중이 커지면서 주류 담론에서 다시 멀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주류 담론에서 이루어진 선택과

배제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김향숙의 작품세계가 전적으로 1980년대에

1) 김향숙은 1951년 7월 15일에 부산광역시에서 아버지 김진석과 어머니 박기년의
세 딸 중 큰딸로 출생하였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던 관계로 다섯 군데의 초등학
교를 옮겨 다녔다고 한다. 부산여중, 부산여고를 졸업하여 1973 이화여대 문리대
화학과를 졸업하였다. 1974년 서울대 의대 본과 3학년생이던 김진규와 결혼하고
이 해부터 습작을 시작하였다. 1976년 첫 아이(아들 준형)가 태어났고 1980년 둘
째 아이(딸 정은)가 태어났다. 198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병원에 유학 중이
던 남편과 유럽여행을 다녀오게 된다. 1986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남편이 영
국 캐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게 되어 케임브리지에서 1년 체류하면
서 유럽과 스페인을 여행한다. 1989년 「종이로 만든 집」으로 제2회 연암문학상,
1990년 「안개의 덫」으로 제21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소설문
학대계』81(동아출판사, 1995.7)의 작가 연보를 기반으로 보충한 것이다.)
1977년 등단작 「기구야 어디로 가니」에 대한 당시의 기사에서 “26세의 젊은
가정주부”로 1975년과 1976년대에도 「미망의 작」, 「순례자의 오후」 등으로
응모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 “집요한 문학 지망생”으로 김향숙을 소개하였다.
(「감각적 문장의 수작 – ‘여성동아’ 소설 당선작 ‘기구야 어디로 가니’」, 『동
아일보』, 1977.10.4.)

2) 장석주, 「김향숙, 심리주의 기법으로 드러낸 ‘사회’와 ‘시대’」, 『20세기 한국문
학의 탐험』, 시공사, 2013, 564면.

3) 염무웅, 「분단현실의 소설적 탐구」, 『겨울의 빛』, 창작사, 1986.8, 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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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 있는 양 말한다는 것은 ‘반쪽의 진실’일 수밖에 없다.4) 그 이면에

남겨진 부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치열한 작가의식의 표출일 수 있다.

김향숙 소설에 대한 당대 평론에서 백낙청은 “총체적 현실 규명의 한

방편으로 특정 인물의 내면세계를 깊숙이 파고드는”5) ‘일종’의 리얼리즘

이라고 평가하였다. 김향숙은 ‘분단문제6), 전교조, 노조, 성고문사건, 권

력의 횡포와 같은’7) 사회적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서 긍정적이었으나 ‘심리적 정황에 대한 묘사의 병렬만으로 이루어질 뿐,

진정한 서사를 통한 발전을 이루지 않는 점’8), 과도한 심리주의로 ‘리얼

리즘 수법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였다.’9) 등 심리주의적 창작방법을

한계로 지적받기도 하였다.10) 주지하듯이 1980년대 문학 장에서 민족·민

중 문학이 지배적인 분위기였으므로 ‘리얼리즘’은 작품의 가치평가에 있

어서 중요한 준거틀로 작동하였다. 다시 말해, 굵직한 사회현실의 문제와

개인의 일상적 삶이 교차되는 지점을 잘 그려낸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고

전자의 ‘굵직한 사회현실’을 소설화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

다.

한편, 이러한 관점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최인자11)는 김향숙에 대한

기왕의 평가(역사적 운명/심리묘사)를 잎과 열매로, 여성에 대한 천착을

‘뿌리’에 비유하면서 초기작부터 여성의식이 표출되었음을 강조하였다.

4) 이 지점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최인자는 김향숙이 1990년대에도 활
발한 활동을 전개해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향숙의 작품세계가 전적으로 1980년
대에 속한 것인 양 말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인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최인자,
「불과 얼음의 시대」, 『한국소설문학대계』81 해설, 동아출판사, 1995.7)

5) 백낙청, 「오늘의 민족문학과 민족운동」, 『민족문학의 새단계』, 창작과 비평사,
1990.

6) 대표적으로 「부르는 소리」, 「그물 사이로」 등 작품이 있다.
7) 송명희 「한국 여성작가와 여성해방」, 『문학과 성의 이데올로기』, 새미,
1994.9.1, 233면.

8) 신승엽, 「시적 민중성의 높이와 산문적 현실분석의 깊이」, 『창작과비평』22(4),
창비, 1994.12, 237-254면.

9) 구중서, 「불행과 패기의 역사」, 『창작과 비평』17(1), 1989.3, 384면.
10) 염무웅, 「분단 현실의 소설적 탐구」, 『겨울의 빛』해설, 창작사, 1986.8.;
김태현, 「절망과 희망」, 『창비1987』, 창작사, 1987.7.

11) 최인자, 「불과 얼음의 시대」, 『한국소설문학대계』81 해설, 동아출판사,
1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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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당시의 급박한 사회문제에 가려져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로 취급

되었던 사실의 부당함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70, 80년대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전개와 분화과정은 전반적으로 ‘몰성적

(sex-blind)’, 젠더 중립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12) 이처럼 여성주의 관

점에서 적극적으로 독해하려는 시도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이루

어졌는데 여성문학(장)이 활성화된 시기와 맞물려 있다. 1980년대 후반

에 이르러 『여성』, 『또 하나의 문화』, 『여성운동과 문학』과 같은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무크지가 창간되면서 여성문학장이 이

루어졌다. 여성운동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

는 여타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들’과 연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

적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전자를 대표하는 ‘한국여성연

합’에서는 ‘노동자·농민여성’을 주체로, 후자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

에서는 ‘중산층 지식인 여성’이 운동의 주체가 된다. 그 후 한국여성의

현실을 읽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닌 ‘진보적’ 여성운동권이 오히려 교

조적인 해석으로 치우친 반면에 서구 부르주아 여성론을 답습하고 있다

는 비판을 받은 ‘또 하나의 문화’가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다루면서 90년

대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13) 손유경은 1980년대 한

국문학(장)에서 ‘또문’의 ‘인식론적 주변성’을 적극적으로 읽어낸 바 있다.

‘또문’ 동인들은 ‘가정과 학교’를 일터와 다름없는 ‘현장’으로 범주화하면

서 현장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중심/주변의

이분법으로 중심을 욕망하기보다 주변의 위치성이 가져다주는 성찰적 시

선을 확보하여 중심의 모순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폭로하는 것

이다.14) 이러한 ‘또문’의 활약과 논의의 흐름은 김향숙 작품에서 나타나

는 문제의식과 서로 연결되며 공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김향숙은 시대

와 함께 호흡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특히 여성운동과 문제의식을 나눠

12) 김양선, 「동일성과 차이의 젠더 정치학 –1970,80년대 진보적 민족문학론과 여
성해방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6(1), 한국근대문학회, 2005.4.

13)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80-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
국여성학』12(1), 한국여성학회, 1996.10.

14) 손유경, 「1980년대 학술운동과 문학운동의 교착(交錯/膠着)-박현채와 조한혜정
을 중심으로」, 『상허학보』45, 상허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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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려고 했던 작가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가령 ‘또문’에서 중

요하게 다룬 청소년 문제와 여성 문제는 김향숙을 읽어냄에 있어서 중요

한 키워드로 작동한다.

80년대 여성문학(장)의 움직임은 60년대에 태동하여 70년대에 본격적

으로 발현된 여성운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UN의 ‘여성의

해’(1974년)의 지정에 자극을 받아 1975년 크리스챤 아카데미에서 여성

교육운동, 가족법 개정, 미인대회 폐지 등 여성운동 성격의 활동을 전개

하기 시작하였고 1983년 크리스챤 아카데미에서 수료한 여성 운동가들에

의해 한국 최초로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인 ‘여성의 전화’가 창

립되면서 활발한 사회운동을 펼쳤다. 그 후, 1987년을 기점으로 전국적으

로 여성단체들이 창립되고 21개 여성단체가 연합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족하게 된다.15)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성주의 관점에 입각한 기존 평가는 김향숙을

‘중산층 여성의 삶에 대한 형상화를 통해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

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꾸준히 천착해왔다’16)는 ‘중산층 여성’의

문제에 천착한 작가로 진단하며 주로 박완서, 오정희와 함께 묶어서 읽

히기도 하였다.17) 1980년대 대표작 『수레바퀴 속에서』, 『종이로 만든

집』 등 작품에서는 ‘중산층 윤리감각의 마비현상’18)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었다면 그 후 발표된 『문 없는 나라』19)에서는 빈민촌 출신 남성 노

15)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80-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
국여성학』12(1), 한국여성학회, 1996.10.

16) 김양선, 오세은, 「안주와 탈출의 이중심리-박완서 김향숙의 중산층 여성문제
소설을 중심으로」, 『오늘의 문예비평』, 1991. 가을. 52면.

17) 김태현, 「절망과 희망」, 『창비1987』, 창작사, 1987.7.;
고미석, 「중산층 여성모델 소설 많다 –박완서, 오정희, 김향숙」, 『동아일
보』, 1986.11.13.

18) 이상금, 「김향숙 論: 문학, 삶의 이해를 위한 기관」, 『오늘의 문예비평』,
1991.12. 101면.;
김윤식, 「덫에 걸린 사람들의 표정읽기 – 90년도 상반기 소설 비평」, 373면.;
김윤식, 「안개 … 노라가 당면한 아득함」, 『제21회 東仁文學賞 작품집』 심사
평, 조선일보사, 1990.;
김병익, 「해설:중산층적 삶의 반성과 자기 실현의 페미니즘」, 『그림자 도시』,
문학과지성사, 1992.9.25.

19)『문 없는 나라』를 분석한 연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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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와 중산층 여성의 결혼에서 나타난 계층갈등을 다루며 태어나지 않

은 아이가 상징하는 화해의 전망을 보여주었다. 전환기 시기에서 중간계

층의 의식 형태와 사회적 역할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

다. 경쟁적 이기심으로 가득한 욕망의 존재들로, 혹은 변혁의 주체가 되

는 가능성을 지닌 집단으로, 혹은 무력한 방관자로 볼 수도 있다.20) 여기

서 김향숙은 ‘중간계급이 기층민중과의 심리적 연대감의 회복’21)을 통한

중간계급이 변혁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독법은

여러 연구에서 일치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김향숙 소설에 나타난 ‘중산

층 가정의 데모하는 딸’의 형상과 ‘모녀관계’에 주목하면서 새롭게 접근

한 바 있다. “중산층 가정의 데모하는 딸”의 형상은 김향숙뿐 아니라

1980년대 베스트셀러였던 강석경의 「숲속의 방」(1985)이나 1988년에

등단한 공지영의 베스트셀러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에 이르

기까지 널리 산포되어 있는 인물형이었다.22) 손유경23)은 김향숙의 ‘살아

남은 딸’을 통하여 여타 후일담 소설의 문법과는 다른 변별점을 짚어내

김미현, 「문(門)의 공간학, 관계의 지형학:김향숙의 『문없는 나라』論」, 『이화
어문논집』13, 1994.12. 481-511면.;
김지현, 「한국 현대 여성문학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1991. 부산.;
서민자, 「1980년대 한국 여성소설의 자기 정체성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
원: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93.;
이숙자, 「김향숙 소설 『문 없는 나라』의 인물 정체성 연구」, 순천대학교 국
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12. 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석사학위논문들도 『문 없는 나라』 작품 하나만 다루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긴다.

20) 고미석, 「작가와의 대화: ‘수레바퀴 속에서’ 펴낸 김향숙」, 『동아일보』,
1989.1.7.

21) 윤지관 외, 「좌담:80년대 민족·민중문학과 소설」, 『올해의 소설 1990』, 실천
문학사, 1989.

22) 이혜령, 「빛나는 성좌 –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상허학보』47, 상
허학회, 2016.6.

23) “사회 격변기를 ‘살아남은 딸’들은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도 않지만 자기 한 목숨 지키는 것만을 최고로 여기는 비루한 존재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후일담소설의 문법과 구별된다”고 평가하면서 “폭력과 대항 폭력이 닮을
수 밖에 없었던 1980년대 현실의 한 부면을 담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손유경,
「사후의 리얼리즘-김향숙 소설의 ‘살아남은 딸’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연
구』54,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4.30.)



- 6 -

면서 다분히 문제적인 ‘치밀한 심리묘사’의 방법은 내면의 슬픔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현실의 가공할만한 위력으로 자기만의 고유한 내면이 허락되

지 않았던 1980년대의 현실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어서 오

자은24)은 운동권 여대생인 딸과 어머니의 모녀관계에 집중적으로 분석

하면서 중산층 가정이 정치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비슷

한 맥락에서 허민25)은 세대문제에 초점을 맞춰 항쟁 이후의 일상회복과

변혁 주체로 여겨지지 않았던 자들이 또 다른 정치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살폈다. 위와 같은 논의들은 기존의 한정적인 시야를 확장시켰다는 점에

서 유의미하다. 이 연장선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초기

와 후기의 작품까지 아울러 재평가하고자 한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김향숙의 초기 관심사가 80년대를 타협적으로 경

과하여 후기 작품까지 지속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상이 시대적

상황과 호흡하면서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는 김향숙의 등

단작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까지 전반 작품을 두루 살펴보면서 김향숙의

작품세계를 총체적인 시각으로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작가의

식이 시대와 함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피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김향숙에 대한 그동안의 고정된 시기, 고정된 평가를 상대화하고 다른

방식으로 보는 시선 교체를 통하여 새롭게 독해하고자 한다.

24)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데모하는 딸들 – 1980년대 김향숙 소설에 나타난 모
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45, 한국현대문학회, 2015.4

25) 허민, 「변혁의 주변에서:6월 항쟁 이후 정치적 주체의 다기한 형성과 세대인식
의 교차」, 『민족문화연구』8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5.31. 285-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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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시각

김향숙은 주로 백낙청 비평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조명받았다. 백낙청

은 김향숙의 처음 단편집 두 권(『겨울의 빛』, 『수레바퀴 속에서』)에

서 ‘분단문제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더불어 작중인물의 심리에 대한 탁

월한 묘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상의 실험을 잘 결합시킨 점을 높이 평

가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문 없는 나라』에서는 ‘적어도 소재상으

로는 계급모순 문제가 표면에 나와 있’으나 노동운동가 장준구 인물에

대한 형상화에서 실감이 나지 않고 분단문제는 정원이가 동베를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으로만 나와 있을 뿐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짚었다.26) 『수레바퀴 속에서』는 중산층의 생활을 그리면서도

‘민중 운동권’의 시각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과 “여성 특유의 문제의식이

전체 운동의 문제제기와 따로 놀지 않도록 작품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27) 이러한 평가는 김향숙의 리얼리스트 작가로

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작가적 성향은 후기 작품들

에서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소설이라는 소재가 주류 리얼리즘

비평가의 관점에 의하면 본격 장편소설의 기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김

향숙에 대한 기존 논의가 전적으로 80년대에 집중되어 있지만, 작가론을

시도하려는 목적에서는 전 면모를 살펴보는 귀납적인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사의 흐름 속에서 아직 김향숙의 작품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공백으로 비어 있으며 본 연구는 처음 시도되

는 김향숙 작가론이 될 것이다.

작가론의 사전적 의미는 ‘작가의 예술 활동이나 사상을 연구하고 비평

하는 일’로서 문학연구에서 오래된 기본적인 연구방식 중 하나다. 일반적

으로 작가론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작품

을 통하여 어떠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기도 하다.

나아가 작품과 시대적 상황을 연결시키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26) 백낙청, 김명환, 김재용 외, 「제2주제: 90년대 민족문학의 과제」, 『창작과비
평』19(1), 창비, 1991.2. 125면.

27) 백낙청, 「통일운동과 문학」, 『창작과 비평』 17(1), 창비, 1989.3.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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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회의 어떠한 문제를 소설화하고 중요시하였는지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비평이란 본질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전기적 과정인 것이다.28)

그러나 김향숙 작가는 창작활동 기간에 언론이나 문화 활동을 활발히 하

지 않아서 인터뷰, 에세이 등 작품 외 참고할 자료가 풍부하지 않으며

작가의 개인적인 삶 또한 간략히 알려진 정도다. 그럼에도 김향숙과 관

련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보았으며 한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최대한 작

가의 삶과 작품, 사회를 연결하여 재구성하고자 한다.

김향숙은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소설적 형

상화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근원적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창작활동

을 이어간 기간 동안 김향숙은 뚜렷한 리얼리스트의 정신을 소유한 작가

로 당시 사람들에 의해 자주 거론되었던 사회적 문제를 창작의 거점으로

삼았다. 김향숙의 작품에서 강조되는 일상성29)도 리얼리즘적 창작방법이

라는 작가의 소설적 성향을 보아낼 수 있다. ‘개인적인 체험이 아닌 조사

와 취재로’30) 소설화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사회적 소명의식을 엿볼 수

있으며 어떠한 사회적 사안을 중요한 시대적 문제로 꿰뚫고 있는지도 설

명해준다. 작가가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당사자의 입장을 최대치로 소설

에 반영하고자 했던 작가정신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재현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양된 사회의식이 돋보이는 작가적 특성은

사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과 함께 나란히 본다면 김향숙의 가장 독특한 점으로 청소년소설

을 먼저 언급할 수 있겠다. 청소년 문제가 지금에 와서 더욱 활발히 논

의되고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진 최근의 경향은 역설적으로 김향숙의 작

가로서의 ‘민감함’을 증명한다. 김향숙은 일찍이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청소년 사회문제를 누구보다 먼저 선취했으며 2000년대를 뚜렷한 리얼리

28) 레온 에델 지음, 김윤식 옮김, 『작가론의 방법 : 문학전기란 무엇인가』, 삼영
사, 1983, 11면.

29) “리얼리티의 표현방법이란 관점에서 서구소설의 발전과정을 더듬어 본 아우어바
흐는 소설의 대상으로 일상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조남현, 『소
설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56면)

30) 황광수는 『종이로 만든 집』만 언급하였으나 『서서 잠드는 아이들』의 후기에
서도 비슷한 취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황광수, 「90년대의 징후와 두 소설
집」, 『창작과비평』18(3), 1990.9. 4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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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 살아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김향숙 소설에서 상당수가 여성 화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

며, 여성 문제를 다루는 소설이 아니더라도 여성 인물에 의해 주제의식

이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따라서 김향숙

의 여성 인물에 착안하여 작품을 관통하는 작가의식을 포착해내는 일은

빼놓을 수 없는 일환이 될 것이다. 김향숙 소설의 여성 화자를 세분화하

면 여대생, 중산층 여성, 청소녀 등 세 가지 인물 유형이 빈번히 등장한

다.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대체로 70·80년대에는 여대생, 80·90년대에

는 중산층 여성, 90·00년대에는 청소녀 등 순차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여

기서 ‘데모하는 여대생 딸과 중산층 어머니’에 대한 문제의식은 누차 지

적되면서 일정한 성과를 쌓은 상황이지만 여대생 문제와 청소녀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여대생’, ‘중산층 주부’, ‘청소녀’ 등 여성 인물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후술하겠지만, 예컨대 70,

80년대의 여대생은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사회적으로 유통되었으며 부

정적인 색채가 짙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80, 90년대의 중산층 주부는

‘중산층’의 표상으로 소비주의와 결부되기도 하고 허위의식을 대표하는

문제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2000년대의 청소녀는 청소년과 여성이

라는 이중의 소외를 경험하는 존재로 청소년 문제와 여성 문제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 시대를 읽어내는 일이 될 것이며 사회에 유표되어 고정된 이미

지를 재생산하는 문제적인 위치를 점하기에 그 속의 복잡한 결을 더욱

찬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인물에 대한 오래된 견해 중 주인공은 ‘작가의 자화상’이라거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작가의 현실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모델

을 찾은 것으로 보는 발견설 혹은 모델이론이 있다. 대표적으로 인물론

의 고전에 가까운 E·M 포스터의 『소설의 양상』에서는 작가가 ‘자기자

신을 대충 묘사하는 수많은 語群’31)으로 인물(PEOPLE)을 만들어낸다고

31) Forster, E.M. 지음, 정병조 옮김,『小說의 樣相』, 新養社, 1958,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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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다시 말해 작중인물을 ‘작가의 자화상을 변형 내지 객관화한

끝에 얻어진 실체’라는 관점을 펼쳐냈다.32) 한편, 이러한 견해와 반대로

작중인물을 온전히 작가가 의도하여 창조된 인물로 독립시켜 보려는 견

해도 있다. 그러나 작가가 직접 겪고 느껴보지 못했던 세계와 감정을 소

설화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과 독자의 공감과 울림을 자극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 김향숙이 창조한 ‘여대생’,

‘중산층 여성’, ‘청소녀’ 화자들은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쩌면 ‘작가의 자화상들’이자 일관된 문제의식을 세 화자에서 나

눠준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작가 자신의 위치(중산층, 대졸, 여

성, 가정주부 등)에서 벗어나는 ‘타자’를 형상화할 경우, 충분한 조사와

취재 등 방식으로 보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물의 특성은 반복, 유사성, 대조, 함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된

다.33) 예시로 「저 석양 속으로」의 퇴직한 아버지는 방안에 진열된 공

로패를 광채가 날 정도로 ‘반복’하여 닦는데, 이러한 행위는 인물의 ‘과거

에 대한 집착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바다여 바다여」에서 상급 부인의

집을 방문한 사건과 하급 부인이 집에 찾아온 사건의 유사성은 허위적인

삶과 본성적인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중산층 가정주부’의 전형적인 성격

을 잘 드러내고 있다. 대조의 경우, 「종이로 만든 집」에서 등장하는

‘데모하는 여대생 딸’을 살펴볼 수 있다. ‘중산층 가정주부’인 엄마에게

비난을 가하며 ‘괴물’처럼 변하지만, 집에 찾아와 엄마한테만 자신의 진

실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대조를 이룬다. 즉 딸이 엄마에 대하여 배

척과 의존이라는 양가감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더불어 김향숙의 소설에서 ‘구경꾼’과 ‘위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발견하였으며, 인물 분석을 통하여 구경꾼의 삶의 양식과 ‘위반’의 상상

력을 읽어내는 독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작가가 그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포착하고 치열한 고민을 통하여 소설화하는 과정에서 관찰에 능

한 ‘구경꾼’ 인물은 중요한 문학적 전략으로 심리주의적 창작방법은 이를

32)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4, 133면.
33) 이호, 「인물 및 인물 형상화에 대한 이론적 개관」, 『현대소설 인물의 시학』,
태학사, 20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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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소설텍스트 내에

서 세 가지 유형의 화자를 통하여 구체화 된다. 여성 화자는 주로 관찰

자의 역할을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김향숙의 소설에서 이러한 ‘타

자’의 시선은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인칭 서술 시

점, 일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하기도 한다.

일인칭 서술 시점은 ‘화자=나=주인공’의 관계가 성립되며 주인공이 서술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이다. 일인칭 관찰자 시

점은 서술자는 부인물로서 관찰자에 불과하며 성격의 초점은 따로 있는

것이다.34)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경우, 대표적으로 「겨울의 빛」의 서술

자 혜자를 살펴볼 수 있다. 일인칭 서술 시점을 사용하고 있어서 주관

적·심리적 효과가 뛰어나며 인물의 내면세계를 가감없이 표출시킬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실 이 소설의 주제는 한 여성이 사랑을 위하

여 상대의 집에서 머물며 지내는 멜로적 서사보다는 탄광촌 생활의 체험

으로 독자를 초대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 간난신고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자 하는 의도가 더 선명하다. 관찰자이되 부차적인 인물에 불과한 존재

가 아니라 체험과 관찰의 주체이며 동시에 독자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

여 ‘나’와 함께 보고 느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찰자’ 유형의 시선을

통하여 탄광촌 문제를 관조하고자 했으며 김향숙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용어로 바꾸면 ‘구경꾼’인 것이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35)에서 근대적 ‘감옥의 탄생과 권력’의 관계를

해부하면서 ‘관찰’을 규율적 권력을 동원하는 주요 기법36)의 하나로 꼽고

있다. ‘savoir-avoir-pouvoir’ 즉 ‘보다-소유하다-권력’이라는 푸코의 패러

다임은 시선과 권력을 연결시켰다면,37) 바네사 슈와르츠는 『구경꾼의

34) 김은철·김종호, 『문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9, 262면.
35) 미셸 푸코 지음,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 2020.
36) “관찰, 규범적 판단, 검사” 등 세 가지 주요 기법이 있다. 푸코는 일상적인 규범
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통제하여 주류적 가치관과 생활형태에 맞추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단 규범적인 판단에 어긋나면 ‘비정상적’으로 낙인이 찍히며 ‘정
상화’의 대상이 된다. 감옥 외 학교, 군대, 병원, 수도원 등에서도 이러한 규율적
권력이 작동된다. 김향숙의 청소년소설에서 등장하는 학교도 이러한 틀에서 분석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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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38)에서 구경의 대상이 아닌 구경의 주체로 등장한 대중들의 새로

운 문화를 분석하고 있다. 기 드보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관음증

적인 현상을 다루면서 제공되는 이미지에 매혹되는 수동적인 관조를 이

루는 시각문화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경꾼은

일반적으로 ‘주체’와 대조되는 개념, 즉 구경꾼으로 산다는 것은 주도적

인 삶을 포기하는 뉘앙스가 농후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구경꾼은

대상이 아닌 주체이며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인물을 지칭하고 있다.

‘응시’라는 시각성이 강한 인물 유형으로서 중심보다는 주변적 인물이며

본질을 들춰내는 날카로운 시선을 소유한 분석형 혹은 사색형 인물이기

도 하다.

한나 아렌트는 ‘활동적인 삶’과 ‘관조적인 삶’에 대하여 주목한 바 있

다. 아렌트의 관찰자는 피타고라스의 ‘축제의 구경꾼’39)이나 플라톤의 ‘동

굴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수인(囚人) 관찰자40)와도 구별된다. 그리스철학

37) 그리스신화의 고르곤의 시선,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시선의 마주침부터 시
작해 ‘타자의 시선은 지옥’이라는 사르트르의 현대철학적 명제와 라캉의 응시라는
정신분석 개념에 이르는 여러 사유는 ‘시선’이 ‘소유’와 ‘권력’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많은 사례다. (한스 블루엔베르크 지음, 조형준 옮김, 『난판
선과 구경꾼』, 새물결, 2021. 25면)

38) ‘도시생활의 구경거리화’와 ‘대중문화 출현’을 관련시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시체를 전시하는 파리의 모르그, 밀랍 박물관, 그레뱅 박물관, 파노라마/디오라마
의 열풍, 영화 등 전시를 소비하는 대중문화가 있다. (바네사 슈와르츠 지음, 노
명우·박성일 옮김, 『구경꾼의 탄생 : 세기말 파리, 시각문화의 폭발』, 마티,
2006.)

39) “삶은 마치 축제와 같다. 일부는 경쟁하기 위해 축제에 참가하고, 일부는 열심히
장사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구경꾼으로서 참가하는 것과 같이, 노예근성을 가
진 사람들은 삶 속에서 명성이나 이익을 쫓지만, 철학자는 진리를 추구한다.”(한
나 아렌트 지음, 홍원표 옮김, 『정신의 삶 : 사유와 의지』, 푸른숲, 2019, 161
면.) 피타고라스는 경기에 참여하는 행위자, 구경하는 구경꾼, 구경꾼에서 장사하
는 상인 등 세 가지 인간 유형으로 나누고 행위자는 영광을 얻기 위해 경쟁에 참
여하는 정치가, 상인은 이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람, 구경꾼은 세상을 관조하
고 사유하는 철학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철학자의 삶이 가장 뛰어나다
고 해석한다.

40) 플라톤의 『국가』 제7권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동굴 속에서 감각적 경험만을(실재) 하게 되는 수인
(囚人)이다. 처음으로 동굴에서 나와 태양의 세계(이데아)를 경험하고 동굴 속의
사람들에게 실재가 환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데아계를 지향하게 인도하는 역
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플라톤의 그 관찰자는 철학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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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통 속에서 관조적 삶은 활동적 삶보다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절대적 진리에 대한 형이상학적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아렌트는

활동적인 삶과 관조적인 삶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하며 ‘관조적인 삶’은

전문적인 철학자들의 몫이 아니라 일상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

조한다. 활동적인 삶과 관조적인 삶 사이의 관계는 수직관계가 아닌 수

평관계이며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활동적 삶에 참여

하는 행위과정에는 사유, 의지, 판단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관찰자는 직접 행위에 참여하지 않

고 관객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에 사태의 의미를 파악하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극에 비유하면 배우는 구체적인 행위자로 극의 전

체를 볼 수 없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객만이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그에 내포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대중적 관심으로

부터 한 발짝 물러선 ‘관객’에 가까운 사람인 것이다.41) 즉 ‘구경꾼만이

광경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42) 아렌트에게

있어서 관조는 사유(thinking)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렌트는 『예루살

렘의 아이히만』에서 등장하는 아이히만을 ‘무사유’의 전형으로 주장하며

‘악의 평범성’ 즉 인간의 악은 ‘사유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유하고, 의지하고, 판단하는 정신의 삶43)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

41) 김선욱, 「한나 아렌트 정치사상의 해석상의 문제」, 『철학연구』53, 철학연구
회, 2001.;
이은아, 「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판단이론」, 『철학논구』33, 서울대학교 철학
과, 2005.;
장영란,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렌트의 활동적 삶과 관조적 삶」, 『철학연구』
115, 철학연구회, 2016. 참조

42) 한나 아렌트 지음, 홍원표 옮김, 『정신의 삶 : 사유와 의지』, 푸른숲, 2019, 160
면.

43) ‘정신의 삶’ 3부작은 한나 아렌트가 만년에 집필한 저서로 사유, 의지, 판단 등으
로 구성되었지만, 아렌트는 『정신의 삶: 의지』 집필을 완료하고 일주일 후
『정신의 삶: 판단』 집필을 시작하던 1975년 12월 4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았다. 아쉽게도 로널드 베이너가 아렌트의 가의 자료를 정리해 1982년
에 출간한 『칸트 정치철학 강의』를 ‘판단’으로 대신해 읽어야 한다. (한나 아렌
트 지음, 홍원표 옮김, 「옮긴이의 말」, 『정신의 삶 : 사유와 의지』, 푸른숲,
2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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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조와 사유를 통하여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구경꾼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반’은 경계를 흐리는/넘나드는 위반의 ‘상상력’을 의미한

다. 위반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규칙이나 질서, 법을 어기는 것으로 금지

되는 영역에 저촉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규칙을 깨

뜨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의미에 더 초점

을 두면서 통념이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위반의 의미를 채택하고자 한

다. 그럼으로써 중심과 주변을 비롯한 수많은 경계에 대하여 어떠한 입

장에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질문하는 인물들의 ‘위반’을 긍정적으로 읽어

내고 구태의연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할 수 있을 것이다.

김향숙의 작품 세계에서 부모와 정부라는 기존의 권위에 대하여 반항하

는 대학생, 성차별적 사회에 도전하는 ‘일하는 여성’, 성인과 미성년의 경

계를 흐리는 청소년 등 인물들한테서 공통적으로 ‘위반’의 기질을 파악할

수 있듯이 작품 세계에 잘 녹여내고 있다.

‘위반’은 정신분석학 개념인 무의식 영역에 속하는 저항과 연관되어 있

다. 프로이트는 『토템과 터부』44)에서 터부(tabu)의 의미는 상반된 두

방향을 향하며 ‘신성한 두려움’과 일치하다고 하였다.45) 신성한 것과 부

정한 것은 근원적으로 일치하며 나중에 이르러서야 분화된 것이다. 터부

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 금지와 달리 기원이 있거나 이해 가능한 것이 아

니라 자명한 일종의 ‘불문 법전’인 것이다. 토템은 집단 근친상간을 금지

하고 족외혼을 성립시키는데 여기서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

금기와 위반은 동시에 내재하고 혼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말

것’을 규정해 놓는 금기를 통하여 공동체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질

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반이 따르기 마련이며 그 욕구

는 온전히 억압될 수도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러한 위반은 사회

44) 토템은 먹을 수 있고 해롭지 않은 동물이거나 위험하고 두려운 동물이며, 드물
게는 식물이나 혈족 전체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연의 힘(비나 물)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토템과 터부』, 강영계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23면.)

45) 지그문트 프로이트, 위의 책,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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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바로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에

감추어진 차별, 소외, 불평등에 수정을 가하는 일이다. 즉 기존의 질서를

교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위반에는 재질서화와 새질서화를 지향하는 두 가지 사회적 기능이 있

다. 재질서화는 특정한 역전의 시공간에서 그동안 억압되었던 스트레스

를 해소하고 카타르시스를 방출함으로써 이러한 위반의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공동체 질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더욱 굳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의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날 수 있으며 새질서화를 지향하게 된다. 금기를 위반하는

이들은 보통 소외된 자들이거나 억압받는 이들, 변두리 인물이다. 그들이

경계 내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 자체가 위반인 것이다.46) 크리스테바는

경계에서 질서를 교란하는 존재를 ‘아브젝트’로 설명하고 있다. 아브젝트

는 법을 위협하며 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아브젝시옹은 단순히 외부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혐오와 증오가 항상 들러붙어 있는 대상들이

다.47)

위에서 언급했듯이 ‘위반’은 ‘금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친상간의

금기,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근원적인 억압이라고 할 수 있다. 소포

클레스의 『안티고네』48)는 많은 철학자에게 영감을 주는 텍스트였는데,

대표적으로 이리가레에게 안티고네는 ‘남성의 법에 맞서 싸운 여성적 법

의 대표자’이자 ‘남성의 법에 종속된 위치’에 있는 양가성을 지니고 있

다.49) 다시 말해, 국가법/친족법이라는 대립항 중에서 남성적인 것을 대

46) 정종진, 「금기 형성의 특성과 위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의미」, 『인간연구』
23,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2.

47)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스트 정신분석이론가들』, 여이
연, 2016, 192면.

48)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딸이다. 오이디푸스는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
사이에 아들 두 명(에테오클레스, 폴리네이케스)과 딸 두 명((안티고네, 이스메네)
이 있다. 오이디푸스가 추방되자 아들 두 명은 테베의 정권을 다투다가 서로를
죽이게 된다. 에테오클레스의 어린 아들을 대신하여 섭정하는 안티고네 형제들의
숙부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를 위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반면 폴리네이케
스는 반역자로 규정하여 매장을 금하게 된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오빠를 위해 매
장을 하였고 크레온에 의해 동굴에 갇혀 결국 죽게 된다. (sophocles 지음, 김종
환 옮김, 『안티고네』,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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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국가법에 저항하고 국가 권력 외부에 위치하는 일종의 대안적인

힘이라는 의미에서 저항적인 여성 주체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녀가

수호하는 것은 이미 남성 질서 속에 복속되어 있으며 저항의 방식이 죽

음밖에 없다는 점에서 종속적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50) 이러

한 관점은 이리가레가 여성의 타자성을 사유하는 방식과 연관된다. 여성

은 남성 중심적인 상징 질서 속에서만 타자이었을 뿐 여성 자신으로서

타자인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차이를 제거하는 동일성 원리에

따라 보편적 자아로 가정하는 세계에 반대하고 동일성으로 환원할 수 없

는 성차를 적극적으로 이론화하였다. 나아가 ‘신체’의 성장과 변화 그리

고 자기 세계에서의 생성과 되기의 과정을 중요시하였다.

프로이트에 의하여 정상적인 여성으로의 어린 소녀의 성적 발달은 소

년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요구한다. 어린 소녀의 ‘페니스 선

망’은 자신의 ‘거세’를 인정하고 성적 욕망을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전환

하게 한다. 나아가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대체된다. 즉 아이는

페니스의 대체물인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여성을 결핍과 열등함으로 남

성을 우월함으로 규정하여 내면화하도록 하며 어머니의 역할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며 여성의 무의식적 욕망으로 연관 짓고 있다. 이리가레는

프로이트의 성과 무의식 개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남근 선망을

토대로 하는 동일성 원리에 대한 논의에서는 비판을 가한다. 이리가레는

전 오이디푸스 단계에 주목하고 있으며 어머니와의 단절은 출산의 순간

부터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근친상간의 금기는 남성이 다른 여성을 통

하여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되살리게 하고 여성은 그 기원의 장소가 되

어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모성이라는 유일한 자리로 협소화된다는 것이

다.

한편, 버틀러에게 안티고네는 여성 영웅도 아니며 친족의 대표도 아니

49) 헤겔에게 있어서 안티고네는 친족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국가법에 저항하는
‘공동체의 영원한 아이러니’이며, 자크 라캉에게는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향해 들
어가는 ‘숭고한 아름다움’의 윤리적 실체였다. (조현순, 「모호한 욕망의 주체, 비
순수의 우울한 젠더 주체 안티고네: 딸이면서 여동생, 여자이면서 남자」, 『안티
고네의 주장』 해설, 동문선, 2005. 참조)

50) 황주영, 『뤼스 이리가레』,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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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여동생이자 딸이며 아버지에서 충정을 다

한다는 의미에서 아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태생적으로 복잡한 위치의 안

티고네는 이분법적인 위계질서를 교란하는 존재가 된다. 문화는 근친상

간 금기의 전제 조건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안티고네는 근친상간의

금기라는 문화의 대전제에 맞서는 여러 겹이 교차되는 지점으로 난잡한

존재인 것이다.51) 불분명하게 모호한 존재로 친족체계를 교란하며 ‘그들

이야말로 계집애들이고, 너희들이야말로 아들이다.’라는 수행문에 의해

젠더 역전을 일으키기도 한다.

‘금기에 대한 위반’의 욕망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논의를 따를 때, 김향

숙 소설의 인물들은 사회적인 차별 혹은 소외의 경험으로 갈등하면서 자

신을 정체화하는 다양한 과정이 잘 드러난다. 물론 그러한 위반은 상징

적인 의미의 차원을 뜻하며 주체가 온전하게 서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채용되고 있다. 김향숙의 여대생은 가끔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

지고 있다는 점, 이분법적 경계를 넘나들고자 하는 여성과 청소년의 욕

망을 ‘위반’의 상상력으로 읽어내며 이를 통해 다소 관습적으로 여겨지던

기존 질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안적 힘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

다.

먼저 2장 1절에서는 등단작 「기구야 어디로 가니」를 집중적으로 분

석하면서 70년대에서 다소 문제적이었던 여대생의 지위와 표상을 알아보

고 이러한 대표적인 여대생 이미지와 사뭇 다른 주인공 수이를 확인한

다. 2절에서는 김향숙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80년대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노인층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에서 ‘늙어감’과 일상성의

문제, 위반적인 자녀와 중산층 가정의 문제, 중산층 가정주부들의 허위의

식을 드러내는 문제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대체로 사회의 주변인

으로 살아가는 인물들로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를 추구하는 방식에 대하

여 내면 깊숙이 파고들어 펼쳐 보이는 양상을 짚어낼 것이다.

다음으로 3장 1절에서는 여성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소설들에 나

51) 주디스 버틀러, 『안티고네의 주장』, 동문선, 2005.



- 18 -

타난 ‘일하는 여성’이 직면하는 현실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시기에 여성의 삶에서 ‘가정’과 ‘사회’ 사이의

균형 잡기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가족 이데올로기

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아이/어른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탈경계적’ 주체인 청소년들의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다양한 경

험을 실천해나가는 주체적인 청소년 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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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경꾼의 삶의 양상

2.1 주인공 되기와 자유 찾기

김향숙은 사회의 중심인물이 아닌 ‘주변적’ 인물에 주목한다는 점은 한

결같다. 사회에서 주변화되었거나 ‘인식론적 주변성’52)을 지닌 인물의 주

체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김향숙은 ‘저항’의 언어만을 사용했던 것은 아니

다.53) 오히려 삶의 복합성을 드러내기에 주력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자기 됨’에 대한 집요한 내적 추구는 현실의 벽 앞에서 ‘머뭇거

리며’ 전략적으로 끝내 지켜내는 모습을 담아내는 독특한 필치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구경꾼’54) 유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관객에

가까운 역할로 가장자리의 시선을 확보하고 있다. 「기구야 어디로 가

니」(1977)55)는 김향숙의 등단작으로서 구경꾼 기질을 갖춘 인물을 형상

화해낸 최초의 작품이다. ‘구경꾼’ 수이는 세상을 관조하면서 삶의 이치

나 신념들이 선악으로 간단히 나눌 수 있는 흑백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수이의 이러한 성격은 김향숙의 8, 90년대 작품에서 나타나는

여대생에게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서 하나의 원형적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김향숙의 작품세계에서 ‘여대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인물들이 중요한

52) 손유경, 「1980년대 학술운동과 문학운동의 교착(交錯/膠着)-박현채와 조한혜정
을 중심으로」, 『상허학보』45, 상허학회, 2015.

53) 한경희는 박완서 연구에서 ‘현실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
의 주체성은 여러 방식으로 발현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지배 권력의 억압적 힘
을 자각한 결과로서의 저항만이 주목의 대상으로 요청되는 것’에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박완서가 당시 여러 문학장과 교섭한 맥락을 짚어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접근방식에 동의하면서 김향숙의 작품세계를 ‘저항’의 언어로만 읽는 것을 피하려
한다. (한경희, 「박완서 작가 연구 – 대중·민중·여성문학장에서 ‘주부’의 발화
위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박사학위논문, 6면. )

54) ‘구경꾼’은 실제로 김향숙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일
을 구경꾼의 눈으로 보면 어느 것도 대단찮게 보인다는 점인데’(「어둠의
안」,138면), ‘구경꾼 노릇을 하고 지낸다는 것이 싫었으니까.’(「그림자 도
시」,178면), ‘구경꾼의 여유를 내 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어 있는 방」,75면) 등 인물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55) 1990년에 『청색일기』로 개명 출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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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당시 유통되었던 고정화된 여대생의 이미지와

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당시 사회적으

로 형성된 ‘여대생’의 이미지는 ‘노동에서 면제받은 특권층’으로 선망의

대상 혹은 의식적으로 낙후한 문제가 많은 집단이었다. 1970년대 남성

작가들에 의해 소설화되어 표상된 여대생에서 보여주듯이 “허영심과 자

기중심성, 이해타산과 속물성을 내면화한 인물”로 호의적이지 않았다.56)

대표적으로 황석영의 「섬섬옥수」57)에서는 23살 여대생 박미리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박미리와 같은 여대생을 ‘똑똑하고 아름답고 최

고의 수준으로 교육받은 여자’로 인식하기도 하고 ‘일종의 경멸 비슷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물

결 속에서 물질주의·출세주의·자본주의 가치관이 팽배하였으며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제일주의는 성과를 최고의 가치로 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신 시대 군사적 권위주의는 남성우월주의 사고를 사회 전반에 은연중

유포하였으며 학교 운동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활동 조직에서 여성 활

동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이 점을 의식이 투철한 징표로 삼기도 하였

다. 당시 학생 활동가인 여학생에게는 ‘여성성’을 부정하고 남성화된 자

질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여성성’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정

되는 자질은 ‘모성성’이었다.58) 이리가레에 의하면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항상 모성으로 환원되기 쉬우며 “성차가 제거된 상태에서 여성의 성적

특수성은 재생산 기능으로 축소되고, 이 기능은 남성의 계보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59) 여성 활동가는 남성 활동가보다 재생산 역할을

맡으며 쉽게 가족으로 치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향숙의 여대생은 전자

의 아무 근심거리 없는 ‘화려한’ 여대생의 범주도 아니고 후자의 남성화

전략으로 나아간 여성 활동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다.60)

56) 박수현, 「1970년대 소설의 여대생 표상 – 황석영·조해일·김주영의 소설을 중
심으로」, 『어문론집』58, 중앙어문학회, 2014.6.

57) 황석영, 「섬섬옥수」, 『한국소설문학대계.68』, 동아출판사, 1995, 473면.
58)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135면.
59) 황주영, 『뤼스 이리가레』,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59면. 참조.
60) 1946년 남녀공학제도가 도입되고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아들인 곳은 연희대학교
이다. 당시 여자대학 학생만 여대생이라 불렀고 남녀공학의 여학생은 ‘코에드
code’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나 여대생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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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특성은 김향숙의 제한된 생애사적 정보 속에서 부산여중·여

고를 거쳐 이화여대를 졸업하였다는 작가의 교육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남녀공학이 아닌 생물학적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는 사실은 한 작가로서의 고유한 감각을 형성하는 데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향숙이 이화여대를 다녔던 70

년대 초중반의 학교 분위기를 살펴보면 ‘메이퀸 대관식’61)이 가장 특별한

대학축제이자 학교 밖 사회에서도 주목하는 성대한 이벤트였다. 이 행사

는 초반의 취지와는 달리 학교 바깥에서 치러지는 ‘미인대회’와 유사하게

변질되면서 여성의 대상화를 추동하기에 이른다. 여대생들의 여성의식이

높아지면서 이 사실에 불편함을 표하는 학생들이 속출하였고 결국 논란

속에서 해당 제도는 폐지된다. 1977년에 ‘메이퀸 제도의 폐지’와 ‘이화여

대에서 한국 최초로 여성학 교양강좌의 개설’이라는 두 사건이 겹치면서

여성 담론의 성격 교체가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향숙의 등단작 ‘기구야 어디로 가니’가 탄생하였다. 따라서 김

향숙의 여대생은 여성학의 세례를 받은 여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수 있다.

「기구야 어디로 가니」의 주인공 수이가 처음 유목현을 만났을 때 대

학생이었고 학교의 ‘휴강·휴업조치’로 클래식이라는 다방에서 많은 시간

을 보냈다. 다방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노래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당시 1970년대의 익숙한 풍경이었다.

며 남성 위주의 분위기 속에서 여학생의 학력에 대한 저평가, 동급생 여학생을
부르는 호칭,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풍경은 여대생에 대한 교육
적 효과가 별로 없었음을 말해준다. 1970년대 이후 대학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으
나 성비는 그대로였으며 이른바 여성에게 걸맞은 고등교육기관과 전공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남자 4년제 대학과 여자 2년제 초급대학 및 교육대학으로 위계화
돼 있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강명숙, 『대학과 대학생의 시대』, 서해문집,
2018.7.5. 275면)

61) ‘메이퀸’ 제도는 1908년 이화학당에서 첫 대관식이 열려서부터 마지막 메이퀸이
선발되는 1977년까지 약 70여년간 지속되었다. 이 행사는 이화여대의 유구한 전
통이자 이화인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가졌다. 또한 1950년대 후반 대
학의 축제문화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메이퀸 행사는 유행처럼 확산되었다가 1970
년대에 접어들어 오랫동안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메이퀸은 비판적 관점에서 재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임유경, 「‘메이퀸’과 페미니즘 –1960~1970년대 한국의 대
학문화와 여성 담론의 변천」, 『역사문제연구』 42권, 역사문제연구소,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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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학생문화는 히피문화(장발, 대마초)와 같은 비주류 반문화에 영향

을 받기도 하였다.62) 실제로 1970년대 대학생들은 청바지·통기타·생맥주

를 통하여 폭압적인 정권 아래에서 숨통을 틔웠으며 주로 명동의 다방이

나 무교동의 생맥줏집으로 모여 새롭고 신선한 청년문화를 형성하였

다.63) 한편 대학교 안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반유신 학생운동’64)이라고

할 수 있다. 클래식에서 웅크리고 앉아 한 여자애가 데모하는 학생들의

비참한 모습에 대한 묘사를 들은 수이는 양쪽 진영에 대하여 모두 타당

성을 부여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거리를 유지한다. 데모하는 운동

권 학생들을 위하여 저쪽의 부당함을 지적하던 ‘그 아이’는 ‘향기로운 미

제 커피만 마셨고, 살롱 구두만 애용하였으며, 이름이 팔린 유명 디자이

너 가게의 단골손님임을 자처했던 아이’라는 사실에 ‘아니꼬운 느낌’65)을

받았고 따뜻한 감수성을 지닌 ‘경찰관’ 오빠가 떠오르기도 했기 때문이

다. 실제로 1970년대 정부는 대학과 대학인에 대해 폭력적 통제와 사회

적 배제를 꾀했으며 박정희 정권 시기에 가장 폭압적인 통제는 ‘강제 휴

교와 휴업 조치’였다.66) 유신체제가 분명 대학과 대학생을 억압했지만 유

62) 김지윤, 「1960년대 여자대학 학보 연구 - 『이대학보』, 『숙대신보』의 글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0집, 우리어문학회, 2021.5.30. 7-62면.

63) 장발, 청바지, 간단한 옷, 기타, 생맥주, 민속극, 재즈 등의 문화 취향이 1970년대
대학생문화, 청년문화의 핵심이다. (강명숙, 『대학과 대학생의 시대』, 서해문집,
2018.7.5. 291면)

64) 1972년 10월 유신쿠테타가 일어나고 4-5일 정도 휴업령이 내려졌다. 1973년 10
월부터 서울대 문리대를 시초로 본격적인 반유신 학생운동이 벌어졌다. 이에 박
정희는 1974년 1월 8일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1호’
를 발동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1974년 4월 3일 전국적
학생운동 조직 ‘민청학련’의 결성과 함께 대규모 시위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전에 누설되었고 이날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여 민청학
련을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1974년 후반부터 이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
가 다시 일어나더니, 1975년 4~5월 각 대학에서 유신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재개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대 농대 김상진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
건이 일어나 대학가의 반유신 운동은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오제연, 「1970
년대 대학문화의 형성과 학생운동 - ‘청년문화’와 ‘민속’을 중심으로」, 역사문제
연구 28권0호, 역사문제연구소, 2012.10. 85면)

65) 『청색일기』, 113면.
66) 휴업, 휴교 조치는 1971년 교련반대시위, 1972년 유신헌법 통과, 1974년 민청학
련사건 등이 일어날 때마다 셀 수도 없이 빈번하게 내려졌다. (강명숙, 『대학과
대학생의 시대』, 서해문집, 2018.7.5.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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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제에 대한 저항의 여부를 곧 체제에 대한 동의 여부로 치환할 수는

없었다. 저항에 나서지 않은 학생들을 모두 체제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

렵고 저항에 앞장섰던 대학생 중에서는 내세운 신념과 어긋나게 행동하

는 사람도 있었다.67) 최인자68)는 김향숙을 ‘불과 얼음의 시대’를 지나면

서 어느 누구보다도 ‘중심의 괴로움’을 톡톡히 치른 작가라고 하였다. 여

기의 ‘중심’은 통념적인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이며 그

앞에는 ‘물과 불의 시대’라는 시대적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1980년

대는 ‘양극단으로만 치우치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을 강요받는 직선적인

사회’였고 ‘중심’이란 결국 이쪽이나 저쪽에도 속하지 못한 ‘가장 못나고

괴로운 변경’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향숙은 관찰자 여대생의 시

선으로 지배논리가 거칠어지면서 대항 세력이 기존 세력을 닮아가는 양

상을 드러내고 있다.69)

작품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점점 그로테스크하게 전개되는데 이는

「기구야 어디로 가니」가 기타 작품들과 특별히 변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수이는 기숙사 여자애들을 ‘밤마다 무수한 시체’로 보았으며 ‘자신

또한 시체 중의 하나라고 여겨졌다’.70) 나중에는 편집장과 함께 교통사고

를 당한 낯선 남자의 참혹한 시체를 직접 목도하게 되는데 시체에 대한

혐오스러운 이미지는 수이에게 충격과 더불어 ‘머릿 속의 질서를 헝클어

놓은’ 경험이었다. 수이는 이 사건을 상기하며 자기 방을 무덤으로 인식

하고 자신을 ‘무덤 속에 갇힌 사람’(즉 시체)으로 연상한다. 시체는 인간

과 비인간의 경계에 있는 육체로서 ‘아브젝시옹의 절정’71)이다. 시체는

67) 오제연, 「1970년대 대학문화의 형성과 학생운동 - ‘청년문화’와 ‘민속’을 중심으
로」, 역사문제연구 28권0호, 역사문제연구소, 2012.10. 85면.

68) 최인자, 「불과 얼음의 시대」, 『한국소설문학대계』81 해설, 동아출판사,
1995.7.

69)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두 갈래의 흐름은 보수주의와 그에 대응하는 세
력의 대두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구석구석의 어느 집단, 개인에까지 영향을 미치
고 있지요. 이 속에서 중산층이 어떤 방어본능을 일으키는지를 더듬어보는 한편
(「환절기 소묘」 「수레바퀴 속에서」 등) 지배논리가 한없이 거칠어지면서 거
기에 맞서 싸우는 쪽도 은연중 그것을 닮게 되는 것이 아닌지도 작품을 통해 살
펴보고 싶었습니다.” (고미석, 「작가와의 대화: ‘수레바퀴 속에서’ 펴낸 김향숙」,
『동아일보』, 1989.1.7.)

70) 『청색일기』,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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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질서를 교란하는 존재로서 공포를 일으키며72) 구

역질을 유발하는 자체가 혐오이자 유혹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이의

구역질로 토해낸 분비물과 풀밭에서 배설물을 배출하는 장면에 대한 묘

사가 겹쳐져 수이가 아브젝트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됨을 시사한다. 수이

는 집에서 악취가 풍기는 것을 느끼며 불을 놓으려는 생각을 결국에는

실천하게 된다. 타오르는 화염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상징하며 그 속에

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과정은 아브젝트한 것이다. 이는 수이의 ‘자유로

운 여자’가 되고자 하는 일관된 추구와 연관된다.

나는 쉽게 흡연을 배웠다. 자유스러움의 유일한 상정 같았으므로 기를 쓰

고 그 속으로 빠져들었다.

방종과 자유 사이의 명백한 거리를 가늠하고 있는 분별력 있는 자유로운

여자로 나는 자처하고 있었으니까.

“맹꽁이들”

하고 나는 또 친구들을 향해 혀를 날름거렸다. 아이들은 탈바가지같이 굳

어버린 얼굴들로 음악이며 연극 이야기에 심취해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어

디까지나 그 아이들은 관객의 자리에 위치하였고, 나는 언젠가는 그들 위로

군림하게 될 여주인공의 역할을 꿈꾸었다.

무엇으로, 불만투성이 전공인 의상디자인으로?

뭔가 미진한 감이 들어서 나는 천천히 모색하리라 다짐하였다.

나의 친구들은 또 타고난 눌변가임을 자처하였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

이 눌변가임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다고 나는 믿었다.

이십대란 아직 자신의 치부를 내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관대한 나이가 아

71) 줄리아 크리스테바, 『공포의 권력』, 동문선, 25면.
72) 시체의 현존은 아브젝시옹을 유발하는 한 현상이다. 죽음이 육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가 붕괴된다. 그리고 시체와 대면한 우리
는 우리 삶의 덧없음을 경험한다. 여기서 나는 송두리째 오물로서 존재하고 완전
히 궁극적인 경계와 마주한다.’ 만약 똥이 경계의 저쪽, 말하자면 내가 똥이 아니
고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을 의미한다면, 오물들 중 가장 역겨운 것, 즉
시체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경계이다. 이제 내가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 추방된다. 시체는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가 상상하는 현재
너머의 다른 어떤 곳’에 대한 혐오스러운 상기물이다. 시체의 현존은 나 자신의
경계를 침범한다. (노엘 맥아피 지음, 이부순 옮김,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
바』, 앨피, 2007.7.1.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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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또 연단 위의 인물을 경멸하였다. 연단 위로 쏟아져내리는 휘황

한 스포트라이트에 대한 하등의 미련도 보여줌이 없이.

내 친구들이 뛰어난 머리의 소유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귀한 경멸을

나는 또 포기라고 받아들였다. 조그만 은둔자의 모임이라고 명명받고 싶었

을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를 향한 주시의 눈길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강

조는 인용자)73)

수이는 ‘조그만 운둔자의 모임’의 일원이지만 ‘여주인공’의 역할을 꿈꾸

며 다른 아이들과 자신을 차별화한다. 수이의 이러한 성향을 작품에서는

관상가 황여사에 의해 ‘이중적’인 구석이 있다는 식으로 평가되어 발화하

기도 한다. 얼핏 보기에 ‘운둔자’와 ‘여주인공’은 양립 불가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수이에게 있어서 여주인공의 의미는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는

것이 아닌 보다 내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주체성 혹은 ‘자유’를 찾

는 일임으로 오히려 수이의 독특성을 잘 보여준다. 수이는 ‘삶의 본질적

인 핵’을 자유라고 인식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

러한 자유 찾기에 대한 끈덕진 욕구가 자신이 ‘미인이 아니었던 연유’는

아니었는지 반문해보는 모습은 실제 당시 사회에서 팽배했던 ‘외모주의’

를 연상케 한다. 앞에서 언급된 ‘미인대회’와 같은 사회 풍조처럼 여성에

게만 특별히 외모 조건을 요구하는 성별화된 시선을 문제시한다. 이처럼

성적 대상으로만 여성을 위치 짓는 관습은 여대생의 취업 문제에서 극명

히 드러난다. 당시 여대생들의 사회적 진출은 매우 제한되었으며 그나마

소수에 불과한 여사원의 선발 기준을 실력이 아닌 ‘외모’에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여성을 동등한 회사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자 사원

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는 ‘꽃’으로 위치시킨

다.74) 정희경75)에 의하면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환원되고 보여지는 몸,

73) 『청색일기』, 102면.
74)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대생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었다. ‘군필 남성’만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군가산점제도(1969년부터 제
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해당 제도는
2001년에 폐지되었다)까지 더해져 성차별적 취업 환경이 심각하였다. 여대생이
취업 과정에서 겪은 차별을 진솔하게 담아낸 강신혜의 「취업 일기」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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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는 몸, 남성의 성적 욕망을 위해 사용되는 몸으로 간주되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매우 보편적인 일이다. 남성 연대는 여성을 집단적으

로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일련의 문화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수이는 ‘자유로운 여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 탐색을 하게 되는데 ‘자유

스러움의 유일한 상정’ 같았으므로 ‘쉽게 흡연을 배우고’, 다방에서 ‘스포

트라이트를 받는 연단 위 인물’들을 경멸하고, 유목현과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등 방식으로 시도된다. 수이가 특별히 흡연을 꼬집어 발화한 이유

는 그동안 가부장제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유가 여성에게는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담배는 권력의 상징물이자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한 집단 나아가 사회 전반

에서 허용되지 않았거나 일종의 일탈로 인식되며 비난의 시선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수이는 흡연을 ‘순종적인 여성이 아님을 드러내는 표식’으

로 일상 속에서 여성의 자유를 되찾고자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흡

연권이 인간의 보편적 평등의 한 지표라면 1970~80년대 여성들은 사회에

서 국외자, 소수자, 비회원이었던 셈이다.76) 같은 맥락에서 자유로운 연

애도 가부장제의 순결 이데올로기를 위반하는 행위로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읽은 소설 속의 여주인공들은 대개가 아파트 소유자들이었다. 아파트

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완전한 독립성을 의미하였다. 아파트는 너무 호화롭

지 않은 걸로, 그리고 나는 직장에 다닐 것이고, 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

는 남자들로부터 구애를 받을 것이며,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내가 유명여

성이길 원하였다.77)

위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수이가 생각하는 ‘여주인공’은 ➀ 아파트 소

유자 (자기만의 공간), ➁ 직장(자기의 일), ➂ 자유로운 연애 등 세 가지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집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실천하기 위하

(강신혜, 「취업일기」, 『껍데기를 벗고서3-여대생편』, 동녘, 1992.)
75) 전희경, 『오빠는 필요없다』, 이매진, 2008. 158면.
76) 서명숙, 『흡연 여성 잔혹사』, 웅진닷컴, 2004. 참조.
77) 『청색일기』,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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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잡지사에서 일하면서 유목현과 동거를 시작하지만, 그녀의 꿈을 좌절

시킨 현실적 제약은 ‘가난’과 ‘순결 이데올로기’였다. 잡지사 일이 중단되

자 동거생활도 점점 궁핍해지면서 애인의 잠수 이별로 결국 청산하고 만

다. 그리고 생존을 위하여 귀향하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

을 비롯한 친구, 황여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하여 ‘평범한’ 삶을 살

아가라는 권고를 반복적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설정은 순결 이데올로기

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위력적인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 기반을

둔다. 궁핍한 수이는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는 가면 쓰기의 생

존전략을 취한다.78) 가면이라는 용어는 정신분석 페미니즘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여성성을 패러디하는 여성의

성별 수행이라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성’이란 생물학적으로 주

어지는 본질주의가 아님을 인식하게 한다. 여성은 겉옷과 같은 가면으로

전통적으로 부여된 여성성을 연기할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벗어

던질 수도 있다.79) 그러나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감추고 가장된 모습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수이는 결국 집에 불을 놓고 만다. 수이의 ‘자유

찾기’는 작가의 근원적인 고뇌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김향숙이 어느

에세이에서 ‘20년 전부터 달라지기를 원했’고 ‘자신과는 다른 자신이 되

기를 갈망해 왔었’다고 밝힌 바 있다.80) 수이는 지금과 다른 ‘자유로운

여자’의 여성상을 상정하고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작품에서 형을 살해한 이호정이라는 인물도 ‘주인공이 되고 싶은’ 강렬

한 욕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이호정의 ‘주인공’은 사회의 중심인물로 수

이가 추구했던 ‘주인공 되기’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

78) 비체는 타자 배제에 기반하는 주체가 되지 않고도, 여성성을 열등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부정하지 않고도 여성의 ‘행위자성’을 추동할 수 있는 존재방식이다. 비체
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우리는 또한 여성혐오를 벗어나는 다양한 비체화의
전략들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된다. 가면 쓰기는 비체화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현재, 『여성혐오 그 후, 우리가 만난 비체들』, 들녘, 2016. 37면.)

79) 프로이트와는 동문이자 번역가인 Joan Riviere가 1929년 『국제 정신분석학 저
널』에 기고한 그녀의 논문 제목 「가면으로서의 여성성」에서 연유되었다.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389면)

80) 최귀동, 김향숙, 강석경 외, 『이대동창문인회 에세이 모음집: 추억은 生을 두 번
살게 한다』, 인문당, 19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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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호정은 신체장애가 있는 자신보다 월등한 형의 존재로 괴로워한

나머지 형을 살해하게 된다. 재판과정에서 정신과 의사가 자신을 대변하

여 대신 말해 줄 것이며 대중들은 당사자가 아닌 해설가를 통해서만 경

과를 판단한다고 서술된 대목은 ‘대신 말하기’가 아닌 이호정이 한경위에

게 직접 쓴 편지의 내용이야말로 ‘진실한 목소리’임을 암시하는 작용을

한다. 그 편지의 핵심은 ‘살해하던 당시 비로소 주인공이 되었다는 만족

감을 맛보았으며’,81) 이러한 유혹은 ‘부단히 주인공들로부터 고무되었다’

는 것이다. 이호정은 왜 꼭 주인공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캐물으며 이러

한 메시지를 재생산하는 담론을 비판하면서 일상적 삶의 의미를 되찾으

려고 한다.

문학에선 일상적인 삶의 허무함을 깨뜨리기 위해 텔레비전, 라디오에선 의

리나 정의·사랑·가난 같은 현실적인 명제들로 살인이 횡행하게 된다면.

아니 이미 횡행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일상적인 삶의 허무함을 깨우치게 하여서 무얼 어쩌자는 것입니까?

과다한 부의 집적이나 쓰잘것없는 공명을 위해 일개미처럼 추락해 갈 위

험을 방지해 보자는 것입니까? 아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한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결국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이 사실 한 가지뿐입니다.

사조에는 결국은 유행의 흐름이 존재하징

우리들의 시대는 무엇입니까? 아니 궁극적인 흐름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당신은 혹 아십니까.

‘알료샤’와 ‘이반’과 ‘골드문트’와 ‘올리뷔에’, 그리고 ‘줄리앙’ 혹은 그 밖의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될 핵심적인 이유들을, 또한 이들 인물

들의 창조자들의 이름 역시 각양각색이며 그들의 작품 역시 초기와 중기와

말기로 분류되어 각각 그 성질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일상성을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현상은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을 부추기는 일과 나란히 놓고 볼 수 있다. ‘쳇바퀴식

인생살이의 따분함’82)에 대하여 속살거리는 편집장의 말에 수이는 모험

81) 『청색일기』,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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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탈출의 꿈을 쓰다듬었다. 일상은 ‘수레바퀴’와 같은 강한 구속력을 행

사하기에 누구든 벗어나기 어렵다. ‘일상’이 중요하지 않고 부차적이라는

인식은 ‘사회와 가정’의 이분법이 지속되었던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연유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수레바퀴 속에서』, 『겨울의 빛』에서 이어

지면서 연속성을 지닌다.

김향숙의 두 번째 장편소설 『사랑연습』83)에서도 주인공이 여대생

신분이며 작가의 여성의식이 여러 여성 인물에 의해 표출되고 있는 작품

이다. 『사랑연습』은 여대생 장혜수의 사랑 문제를 중심축으로 그 주변

인물(특히 여성)의 삶도 함께 조명되고 있다. 정신과에서 만난 ‘여성 해

방가’ 병숙씨, 가정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이고 싶은 주명엽, 옷가게를

운영하는 디자이너 진유영 등 여성의식이 투철한 여성 인물들이 다수 등

장한다. 김향숙 작품 중에서 주목받지 못한 작품이지만 병원이라는 배경,

중산층의 삶, 여대생의 자아실현, 직업을 가진 여성의 삶 등 다양한 소재

는 이후 김향숙의 작품세계를 구축해나가는 데에 좋은 자양분으로 작용

하였고 동시에 여성의 삶에 대한 천착이라는 일관된 작가의식을 엿볼 수

있다. 작품에서 주인공 혜수의 부모님 결혼생활이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 대목에서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을 떠올리게 한다. 혜

수가 엄마의 ‘인형’같은 인생을 비난하는 대목, 아빠가 젊은 날의 ‘노라’

같은 엄마가 의존적으로 변해서 이혼하겠다는 사유에서도 직접적인 영향

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혜수는 친구의 남자친구를 유혹하여 사귀었

다는 사실과 엄마의 젊은 날의 일이 포개지면서 결국은 엄마와 다른 삶

을 추구했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엄마는 젊

은 날에 자의식이 강한 ‘노라’였으며 이러한 모습에 반하여 아버지는 이

혼을 무릅쓰고 엄마와 결혼을 한다. 그 후 ‘노라’에서 ‘인형’으로 변한 엄

마는 똑같은 상황, 다른 배역으로 이혼을 당하게 된다. 전도된 역할을 부

여함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 자가당착을 경험하고 그 속의 모순

을 폭로하게끔 만드는 설정인 것이다.

82) 『청색일기』, 28면.
83) 김향숙, 『사랑연습』, 금화출판사, 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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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자신이 원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다면 느긋함 따위의 일락은

좀더 나이들어서 누려도 좋을 테지. 난 전력투구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빨리

찾고 싶다. 내 혼의 광맥을 더듬어 내는 일이 이처럼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

만. 그러나 난 꼭 찾아내고 말 거야.84)

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 어느 것도 확실하게 알

고 있지 못하다. 왜 이다지도 하고 스스로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

다지도 혼돈의 미궁 속에서 빠져 나오지를 못하는 걸까? 난 어떻게 하면 좋

을까?85)

위 대목에서 주인공 혜수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 ‘무엇인가

되고 싶어’하는 집요한 욕망을 지닌 인물임을 나타낸다. 아버지 병원의

장학생이었던 이상인을 혜수의 결혼 대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에

혜수는 거부한다. 혜수는 친구인 수자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추구를 지

켜나가는 삶을 부러워하며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삶을 원한다. 그러

나 부러움의 감정은 수자를 난파시키고 싶은 심리로 왜곡되어 버리면서

그 방법으로 수자의 남자친구 재욱을 유혹하는 수단을 채용하기에 이른

다. ‘자아실현이란 과제와 자립이란 기본명제’는 갈 길을 잃어버렸지만

재욱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삶을 근근이 버텨나간다. 아버

지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재욱과의

미래를 조금씩 설계해 나가지만, 엄마의 삶과 닮아가는 상황에서 실패는

노정되어 있는 것이다.

김향숙의 ‘구경꾼’ 여대생들의 공통점은 자유를 찾고 자기 삶의 주인공

으로 살아가는 데에 열중하는 끈질긴 추구가 있는 인물들이다. 자아실현

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질서에 대한 위반을 감행하기도 하며 자유로운

여성 주체상을 스스로 그려내고자 한다. 이처럼 여성의 자유에 대한 끊

임없는 질문은 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으로 변신을 꿈꾸는 것이

아닌 바깥의 소란을 넘어서 자기 내면을 지켜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처럼 김향숙의 페미니즘적 의식은 초기 관심사에서부터 확인할 수

84) 『사랑연습』, 36면.
85) 『사랑연습』,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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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2000년대에 이루어진 페미니즘적 문

제의식이 구체적으로 모양을 빚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의 뿌리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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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변인으로 살아가기

김향숙의 작품에서는 주로 타협과 저항을 적절히 바꿔가면서 삶을 일

궈가는 ‘낯익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담담한 목소리로 일상을 그려내면서

도 그 속에 깃든 삶에 대한 통찰과 본질적인 문제를 예각화 시키는 날카

로움이 숨어있다. 조남현은 ‘표면상으로는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를 취하

고 있지만 속으로는 속악한 존재들과 삶에 대한 분노 또는 절망감을 묻

어 두고 있다’86)고 김향숙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작가 자신 또한 어느 좌

담에서 ‘낮은 어조’로 ‘어긋남 그 자체’를 드러내기에87) 주력했다는 일관

된 창작적 태도를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작가적 성향은 ‘일상성’88)이

라는 용어로 수렴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심리주의 창작방법이라

는 꼬리표와 함께 김향숙 소설의 특징 혹은 극복되어야 할 한계로 평가

되었다.

일상과의 단절이 흔히 자유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삶을 송두리째 뺏기

86) 조남현, 「말기적 사회병리 현상 통찰」, 『조선일보』, 1991.3.17.
87) 김향숙은 한 좌담에서 당시 준비하고 있는 장편소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
했다. ‘50대 중반에 이른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동창인 그들은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짧다는 삶의 유한성을 절감하며 사회 구성원
으로서도 배경인물로 물러서야 하며 멀지 않은 날에 노년의 삶이 다가온다는 걸
받아들이기도 해야 한다는, 삶의 새로운 어떤 지점에 이른 인물들이지요. 그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며 현실 그리고 저마다의 상처가 어우러진 이야기를 낮은 어
조로 하려 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열정의 분출 대신 객관적인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어쩔 수 없는 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어긋남도 당위
성의 자 보다는 어긋남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려 했지요.’ (김향숙, 박범
신, 송기원, 이경자, 「우리 시대의 작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실천문
학』, 실천문학사, 2002.2, 411면.)

88) 대표적으로 이광호는 『수레바퀴 속에서』의 해설에서 ‘상황의 논리에 굴복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낯익은 인간들의 내면적 모습’을 ‘일상적 삶에 대한
섬세한 심리적 탐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하였다(이광호, 「전
환기 삶의 심리적 현실」, 『수레바퀴 속에서』 해설, 창작과비평사, 1988.). 이
외 이상금은 ‘일상성의 물결 속에 병리적 시대인들이 갖는 가냘픈 희망’(이상금,
「김향숙 論:문학, 삶의 이해를 위한 기관」, 『오늘의 문예비평』, 1991.12. 108
면)이라고 했고 고미석은 ‘일상의 그늘에 잠재한 뒤틀린 인간의식을 꼼꼼하게 그
려내고 있다’고 하였다. (고미석, 「왕성한 활동 여류작가 폭넒은 주제」, 『동아
일보』, 198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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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일 수도 있다. 이점을 잘 보여주는 인물은 「바다의 선물」89)

(1986)에 등장하는 남편이다. 남편은 회사에서 ㄷ휴양지로 가족여행을

다녀올 기회를 얻게 된다. 일과 사람들에게 놓여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

묻히면 한없는 자유로움을 맛볼 줄 알았으나 고작 삼일만에 무료하고 답

답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언젠가’ 다가올 온전한 내몫의 긴 시간

이 두려워진다는 젊은 남성의 고민은 ‘늙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

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퇴직 후의 자유로운 시간을 기대하는 현

대인들의 고단한 일상과 세계에 대한 관여 없이 보내는 시간도 결국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상 속에서 자기를 위한

시간을 마련할 필요성과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하오」(1985)의 주인공 중년 남성은 사무실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떤 하오’에 이전된 사무실로 출근하는 일과

를 묘사한 단편소설이다.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자신의 실적이

낮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나이’가 마침내 장애물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하

였다. 부품 판매 상담이라는 직업 특성상 구매 담당자들은 자신보다 젊

은 사람을 상대하기 편해하는 환경이었다. 이러한 맥락은 ‘여성’을 상대

하는 일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직업 환경과도 연관되는데, 이러한 성별과

나이에 따르는 사회적 제한이나 소외적 경험은 ‘젊은 남성’이라는 ‘근대

의 이상적인 인간 모델’과 맞닿아 있다.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위계질서

는 직급에 따르는 위계질서와 충돌되면서 나이에 비하여 직급이 낮은 위

치에 있으면 어느 순간 불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친

한 친구가 뇌일혈로 사망했다는 소식으로 처리된 결말은 자못 의미심장

하다. 일상은 언제 어떻게 단절되어버릴지 모르며 일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김향숙의 다른 단편소설 「저 석양 속으로」(1984)에서는 현직에서 물

러났어도 열정적으로 세계에 관여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등장한다. 아버

89) 김향숙, 「바다의 선물」, 『문학사상』167, 문학사상사, 1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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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직접 내면세계를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처녀 딸의 서술로 이루어

진 일인칭 소설이다. 주인공 아버지가 딸에게, 즉 타자의 시선에 비춰진

모습은 다소 ‘병적’으로 보인다. 공로패, 감사패, 화려했던 젊은 시절을

담은 사진틀로 둘러싼 방에서 칩거하며 신문을 읽거나, 정부 당국자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편지를 쓰거나, 방안에 진열된 공로패를 광채가 날 정

도로 닦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다. 특히 손님이 오면 언제나 이 방에

들게 하여 그 물건들에 깃든 일화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는데 문제는 아버

지의 이러한 욕망이 지나치다는 것이었다. ‘텔레비전 시청료를 받으러 온

징수원이나 적십자회비를 받으러 온 동직원, 전기 검침원들’까지 방에 들

이기 시작했으며 지나가는 안면 있는 사람한테는 두 번, 세 번 방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이다.90) 현재의 삶에서 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

다는 것이 딸의 불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또한 ‘꿀이니, 인삼이

니, 당근이니, 각종 영양제’를 챙기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자신의 세

계를 축소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젊은이들과 교류하고자 한다. 건강한

젊은 사람과는 달리 늙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가 되고 ‘몸’이 되어

간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바깥에 머무른다. 그에게 속한 공간에, 떼려야 뗄 수

없이 자아와 맞물린 세계에 나아가는 게 건강한 사람의 태도다. 그러나 늙어

가는 사람은 갈수록 세계를 잃어가는 ‘나’가 된다. 한편으로 그는 정신과 몸

의 기억을 끌어모은 과거로 ‘시간’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갈수록 더 자신

의 ‘몸’이 된다.” (장 아메리, 『늙어감에 대하여』, 돌베개, 2014, 69면.)

위 인용문에서 『늙어감에 대하여』의 저자 장 아메리는 ‘늙어감’의 문

제를 다루면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아버지의 철저한 건강관리는 늙어가는 사람이 갈수록 자신의 ‘몸’

이 되어가는 경험을 의미하며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의식하지 않고

도 생활할 수 있으나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나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방에 칩거하며 자신에게 몰두하고

90) 「저 석양 속으로」,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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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은 늙어가는 사람은 자기 바깥에 머무르는 공간이 점점 축소되

어간다는 것을 말해주며 자신에게 몰두하면 할수록 소통의 단절을 경험

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면적을 차지하는 방이라는 공간으로의 축소

와 자기 바깥의 세계라는 공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의 축소도 의

미하고 있다. 공간뿐 아니라 시간에서도 건강한 사람은 미래에 머물러

있으며 출세하려는 욕구와 같은 분발력을 지니지만 늙어가는 사람은 과

거의 비중이 점점 커져만 가는 것이다.

「모래 위의 시간」(1984)에서 등장하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회고담

을 계속 말해주는 할머니도 ‘과거’가 되어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 경자가 유학에서 학위를 받지 못하고 상념에 잠겨서 벤치에 앉아

있었던 순간, 낯선 할머니가 옆에 앉더니 자신의 과거를 경자에게 말하

는 것이다. 젊은이의 미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늙은이의 과거에 대한

회고가 만나는 이 장면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각자의 상이한 ‘시간’

의 의미를 가늠하게 만든다.

젊은이는 자신이 시간을 앞에 두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젊은이

앞에 놓여있는 것은 그가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는 세계일 따름이다. 그리고

동시에 젊은이는 출세하려 안간힘을 쓴다. 반면 노인은 대부분의 인생을 등

위에 두었다. 그러나 남은 생애마저 더는 실감나게 살 수 없다. 노인의 인생

은 다름 아닌 모아놓은 시간, 살아진 시간, 이미 살아 생기를 잃어버린 시간

이다. (장 아메리, 『늙어감에 대하여』, 돌베개, 2014, 37면.)

시간의 경험은 미래에 남은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상이한 의미를 띠게

된다. 건강한 사람은 미래 시간의 폭이 넓어서 시간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면 일상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의 비중

은 커지게 된다. 이 점에서 늙어가는 사람과 건강을 잃어가는 사람은 같

은 감정을 공유하기도 한다. 「문 밖에서」(1985)는91) 젊은이가 죽음이

91) 이 작품은 TV드라마로 제작된 바 있다. KBS1 TV밤 10시 TV문학관에서 방영
되었고 외부제작사인 동현프로덕션의 첫 작품이라고 한다. (이용주, 「TV드라머
에 외부제작진 참여 본격화」, 『조선일보』, 198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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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혀 일상과의 단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담은 10

년째 맞벌이 중년 부부 인자와 명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생사이별을

예고하는 남편의 암진단으로 일상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

은 원래의 일상을 유지하길 원하며 남은 삼 개월 시간을 바닷가의 임대

아파트에서 보내겠다고 제안한다. 주인공 화자 아내의 시선으로 남편이

남은 시간에 대한 태도의 변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으며 시간이

한정적일 경우 매 순간 ‘시간’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더이상 실감

나는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다.

김향숙 소설의 입지는 1980년대이며 중편 소설 「겨울의 빛」(1984)으

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된다.92) 1980년대 작품에서 굵직한 사회현실의

문제와 개인의 일상적 삶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주로 탄광촌, 분단, 방위군, 성고문 등 사건을 형상화하였다.

「겨울의 빛」(1984)은 탄광촌의 생활상을 ‘타자’의 시선으로 묘사한 단

편소설이다. 백낙청은 혜자의 이러한 ‘타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시점을

‘지식인 작가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을 정확한 모습이라기보다 작가에

의해 굴절되어 나타났다고 판단하였다.93) 혜자는 사흘동안 현규와 있었

는데 임신되면서 H읍으로 현규를 찾아러 간다. 김현규는 선산부로서 ‘가

로로 16동, 세로로 8동의 단층 연립주택이 늘어선 사택단지’에서 가족들

이랑 생활하고 있다. 그들의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관찰하는 혜자의

시점에서 공공 화장실 사용법, 부족한 물 등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일

들을 경험한다. 연작소설94) 「그물 사이로」(1985)는 조총련에 연루되어

92) 장석주, 「김향숙, 심리주의 기법으로 드러낸 ‘사회’와 ‘시대’」, 『20세기 한국문
학의 탐험』, 시공사, 2013. 564면

93) 백낙청, 「민중민족문학의 새 단계」, 『창작과비평』15(3), 창비, 1985.10. 34면.
94) 1970년대 중반부터 연작소설이라는 소설양식이 문학의 한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같은 시기 김향숙 외 서정인, 김주영, 박영호 등 작가도 연작소설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으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히트작으로 주목받으면
서 크게 부각되었다. 이문구의 「관촌수필」, 「우리동네」, 이청준의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 윤흥길의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 등 작품도 주목받았다. (고미석, 「뿌리내린 ‘연작소설’」, 『동아일
보』, 198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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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넘어간 아들을 둔 언양댁의 의식을 통하여 분단으로 인한 가족

해체를 그려내고 있다.95) 「부르는 소리」(1984)의 웅촌댁은 ‘빨갱이’ 남

편을 보내고 일셋방에서 생활하는 미망인이다. 분단이라는 사회적 사건

으로 개인의 삶이 황폐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아

무런 얽힘이 없는 홀로이기 때문에 행상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간

다. 「폐원」(1984)은 여학생 명순의 시점에서 죽어가는 방위군을 창고

에 나르는 것을 목격한 사건을 서술한 단편소설이다.

「가라앉는 섬」(1988)은 1986년 부천서 문귀동 성고문 사건96)을 모티

브로 한 단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중산층 가정주부인 엄마의 시점에서

그려지고 있으며 딸 때문에 위민실을 방문한 사건과 남편의 외도라는 두

사건이 겹쳐져서 하루하루를 감옥에 갇힌 듯이 지낸다. 위민실 안의 대

학생과 부모들로 넘쳐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1980년의 운동권 대학생과 부모 사이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이다. 특히 딸이었을 경우 더욱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급 공무원

아버지, 가정주부 어머니, 여학생 딸이라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

라난 기옥은 대학에 들어가서 ‘운동’하다가 잡혀들어가게 된다.

‘당신의 딸은 아주 유난스레 굴었다더군, 상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 약간 숨죽여놓아야겠다 싶어 손을 대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본론까지는 절대로 나가지 않은 게 확실하다는데. (…)’97)

‘그런 일’을 밝혀서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일’을 하고 돌아온 딸에 대

하여 엄마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딸을 생각하며 연민의 감정을 느끼기도

95) 전영태는 ‘노인의 의식세계 깊숙이 잠입’한 ‘역사의 얼룩’을 섬세하게 묘사한 작
품으로 소개하였다. (전영태, 「김향숙의 ‘그물 사이로’」, 『중앙일보』,
1986.9.30.)

96) 이 사건에 대하여 ‘부천서 성고문 대책위’가 1986년에 결성되어 2년동안 이어졌
으며 그 결과 여성단체들에게 상설 고문투쟁조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여연이
출범하게 된다. (여성사 연구모임 길밖세상, 「시민을 성폭행하는 민주국가, 대한
민국 –1986년 부천서 문귀동 성고문 사건」, 『20세기 여성사건사』, 여성신문
사, 2001. 참조.)

97) 「가라앉는 섬」,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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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괴물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아주 복잡한 심리를 겪

게 된다. 엄마는 ‘더러운 손’을 토막 내고 싶은 충동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추하며 이를 악물기도 하고 전과 달라진 딸의 모습에 배반감을 느끼기

도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

이 오영애라는 여인과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더욱 단절된 외로움

을 느끼게 한다. 아들을 낳아주면 정처로 맞이해 들이겠다고 약속했다는

남편의 위선적인 모습에 고절감을 느끼게 된다. 위로 자식 둘을 잃고 힘

들게 얻은 딸이어서 딸 하나면 충분하다던 남편의 이러한 처사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더 깊은 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의 폐해와 관련이 있다. 대를

잇고자 외도를 해서라도 아들을 원하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결코 드문 일

이 아니라는 사실이다.98) 김향숙의 기타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도

아들을 낳기 위해 외도하는 남편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김향숙은 ‘중산층 가정주부’의 삶을 형상화한 일련의 작품군이

있다. 중산층 가정주부는 남편의 ‘내조’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면서 ‘정체

성의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다. 외부적인 공적 활동이 제한받고 자아실

현의 성취감이 떨어지는 동시에 남편의 출세를 위한 인맥 관리에서 자신

의 허위적인 모습을 직면하고 자아를 위배하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중산

층’은 당시 사회에서 논의의 중심에서 담론을 이루기도 하였는데 특히

‘중산층 주부’에 의해 대표되었다. 한국의 중산층은 특수한 사회적 배경

을 고려해야 하며 실질적인 집단을 이룬다기보다 정부에 의한 육성정책

의 영향을 받은 상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99) 김향숙은 소비의 주체

로 자리매김한 담론 속의 중산층 주부보다는 자기 정체성을 정립해나가

는 과정에서 일으키는 일상 속의 균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유리파수꾼」(1986)은 가정의 역할에 충실한 중산층 가정주부가 자

신의 삶으로부터 소외되어가면서 느끼는 불안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가족이기주의와 출세주의로 축약할 수 있는 ‘중산층의 허위의식’이자 진

정한 자유를 욕망하는 여성의 불안한 심리라고 할 수도 있다. 사원 가족

98) 여성사 연구모임 길밖세상, 「호주제, 식민주의와 가부장제의 공모」, 『20세기
여성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99)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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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아내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름 대신 실

장 처, 내과 의사 처, 공장장 기사 처 등으로 호명하는 방식부터 시사하

는 바가 크다. 남편의 내조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아내들인 것이다. 남

편의 진급을 위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좋은 ‘아내상’을 사원 가족에게

보이려는 실장 처는 ‘얼마 전부터 자신의 특유의 것으로 인정받는 밝은

웃음이 때론 가면처럼 여겨져 웃지 않을 수 있음이 큰 휴식처럼 여겨지

곤’ 하였다. 중산층 가정주부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

의 본성을 위배하는 불일치를 느끼는 내면적 갈등을 겪게 된다. 그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중산층의 허위의식이 드러나고 작품은 이에 대한 문제

를 제기한다. 소설이 삶의 진실을 추구하는 공간이라고 상정할 경우, 무

엇이 중산층 주부들의 풍부하고 건강한 삶을 병들게 하는지를 꼬집어내

고 있다.

「바다여 바다여」(1986)는 어린이 연수의 시점에서 어머니가 남편의

진급을 위하여 상급의 부인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연수

어머니는 연수 아버지의 상관인 국장집으로 방문한 사건과 역할이 역전

되어 남편의 아래 직원의 아내가 찾아온 사건을 함께 배치하였다. 배역

이 바뀌어 똑같이 재연된 상황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혐

오의 감정을 드러내게 하였다.

“나는 그 주근깨 여자를 정말 참을 수 없었다구요. 얕은 제 꾀가 안 들여

다보일 줄 알고 이쪽을 엉터리 비행길 태우다니요. 제 남편이 좋은 데 못 가

는 거는 상관이 원리원칙대로 안해서 그런 것 같이 이야기를 늘어놓는 꼴을

보자니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다구요, 두 번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여

자라구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어머니는 그 말을 세 번 네 번 되풀이했는데 목소리는 차츰 잦아들어 무

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었다. 얼마 전부터 어머니가 참을 수 없어

하는 이는 다름 아닌 어머니 자신이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 연수는 살그머

니 몸을 일으켜 방을 빠져나왔다.100)

100) 「바다여 바다여」,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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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목에서 여자 손님에 대한 불만은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화살이

돌려지면서 허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연수 어머니는 자신의 내부에

서 위선적인 면을 여자 손님이라는 외부에 투사한 것이며 그녀와의 명확

한 경계를 긋는 사실로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이다. 김향숙

은 본성을 위배하는 삶에는 자기소외가 따라오게 되기 마련이며 인정하

고 싶지 않은 자기모순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함으로 부조리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든다. 여자 손님은 연수 어머니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로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자신과 닮아있는 여자 손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

은 결국 자기혐오인 것이다.

「환절기 소묘」(1988)에서는 중산층의 부부동반 사교모임에서 아내와

남편, 이익 관계가 얽힌 사람 사이에서 유발된 긴장을 세밀히 묘사하고

있다. 여성 인물들은 누구의 아내라는 형식으로 명명되어 있으며, 모임은

남성 위주로 흘러간다. 회장의 아들이자 장사꾼인 이정우, 대학에서 선생

과 행정을 겸하는 임윤학, 한직으로 발령이 난 신무현, 납품업자로 성공

한 김기표 등 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각자 자신의 정

치적 입장과 위치가 있다. 그러나 아내의 역할에 대한 견해에서는 ‘남편

의 출세와 아이들 뒷바라지’(173)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아내

의 내조에는 남편의 동기들, 후배들, 윗사람의 부인들에게 성심을 다해야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남편의 진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중편의 짧지 않은 분량에서 대화와 심리묘사가 주를 이루며 신무현 아내

의 남편에 대한 반발적인 행동과 신무현이 아내의 뺨을 후려치는 결말이

돌출되어 있다.

「비어 있는 방」(1992)의 주인공인 중년의 중산층 가정주부 경윤은

아버지를 참을 수 없다며 미국에서 혼자 힘으로 공부하는 아들과 하숙집

으로 나간 딸를 두고 있다. 경윤은 ‘유배지에 버려진 느낌’을 가지고 있

으며 남편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원한다. 마지막 대목에서 바다를

헤엄치는 꿈을 꾸면서 포기할 수 없는 어떠한 욕망을 표출하는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꿈속에서 경윤씨는 무엇에 홀린 듯이 옷을 벗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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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속으로 뛰어든다. 그녀는 섬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파도가 드세어지고

물안개가 앞을 가려서 점점 어려워짐에도 그녀는 결코 섬에 가는 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그녀는 섬에 가지 못하고 꿈에서 깨어나 일

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설정에서 ‘바다’의 의미는 중요하다.

‘바다’는 김향숙 소설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 중의 하나이다. 이는 김

향숙의 고향이 부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바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품

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바다의 선물」 외 「바

다여 바다여」, 「잠들지 않는 바다」, 「침묵의 바다」 등 제목에서 ‘바

다’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타 작품 속에서도 바다

를 자주 언급한다. 특히 「바다여 바다여」에서 바다의 상징이 도드라지

는데 앞부분에서 주인공 옆집의 누군가가 ‘바다로 가자’라는 노래를 부르

는 장면이 있었고 결말에서 다시 주인공에 의해 바다가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 김향숙의 「섬인 가정과 바다인 사회」라는 에세이는 김향숙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바다’ 모티프가 지닌 의미를 가늠해볼 만

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가정과 그 곳의 구심점인 주부가 사회라는 큰 바

다와 빈번한 왕래가 없는 섬으로 남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의 고

립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101) 즉 바다는 사회를 의미하며 주부는 가정의

구심점이기에 바다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여성의 공

적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가족 중심주의와 출세주의적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중산층 가정주부들

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사실은 새삼 반복하여 설명할 필요 없

이 수많은 연구에서 누차 언급되어왔다. 공적 활동이 제한되었던 주부들

은 흔히 자녀들의 교육, 결혼, 출세 등에 열중하는 일로 위기를 넘기곤

하였다. 자녀들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며 자녀들의 삶을 제2의 인생으

로 자신이 이루어내지 못한 한을 의탁하는 것이다. 김향숙 작가 또한 중

산층 가정주부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에 그 속의 문제점을 더욱

생생하게 소설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어 있는 방」에 등

장하는 딸 문영은 부모세대에 대한 반발심이 있는 대학교 2학년생인데

101) 김향숙, 「섬인 가정과 바다인 사회」, 『메마른 삶의 간이역에서』, 東海,
1990,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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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엄마와의 대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 인물 유형은

김향숙의 80년대 소설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세세히 살

펴볼 것이다.

김향숙의 80년대 소설에서 운동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다

수 등장한다. 1980년대는 ‘냉전적 군사독재체제’와 ‘민주주의 세력’ 사이

의 투쟁이 근본적인 사회적 상황이었으며102) 1987년 6월항쟁을 변환점으

로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1970년대 후반부터

‘운동권’이라는 대학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대항문화로 의미화되었다.

김향숙은 운동권 자녀와 부모 사이의 세대갈등을 통하여 젊은 대학생들

의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치열한 ‘저항의식’103)이라는 주제를 다루

고 있다. 특히 중산층 가정의 데모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빌려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정부·부모 등 기존의 권위에 대하여 위반을 시도

하는 청년상을 형상화하였다. 대학 안에서 경찰과 학도호국단의 감시를

피하면서 진행되었던 학생운동을 김향숙은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간접적

으로 대학생들의 저항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대학생들이 공

부를 중단하고 노동자의 삶을 실천하는 학출 노동자도104) 적극 조명되고

있다.

「동시대인」(1988)은 ‘밥집 아줌마와 열사 아들’, ‘중늙은이와 데모하

는 대학생 아들’, ‘전직 경찰관과 투신자살한 아들’ 등 시대 현실을 괴로

워하며 투쟁하는 자식을 둔 부모세대를 한 장소에 배치함으로 결국 ‘동

시대인’의 엇비슷한 모습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사실을 암시한다. 운동권

자식을 둔 부모의 공통된 한탄은 ‘우리 아이가 변했다’는 것이다. 「동시

대인」의 도입부에서도 이러한 장면으로 시작된다. ‘원래는 부모 속썩이

는 일 없는 착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마음 졸이는 가족의 심정을 전혀 헤

아려주지 않는다’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끓는 심정을 토로한다. 이처럼

102) 방민호,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 예옥, 2018.11.21. 276면.
103) 송재영, 「역사적 삶의 재인식-김향숙 소설집 『종이로 만든 집』」, 『문학과
비평』, 1989 겨울.

104) 학출 노동자 관련 참고할 것. (오하나, 『학출: 80년대, 공장으로 간 대학생
들』, 이매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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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만든 집』에서 등장하는 부모들도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익숙

한 모습을 하고 있다. 대학 입학 뒤 “의식화”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지

배적 세계관과 “급격한 단절”을 겪으면서105) 과거의 자신이 수용해온 부

모, 교사와 같은 권위를 부정하는 대학생들은 가정의 불화와 파장을 일

으키게 된다.

「종이로 만든 집」(1989)은 중산층 가정주부 영옥씨와 데모하다가 집

에 돌아온 딸 우혜가 겪게 되는 모녀갈등106)을 다루고 있다. 우혜는 ‘사

회적 실천의 주체로 재정립하지 못한 정신적 고통’107)을 어머니에게 비

난을 쏟아내는 표현 방식을 택하고 있다. 명문 대학에 다니는 자랑스러

운 딸이 ‘다른 일(데모)에 한눈 팔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여 나중에 전문

가의 삶을 살아가기 기원했던 터라 갑자기 나타난 딸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던 것이다. 영옥씨는 딸이 명문대 학생이 되는 것을 최상의 목표

로 여기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극성으로 뒷바라지하였다. 이는 당시

대표적인 ‘중산층 가정주부’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 중요한 계층으로 부상되면서 중산층

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표상하는 ‘소비주체자 주부’가 등장한다.108) 물질

적인 소비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산층의 계층상승 욕망을 담지한 주체로

도 성립되었다. 계층상승의 사다리로 교육만큼 수월한 수단은 없었으며

이는 중산층 주부들 사이에서 자녀교육열을 증폭시켰다. 산업화가 가속

화됨에 따라 여성 교육도 증가 추세를 형성하였으나 여성 취업률은 매우

낮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족주의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여성상

에서 새로운 여성상 사이의 과도기적 양상이며 전통적 여성상에 대한 어

느 정도의 수용과 일정 부분의 거부를 표시한다. 따라서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독립과 자유는 스스로 인식한 경우에만 성취 가능한 것으로 인지

되었다. 이는 중산층 주부가 ‘딸’을 전문직업인으로 키우려는 욕망을 불

러일으켰다.109)

105) 『오빠는 필요없다』, 80면.
106) 김향숙의 작품세계에서 모녀관계는 꾸준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107) 황광수, 「90년대의 징후와 두 소설집」, 『창작과비평』18(3), 1990.9.
108) 오자은, 「무엇이 중산층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가? -70~80년대 중산층
여성 소설들을 중심으로」, 『문학과학』 통권 제95호, 문학과학사, 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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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씨도 이러한 이미지와 정확히 부합되는 중산층 주부로 딸의 교육

에 극성인 어머니다. 그러나 딸과 친구 같은 사이 좋던 모녀 관계가 딸

이 대학생이 되고 금이 가기 시작한다. 딸은 갑자기 수업을 빼먹고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 엄마한테 비아냥거림과 원망의 말을 던지고 남의 눈과

귀를 의식하는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거침없이 비난한다. 데모하는

학생이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을 경우 더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딸

이라는 이유로 가정에서조차 정치적 주체로 완전히 가시화’110)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세상에, 영옥씨의 벌려진 입은 닫히지 못했다. 수웨터 소매자락 안의 팔뚝

에 소름마저 돋고 있었다. 우혜가 아니었던가, 여느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도 달라 진, 어깨까지 늘어뜨려졌던 머리칼은 사내아이의 것처럼 잘라 놓았

고 그것보다 더욱 끔찍했던 것은 딸의 표정이었다. 영옥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적대감과 두려움, 그리고 비웃음, 걷잡기 힘든 격정

이 뒤섞인 우혜의 두 눈을 차마 맞바라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딸의

눈은 이미 총알이 되어 영옥씨의 가슴에 박혀든 터였다.

“엄마 눈에 …… 제가 마치 괴물처럼 비춰든 것 같은데요.”

(생략) 어둠 속에서도 딸의 두 눈은 이상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먹이를 찾

아 오래 헤매다 마지막 포획물을 겨냥하고 있는 짐승의 눈과도 흡사했다. 영

옥씨는 한걸음 뒤로 물러섰고 우혜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무엇 때문인지

흥, 코웃음을 쳤다. 111)

위 인용문에서 변모된 딸의 모습이 엄마의 눈에 괴물/짐승으로 비춰지

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가라앉는

섬」112)에서는 공부에 전념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딸이 운동권 활동으

109) 서우선은 1970~80년대 ‘피아노 붐’ 현상을 중산층 여성의 교육열로 파악하였다.
당시의 여성중심의 “피아노문화”가 ‘신분 상징성’ 요인보다는 어린이 정서교육의
일환으로 음악‘교육’이라는 의미가 주된 목적이었다. (서우선, 「1970~80년대 ‘피
아노 붐’의 소비주체로서 중산층 여성의 정체성 연구」, 『한국음악사학보』40,
한국음악사학회, 2008.6.30.)

110)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데모하는 딸들-1980년대 김향숙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45, 2015.4, 425면.

111) 『종이로 만든 집』,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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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찰에 수감되어 성고문을 겪게 되고 이 사실은 세상에 폭로된다. 그

후 집에 돌아온 딸에 대하여 엄마는 ‘괴물’처럼 느끼며 딸에 대한 낯선

감정을 느낀다. 기존 질서에 위반하는 인물들에게는 더러움과 혐오의 감

정이 쉽게 들러붙는다. 그들은 단순히 경계 바깥으로 밀려나거나 외부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신성한 이

곳과는 구별되는 더러운 저곳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리

스테바의 아브젝트 개념이 잘 알려주다시피 실상 우리가 배척하고 혐오

시하는 것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는 사실이

다.113)

우혜와 같은 ‘반란을 꿈꾸는 젊은 영혼’은 인애, 원조, 민재도 있었는

데, 『종이로 만든 집』에 묶인 4편의 중편 소설은 각기 우혜, 인애, 원

조, 민재 등 네 명의 주인공들을 내세우고 있어서 동시대의 상황에서 대

학생들의 각각의 상이한 경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들은 대학교로 진학하

고 대학의 불구성과 더불어 자기만을 주체로 여기며 살았던 과거의 삶을

부정한다. 과거에는 ‘모범의 교과서’라고 불리던 자녀들이 불과 1~2년 사

이에 명문대를 그만두고 부모의 의사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한다.

「얼음벽의 풀」(1989)에서는 학출 노동자 인애의 경험을 담고 있

다.114) 인애는 여대생 출신의 여공으로 공장에서 시다로 일하고 있는데

일솜씨가 서툴러 미싱을 탈 수 없는 정도다. 공장에서 청년들이 인애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인애의 어깨로 팔을 뻗으며 느물대듯 웃고’, ‘낄

낄대며 웃는’ 등 무례하게 대한다. 당시 여공은 사회적으로 무시와 차별

을 받아야 했는데, 이는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밖에 나

와 일을 한다는 사실은 여성성의 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송재영은115) 흔들림 없는 자세로 민중적 삶과 동화되어 가는 인애와

112) “「가라앉는 섬」에는 어머니와 딸의 갈등, 가부장적 남편과 희생적 아내의 갈
등, 개인과 권력구조의 갈등, 3중의 갈등구조가 중첩되고 있으며 권력구조로부터
소외되고 파편화된 자아의 복잡다단한 의식의 분열상을 집요하게 천착하고 있
다.” (송명희, 「최근 여성 해방 소설의 흐름」, 『문학과 성의 이데올로기』, 새
미 1994.)

113) 김선하, 『아브젝시옹과 성스러움』, 늘봄, 2021, 71면.
114) 이한나, 「1980년대 학출 여성 노동자의 ‘도덕’과 연애 감정: 김향숙, 「얼음벽
의 풀」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77, 동악어문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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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저항적으로 비쳐온 우혜가 선을 봐서 결혼하고, 위장취업자인 유정

화는 ‘현장에 나오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고 느끼는 이러한

변모되는 인물의 설정에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다. 반면,

황광수116)는 유정화와 인애 사이의 차이는 ‘노동을 방편으로 선택하는

것과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의 차이’라고 파악한다.

인애는 불현듯 넌 너 자신을 착취당해 온 계급의 일원이라고 여기는가 하

는 물음에 붙들렸다. 지금은 분명 그러하다. 인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를

떠남으로써, 가족과 결별함으로써 알몸인 채 삶을 시작한다는 무섭기조차 한

자유로움을 맛보았질 않았던가. 의식하면서이건 그렇지 못하건 부도덕함을 호

흡할 수밖에 없는 집단으로부터의 일탈이야말로 도덕적 삶을 향한 첫걸음으

로 여겨진 것이었다. 도덕적 삶을 향한 희구는 인애안의 가장 강렬한 바램중

의 하나였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대학생이 되면서 파악하게 된 이 시대의 정

치적 현실이 너무나 뒤죽박죽으로 엉키어 있었음에 기인한 것임에 틀림없었

다. 제자리 매김을 해놓아야 한다는 열망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117)

위 인용문은 인애가 대학에서 나와 공장에서 일하게 된 이유를 서술한

대목이다. 변절자란 말을 듣기 싫어서 공장으로 나온 유정화와 달리 인

애는 세상의 변화를 꿈꾸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내려놓고 노동

자의 일터로 뛰어든다. 기존의 부모와 학교라는 보호망에서 벗어난 알몸

인 삶을 자유로움으로 느끼기도 하고 몸은 피곤하지만 생기있는 삶을 살

아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유정화는 인애와 상반되는 경험을 겪으면서

고단한 노동자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여 하루하루 메말라 가는 삶을 살아

간다. 자기 한 몸 편하려고 자신이 속했던 부조리한 세계로 돌아간다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그쪽을 향하고 있다.

김향숙은 노년층, 중산층 주부, 대학생과 같은 사회의 중심보다는 주변

에 가까운 인물들이 사회적 소외와 자기 소외를 극복하고 생생한 삶을

115) 송재영, 「역사적 삶의 재인식-김향숙 소설집 『종이로 만든 집』」, 『문학과
비평』, 1989 겨울.

116) 황광수, 「90년대의 징후와 두 소설집」, 『창작과비평』18(3), 1990.9.
117) 「얼음벽의 풀」, 『종이로 만든 집』, 114면.



- 47 -

영위해 나가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포착하였다. 일상과의 단절을 경험

하게 하는 ‘나이’에 의한 사회적 소외에서 늙어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

는 문제이며 시간과 공간이 좁혀져 가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밝혔다. 그

리고 자기 본연의 모습을 어기면서 주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중산

층 주부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정체성 위기를 넘어서서 자신을 고립하

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위에 도

전하는 데모하는 대학생 중에서도 사회적 실천의 주체로 재정립하지 못

한 인물들을 형상화하여 경계선에 있는 존재들의 반란을 그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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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과 경계 흐리기

3.1 가정과 사회 사이에서 균형 잡기

김향숙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

1990년대는 여성 작가군의 출현118)과 한국문학(장)에서 페미니즘의 부

상119)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김향숙의 관심이 유행에 따라 생겨난 우연

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향숙의 작품에서 여성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

품은 『떠나가는 노래』120)(1985.10~1986)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전부

터 ‘자기 상실을 두려워하며 자아실현의 출구를 찾는’121) 여성상은 꾸준

히 등장하였다. 예컨대 앞에서 자세히 서술된 70-80년대의 ‘여대생’과 ‘중

산층 여성’이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발현 양상에서 다소 차이가 생겼으

며 그 변모 양상을 살펴보면 정확히 전과 후로 단절시켜버릴 수 없으나,

대체로 1990년을 기준점으로 초기 작품에서는 방황하고 모색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해 후기 작품에서는 명확한 목표와 추구

를 설정하고 ‘자기의 일’을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간다는 변화가 있

118) 방민호의 관점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1세대는 근대 문학 초창기의 김명순, 나
혜석, 김일엽 등, 2세대는 1930년대에 이르러 나타났던 강경애, 백신애, 박화성,
장덕조, 이선희, 김말봉, 임옥인, 최정희, 지하련 등 작가들, 3세대는 1950년대에
이르러 나타난 강신재, 박경리, 정연희, 한무숙, 한말숙 등의 작가군을 지칭한다.
이 세 차례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1990년대에 출현한 여성 작가군은 먼저 그
규모와 지속성 면에서 여타의 시대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방민호, 『문학사의 비
평적 탐구』, 예옥, 2018.11.21. 276면.)

119) 덧붙여 여성문학을 ‘1990년대의 특징이며 주류적 경향으로 이해하는 것은 여성
작가의 약진에 바탕한 작가론의 차원에서 구성되었다고 보는 편’이 온당하며 ‘여
성문학 관련 논의가 주류 담론의 비평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했다기보다 필요에
따라 호출된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에 대한 지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서영
인, 「1990년대 문학 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문학은 위험하다』, 민음사,
2019.5.17. 77면.)

120) 『떠나가는 노래』에 관한 논문은 이유식, 「여권주의 소설의 한 시범작 -
「떠나가는 노래」의 세계」, 『현대문학』, 1991.12; 김양선, 「여성작가들의 장
편소설에 나타난 새 경향」, 『창작과비평』20(2), 1992.6 등이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짧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121) 김병익, 「중산층적 삶의 반성과 자기 실현의 페미니즘」, 『그림자 도시』 해
설, 3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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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우선 1990년대라는 시대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1990년대는 ‘신세대 여성’, ‘신세대 주부’, ‘미시족’, ‘커리어 우먼’

과 같은 여성 주체상이 새롭게 등장하고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시기이기도 하였다.122) 대부분 분야에서 여

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과거 남성에 의해 독점되었던

직종에서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반대로 여성들이 담당해

왔던 영역에도 남성이 진출하게 되었다. 특히 사무직 종사자, 고급 의료

인력, 학교 교사 등 영역에서 여성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123) ‘자아실

현병이 유행’124)한다고 비유될 정도로 당시 여성들은 자신의 고유성과

자아 성취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며 1990년대에 자기계발서가 인기를

끌었고 대부분 독자가 여성이라는 사실125)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경제

적 호황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자발적인 예속’126)을 유도하는

사회체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비판의 소리도 무시할 수 없지만, 여전히

여성의 ‘남성 직책’으로의 진출은 성별 분업의 고정관념을 수정했다는 점

에서 유의미하다. 반면, 자녀양육·가사노동이라는 ‘여성의 일’에 대한 분

담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성의 삶에서 ‘가정’과 ‘사회’ 사이의 균형

잡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여자가 경제적 자립을 획득하

고, 진정한 목적에 자기를 투입해 매개를 거치지 않고 공동체를 향하여

122) 엄혜진,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자기계발 담론에 나타난 여성 주체성과 젠
더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박사), 2015.2.

123)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홍두승, 『한국의 중산
층』,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74면. 참고.

124) 김향숙, 「ㅎ아파트의 세라」, 『그림자 도시』, 272면.
125) 엄혜진,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자기계발 담론에 나타난 여성 주체성과 젠
더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박사), 2015.2.

126) 70~80년대의 경제 발전과 사회 인식의 성장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자아계발과
사회 진출이 권장되었고, 비록 ‘슈퍼 우먼 콤플렉스’와 같이 신자유주의적 생존주
의에 사로잡힌 여성 종속성을 예비하는 새로운 여성 억압 기제들이 등장하긴 했
지만 페미니즘의 전통적 의제로서 공적 영역에서의 ‘여권 신장’요구는 그 성과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한국 영화를 통해 본 포스
트페미니즘과 그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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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초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27) 공적 영역으로

의 진출 즉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의 일’을 가지는 것과 여성의 해방과

자유 사이의 관계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전통적 의제라고 할 수 있다.

맑스와 엥겔스의 이론에서 ‘여성의 공적 노동에의 참여와 가사노동의 사

회화’128)라는 기본명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일’ 즉 여성 노동권의 문제와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일 사이의 갈등

은 오래도록 제기되어왔던 문제지만 여전히 시의성을 잃지 않았으며 여

성의 고투를 촉구한다. 김향숙은 작품 초기부터 여성의 자아실현 욕망을

작품 곳곳에 반영하면서 주체적 삶을 영위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

정에서 벌어지는 균열과 갈등을 형상화하였다.

전문대 강의와 대학원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우혜 (「우혜 이야기」),

영어 과외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혜신(「그림자 도시」), 놀이방에서 근무

하는 이정원(『문 없는 나라』), 옷 만드는 일을 하는 윤진경 (『벚꽃나

무 아래』) 등 김향숙 소설에서 공부하는 여성(학위를 받거나, 글을 쓰거

나)과 자기 꿈을 찾는 여성들이 많다.129) 누군가의 ‘딸’, ‘애인’, ‘아내’, ‘엄

마’가 아닌 여성 개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존적 고민을 하고 더욱이

는 ‘아내이고 어머니이면서도 나 자신이고 싶은’130) 그 사이의 적절한 균

형을 잡아가려는 욕망을 품고 있다. 전통적인 중산층 여성성이 사적인

영역에서의 결혼을 통하여 ‘성공’을 가능케 했다면 신자유주의적 여성성

은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역할도 중요시하였

다.131)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취업 과정에서의 성차별은 은밀한 방식

으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남녀 고용 평등법’132)이 제정된

127) 한정숙 외, 『여성주의 고전을 읽는다』, 한길사, 2018. 308면.
128) 미셀 바렛, 매리 매킨토시, 김혜경 옮김,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여성사,
1994.3.5. (「책을 옮기면서」, 6면.)

129) 외국에서 학위를 받지 못하여 고민하는 경자(「모래 위의 시간」), 그리고 주변
적 인물에서 학위를 받은 여성들이 자주 거론된다.

130) 김향숙, 「내면의 지하실까지 함께」, 『월간 샘터』21(06), 샘터사, 1990.6.
131)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83, 문화과학사, 2015. 39면.

132) 그 맥락을 살펴보면 1976년 5월 은행의 여행원 ‘결혼퇴직제’의 폐지까지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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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4개 대기업이 차별 광고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물은 뒤로는 공공연한

차별은 많이 줄었지만, 전문 인력으로 여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여성에게는 하위직이거나 주변적인 일자리만 제시하였

다.133) 「수레바퀴 속에서」(1988)는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

품은 아니지만, 전환기 삶의 풍속도를 그려내면서 여성의 직업문제에 대

한 사실적인 묘사도 은연중에 함께 밝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병원 검사실을 배경으로 의료기기 판매 업체와 병원 사이의 거래 과정을

그려낸 이 작품은 적지 않은 등장인물 사이의 얼기설기 얽힌 이해관계를

차분히 전개해 나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풍조’를 드러

내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등장인물 중에서 주요 직책을 맡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남성이고 새로 전임해온 이영혜만

‘여의사’라는 설정이다.

그여자는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믿고 있을

터였다. 웬만한 곳은 첫째 조건으로 남자여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관

례가 아니었던가. 업자 입장으로서도 남자선생이 좋은 것이다. 아직까지 세상

은 남자들의 무대인 셈이었다. 그 여자는 이제야 그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는 것이리라. 소위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일급의 종합병원에서의 수련기간까

지는 그 점을 첨예하게 느낄 겨를이 없었을 터였다. 그러나 죽음의 대기소 역

할 벗어나지 못하는 이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깨우치게 된

것이리라.134)

올라갈 수 있다. 이는 여성 노동사에서 성차별적 정년·퇴직을 비판하고 여성 노
동권을 주장한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그 후 여타 직종까지 영향력이 파급되었다.
결국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정한 성
과를 이루었으나 여성의 노동권 침해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1998
년 IMF의 여파로 결혼·임신 퇴직제가 새롭게 부활하였으며 기혼 여성이 우선적
으로 정리해고되었다. (『20세기 여성사건사』, 214면. 참조.)

133) 여성에게 주어지는 비정규적, 임시 고용 등 취업 환경은 여전히 저학력, 저연
령, 미혼 여성을 선호했으며 그 주된 원인은 ‘노동 통제’와 ‘노동 조합 조직력 약
화’를 위함이었다. (정양희, 「바늘 구멍 찾기보다 함께 신작로를」, 『껍데기를
벗고서3-여대생편』, 동녘, 1992. 참조.)

134) 「수레바퀴 속에서」,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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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거느린다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다. (…)백화점으로 쇼핑을 가 한두

시간 늦기를 예사로 할뿐더러 틈만 나면 전화통을 붙들고는 온갖 가사처리로

바쁘기 일쑤다. 야근들엔 아예 내 몰라라이면서 산전산후 휴가가 너무 자주

닥쳐 남자들만 죽어나는 형편이다. 또 기막히는 것은 그런 자신들이 끼치는

나쁜 점은 수긍하지 않고 여자이기 때문에 진급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피해

의식은 하늘에까지 닿을 지경이다. 앞으로는 여자는 전체 인원의 몇 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135)

위 인용문에서 ‘남자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 것이 관례’라는 대목은

당시 성차별적 취업 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자이기 때문에 진급’이

어렵다는 직장 내 여성들의 여성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성은 직장

의 ‘꽃’으로 결혼하면 직장은 당연히 그만두게 되는 ‘결혼 퇴직제’의 관념

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의 독립은 자기 일을

가진다거나 경제적 독립을 한다거나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자연스럽

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영혜가 작품에서 등장하는 대목은 많

지 않지만 ‘가정’과 ‘직장’의 일 중에서 어느 하나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의 통화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은 인상적이다. 집안에서는 ‘자신이

번다하여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얘길 듣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직장에서

는 아직 ‘직무상 여성을 상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적

응해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녁 늦게까지 회

식을 한다거나, 술자리 문화 등은 여성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의 연장이며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작품은 세 개 부

분으로 나뉘었는데 제3부분에서는 살롱에서 아가씨와 술과 함께 일적인

얘기를 나누는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남성 중심적인 직장 문

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배경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70, 80년대에도 여성의 공적 활동이 증가된 시기였으며 산업역군으

로 여성들이 국가에 의해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 출신으로 공장

에서 시다 생활을 하는 여공들이 많았는데, ‘공순이’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의 ‘자아실현’의 여성상과는 확연히 다르며 집안 생활비

135) 「수레바퀴 속에서」, 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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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하고 집안 남성(오빠/동생)의 학비 마련을 위하여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향숙은 본격적으로 여성 문제를 다룬 첫 소설 「떠나가

는 노래」에서 여공 ‘혜옥’을 형상화한 적이 있다.

1985년, 1986년을 거쳐 발표된 「떠나가는 노래」136)는 1990년 11월부

터 1991년 11월까지 『현대문학』에 다시 연재되었고 그 후 장편소설로

출간되기까지 한다. 별도의 ‘여성 문학’을 설정하는 것을 경계했던 당시

문학계의 분위기 속에서 한 여성의 성차별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이 소설

은 문학적 혹은 예술적 성과를 논의하기 전에 소재적인 차원부터 불합격

이며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

문학’이 특징으로 꼽힐 만큼 별도의 ‘여성문학’이 가능해지면서 재조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떠나가는 노래』는 김향숙의 90년대 ‘여성 문

제’를 천착하는 소설들의 시작점으로 90년대 소설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작가가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일관된 세계관과

문제의식을 보아낼 수 있는 참조점이 될 수 있겠다.

『떠나가는 노래』는 빈민촌 출신 한 여성의 유년기(14세)부터 중년

(40대 초반)에 이르는 인생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녀가 겪은 성차별을 드

러내고 있다.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이 소설은 기타 단편소설보다 박진

감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여성 주인공 혜옥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자의식을 지닌 인물이

라는 점은 특기할 만하고, 이러한 인물의 성격은 김향숙 소설 세계에서

매우 낯익은 것이다. 어린 나이에 단연 집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의 독립성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지니고 있지만, 가족주의 가치관과 충

돌하면서 실패하고 만다. 초반의 ‘가출’이 지녔던 여성 해방적 의미는 희

석되고 여성의 억압을 고발하는 차원에 머무르게 되는 이러한 결말 처리

에 대하여 작가 자신도 아쉬움을 표하였으나137) 역설적으로 자신의 욕망

136) 「떠나가는 노래」(『마당』, 1985.10), 「떠나가는 노래2」(『문학의 시대』, 1986.),
「떠나가는 노래3」(『현대문학』, 1986.1), 「떠나가는 노래4」(『세계의 문학』, 1986.

봄.).
137) 『떠나가는 노래』는 작가가 가장 아끼는 작품이었다고 한다. 결말 부분에서
독립적인 삶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사회현실에서 어
쩔 수 없이 주저앉고 마는 여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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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의 불가항력을 나타내는 지점

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살아야하는 것일까. 아니면 원하는 일을 찾아 스

스로를 위해 살아야하는 것일까’138)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도 어떤 일을 원하는지, 이대로가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구체

적인 대안은 없이 막연하기만 하다. 여성에게 주어진 가혹한 환경은 상

상력을 제한하고 더 나은 삶을 가늠하는 일조차 어렵게 만든다. ‘여성은

왜 기꺼이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맡으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여성이

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과 위치를 고려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의 권

력과 무력함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한 것이다.139) 예컨대 남동

생의 결혼 상대에 대한 혜옥의 발언에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날

로 남자 집 사람이 되는 건데’, ‘여자애의 며느리 노릇이 형편없을 것만

같아’ 등 가부장적 성 역할의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

을 보인다. 혜옥은 그동안 몸은 ‘집 밖’이지만 전통적인 가정 내 역할을

누구보다 충실히 해냈다. 남동생에 대한 뒷바라지가 단적인 예시일 것이

다. 작품에서는 오빠의 고시시험을 위하여 돈을 대주는 영분언니도 등장

하는데 그들은 딸이라는 이유로 집안의 다른 남성(남동생/오빠)의 학비

를 담당하였으며 이를 ‘당연하게’ 여겼다.140) 결혼 후 혜옥은 공장 시다

혔다. ‘여성이 자신의 자아를 지킨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했고 이 글을 쓰면서 나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사회에 대
한 분노가 나타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성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은 처
음인데 여성작가들의 경우 누구나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중심이 흔들려 첫 작
품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도 그렇고
요.’ (윤양국, 「세밀한 개인심리 묘사 통해 ‘사회화된 심리’ 추구. 김향숙」, 서울
대학교 대학신문사, 1993.11.22.)

138) 『떠나가는 노래』, 93면.
139) “자유주의, 급진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모두 가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는 비판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 중 아무도 가족이 제기하고 있
는 문제들을 진정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여성들이 왜 기꺼이 아내와 엄마
역할을 맡으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좀 더 세밀하게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입장들의 범위와 각각의 입장에 주어진 권력과 무력함의 정도 간의 관계들
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 필요하다.” (조주현, 「낭만적인 사랑과 결혼이라는 이데
올로기」,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현실문화연구, 1995.11.15.)

140) “여성들이 자신의 생활 개척이나 자아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생계비를
대기 위해서라는 이유 외에도), 오빠나 동생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공장노동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정현백, 「여성노동자의 의식과 노동세계: 1970년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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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가정의 재생산 노동을 겸행하였다. 하층민 계급의 여성에게 사회

는 이중적 노동(사회적 노동, 가정 내의 재생산 노동)을 요구해왔던 것이

다. 여성의 삶의 궤적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심리적으로 다양한 측

면의 요소가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작용한다.141) 따라서 계급적 차이,

교육수준, 안정적인 수입 등 여성 간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떠나가는 노래』와는 달리 『문 없는 나라』, 『그림자 도시』에서

는 ‘중산층 여성’의 삶에 주목하고 있다. 소설집 『그림자 도시』에서는

결혼문제, 결혼생활, 아이 교육문제 등 소재가 다양하지만 자아상실을 두

려워하는 여성상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문 없는 나라』에

서는 유복한 중산층 집안에서 성장한 인텔리 이혼녀와 가난한 첩의 아들

로 일찍 노동판에 뛰어든 노동자의 결혼을 매개로 가정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중층적으로 나타나는 계층 갈등과 젠더 갈등을 다루고 있다.

『문 없는 나라』는 독립적인 구성을 갖춘 6편의 단편으로 (「상처」,

「안개의 덫」, 「문 없는 나라」,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길찾

기」, 「갇힌 물의 꿈」, 「새벽 편지」) 볼 수도 있고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연작 장편소설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 대한 평가에서 ‘계층 갈등’과

‘여성 정체성 서사’는 누차 언급되어왔다.142) 김명환143)은 정원과 인준

자 수기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운동과 노동지문화』, 한길사, 1991. 412면.)
141) 교차성 이론은 여성의 경험과 정체성을 집단적인 역사적 경험- 예컨대 흑인여
성의 경우에는 노예제, 제3세계 여성의 경우에는 식민주의 경험-에 따라 구분하
면서, 그러한 차이에 대한 이해 위에서 여성이 새롭게 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안한다. (홍찬숙, 「‘차이’를 보는 관점의 차이: 교차성 이론과 탈근대 페미니즘
비교 및 그를 통해 도출되는 이론적 문제」, 한국여성철학 34, 한국여성철학회,
2020.11, 67-104.)

142) 서로 다른 계층의 정원과 준구가 결혼함으로써 생겨난 계층갈등과 모계로 이어
지는 정원 어머니 – 정원 – 예인의 의식의 편차에서 발생한 세대 갈등을 두 개
의 축으로 갈등구조가 이루어졌다. 정원 어머니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와 중산층
의 가족 이기주의는 정원의 자각과 단절을 거쳐서 다음 예인 세대로 향하는 새로
운 여성상을 형성한다. 여기서 정원이가 과거의 인습과 단절하는 행위가 결정적
인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이숙자, 「김향숙 소설 문 없는 나라의 인물
정체성 연구」, 순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12, 17면.)
김지현, 「한국 현대 여성문학 연구: 1980년대 이후 여성작가 소설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여자대학 대학원, 1991.;
서민자, 「1980년대 한국 여성소설의 자기 정체성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
원: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93. 등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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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결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며 노동운동에 대한 묘사의 비

현실성을 한계로 짚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관적 관점’이 앞서는 것에

서 비롯되었으며 ‘현실주의(리얼리즘)의 성취 정도’에 직결된다고 하였다.

반면, 박덕규144)는 노정되다시피한 (부부간의 그리고 친정 식구와의) 불

화를 예견하면서도 ‘어색한 살림살이’를 설정해 놓은 이유는 표제 ‘문 없

는 나라’가 암시하듯 통로가 없어 계층 간의 화합이 불가능한 현실을 직

시하려는 작가의 집요한 웅변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층 갈등을 가

시화하고 힘겹게 계층 간 화합의 전망을 제시하였다는 점145)은 특기할

만하다. ‘사랑’과 ‘결혼’의 결합은 산업사회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며 계층

적 편견은 계층 간의 ‘사랑’과 ‘결혼’을 자율적으로 막아냈다. 실제로 한

국 사회에서는 연애결혼 앞에 부모님의 허락이라는 전제가 붙어서 부모

와 가족의 권위가 계급 내 결혼으로 적절히 유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

다. 여기서 부모의 간섭에서 독립하는 연애결혼을 선호하면서도 한편 결

정에 따르는 책임을 반분하여 부모님에게 돌리는 의존적인 젊은이 상을

보아낼 수 있다.146) 『문 없는 나라』에서도 계층적 편견과 부모의 개입

은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문 없는 나라』 정원 어머니는 정원을 피아니스트로 키우기 위하여

유학 준비를 했었다. 피아노 전공은 중산층 정체성147)과 젠더가 강조되

143) 김명환, 「새로운 차원의 현실대응을 향한 험한 길」, 『문예중앙』, 1991, 봄.
144) 박덕규, 「체제모순의 다층구조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소설」, 『세계의문
학』, 1991, 봄.

145) 김향숙은 한 인터뷰에서 이 작품에 대하여 “이 작품에서 내가 제기한 문제에
결론을 내리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원래 의도대로라면 화해와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결국 결론은 새로운 세대인 예인에게 미
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의 벽을 뛰어넘어 ‘문없는 나
라’의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나의 희망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김
승욱, 「재혼가정에 투영된 계층갈등 –김향숙의 연작장편 ‘문없는 나라’」, 『동
아일보』, 1990.11.29.)

146) 사랑과 결혼의 계층별 결합방식에 대하여 조주현의 「낭만적인 사랑과 결혼이
라는 이데올로기」,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현실문화연구, 1995.11.15. 참고할
것.

147) “1990년에 ‘중산층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는데, 당시의 이러한 중산층 의식
은 상당 부분 소비 자본주의 체제의 진입으로 인한 변화에 영향을 받아 생겨난
‘거품’이었다. 이러한 열풍은 ‘중산층의 삶’을 다룬 소설을 쏟아져나오게 했으며
대개 중산층의 이기주의와 허위의식을 꼬집고 있었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



- 57 -

는 상징적인 징표다. 이는 딸을 상류층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중산층 엄

마의 욕망과 교직되어 있다.148) 이러한 중산층 엄마의 욕망은 딸의 남편

감에 대하여 학력과 직업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는 점에서도 나타

난다. 정원 어머니는 가문의 체면을 유지해줄 수 있는 조건의 남자만이

받아들이고 그 외에는 만나주지도 않는다. 정원의 첫 번째 결혼에서도

엄마는 결정적인 힘을 행사하였는데 상대를 선택하고 결혼뿐 아니라 나

중에 이혼까지 모두 어머니의 뜻이었으며 정원은 그 뜻을 잘 수행해왔

다. 그러나 어머니의 ‘변함없는 모습’에 정원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의

지로 이끌어가고 싶은 치열한 욕구를 강하게’149) 느끼기 시작한다. 노동

자 출신 장준구의 결혼을 결심한 과정에는 엄마에 대한 반항 심리도 한

몫 차지하고 있다. 전남편의 죄목 앞에서 대졸 남자들은 뒷걸음질을 쳤

는데 장준구는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정원은 그 족쇄로부터 벗어나길 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준구와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정원의 가족에서 장준

구에 대한 계급적 편견이 심했던 외부압력과 별개로 가정 내에서 정원과

준구 사이의 부딪힘도 있었다. 정원과 준구 사이에서는 계층갈등과 젠더

갈등이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층적 편견은 상호적이며 계층 상승

의 욕구와 맞닿아 있다. 장준구가 정원과의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원

인은 학출 선도자 박선욱에 대한 열패감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사실

은 정원의 중산층이라는 계급에 대한 선망적 시선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원은 장준구의 거친 행동에 대한 불편함과 음악에 대한 정신적

교류가 단절됨을 느끼며 계급의 벽을 실감한다. 이러한 갈등은 정원이가

책』1980년대편 4권, 인물과사상사, 2003. 202면.)
148) “조혜정은 이 엄마 세대가 한국에서 1960년대 이후 강력하게 추진된 산업화와
도시화를 배경으로 출현한 ‘가정주부’로 자신들을 정의한 중산층 여성들로, 새로
운 계급 정체성에 조응하기 위해 시어머니로 대표된 시골풍의 삶의 방식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여 ”근대성 기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
써 부르디외적 의미에서 문화적 차이를 구축한 세대라고 말한다. 이 세대에게 길
러진 딸의 세대는 1980년대에 대거 대학에 진학하여 민족민주 운동의 깃발 하에
학생 운동에 뛰어든 애국적 남성들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럼으로써 부르주아의
영양처럼 교육받은 딸을 계급 상상의 사다리로 삼으려 했던 엄마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411면.)

149) 「상처」, 『문없는 나라』,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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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극대화된다. 집안일을 소홀히 하게 되

자 장준구는 정원에게 전통적인 여성상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정원에게

가정이라는 공간은 ‘앎과 행(行) 사이의 거리 좁히기’의 가장 확실한 실

전장150)으로 된 것이다.

정원에 의하여 놀이방을 비롯한 돌봄 시설의 중요성과 시설의 부족함

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족에서는 경제적인 원인

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부족하다. 4장 「태어나지 않은 아이

를 위한 길찾기」151)에서는 주로 정원이가 놀이방에서 일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장준구는 놀이방으로 일하러 가는 일에 반대하며 ‘놀이방의 일’

보다 ‘가족을 위한 노동’을 무의식으로 우위에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준구는 모임에서 ‘아내들을 집안에 가두어두는 것이야말로 남자들의

이기심’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정원에게는 남편을 위하여 집에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기를 요구하고 이것이 결혼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여

기서 정원은 운동권 남성의 이중성을 느끼게 된다. 놀이방은 정원에게

개인적인 성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놀이방의 사회적 활성화는

돌봄 노동에 대한 인정 나아가 ‘가족 이데올로기가 독점하고자 하는 그

러한 가치들이 가족 밖에서 이루어질 수’152)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행

사한다. 그리고 이는 여성의 ‘가정’과 ‘사회’ 사이의 균형 잡기에 중요한

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여성이 사회에서 자기 일을 해나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현상에 사

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사방에서

아내들도 대접받아야 된다 떠들어대니까 그 소리에 혹해서는 내 인생이

뭐냐 감상에 빠져든다’153)고 말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러한 익

150) 김향숙, 「내 손으로 여는 운명의 문」, 『이화 100년 대표 에세이: 긴모리 자
진모리』, 미완, 1986.5.30.

151) 김향숙은 「내 노래가 별이면」에서 ‘세계 유명정치인들을 납작하게 기죽여 주
는 이탈리아의 오리아나 팔라치같은 여기자’라고 오리아나 팔라치를 언급한 적이
있다. 1990년대에 오리아나 팔리치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가
대중적 인기를 얻었는데 김향숙의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152)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105면.
153) 「문없는 나라」, 『문없는 나라』,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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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한 대목은 뿌리 깊은 가족 내 성별 분업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나아

가 가정과 사회를 명확히 구분하고 가정은 사적인 공간으로 사회는 공적

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원의 가족

모임에서 여성의 직업과 가사에 대하여 미국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선진

적’인 이모는 디시워시나 오븐의 도움이 있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가사가

있으며 이러한 노동은 모두 여성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성의 가사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낸다.154)

「우혜 이야기」에서는 중산층 여성 우혜가 자신이 원하는 일, 임신

경험, 모성 등 여성으로 살아가는 실존적 고민을 담은 소설이다. 우혜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모교의 시험에 떨어진 후 ㄹ대학에서 박사 과정

을 밟고 있다. 대학원 공부와 강의를 겸행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

나갈 수 있음에 행운을 느끼지만, 혼자만의 시간은 아이에게 떳떳하지

못한 마음으로 연결된다. 여기에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모성

신화와 맞닿아 있다. 그 불편한 심리는 사회적인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

며 아이의 엄마는 전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아이가 정서적인 결핍을 느끼

지 않는다는 등 통념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아에서 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가 자기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어제 산부인과에서 임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터였다. 그러니 어떤 약도 함부

로 먹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우혜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 같은 제

한이 하나의 굴레로 다가왔기에 임신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다. 자신의 몸이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그 느낌 또한

괴로운 것일 뿐이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동안 자신은 정체되고

망가진다고 여겨진 탓이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괴물처럼

만 여겨져 괴로운 우혜였다. 여성지에서 흔히 읽게 되는 아이 엄마가 될 기

쁨에 부푼 여자들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의, 자신에 대한

그 이물스러운 느낌은 얼마나 고약한 것이었을까. 155)

154) 「문없는 나라」, 『문없는 나라』, 119면.
155) 김향숙, 「우혜이야기」, 『물의 여자들』, 문학과지성사,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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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은 우혜가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느낀 감정이다.

우혜는 통념적으로 생각되는 모성과 자신의 임신 경험은 거리가 멀었다.

‘모성은 쌓아가는 것이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156) 그러나 모성에 대한

지나친 신화화는 그와 어긋난 감정은 불허하게 된다. 아이 엄마가 되면

기쁨에 부풀어야 하고 아이를 위하여 자신의 편의 정도는 희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머니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게 된다. ‘가정’과 ‘사회’

의 균형 잡기에서 육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옷 만드는 일을 하는 진경은 일에만 몰두했던

젊은 날의 자신을 후회한다. ‘왜 젊은 날엔 옷이 아이들보다 먼저였을

까’157)라는 대목에서 일과 아이는 여성에게 양자택일의 구태의연한 문제

라는 것을 말해준다. 명인주 또한 성공적인 디자이너이지만 가정의 불화

가 있다. 이처럼 여성은 ‘가정’과 ‘사회’라는 이분법 속에서 사회적 진출

은 가정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일과 아이 중에서 하나는 포기해야만 하

는 상황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끔 사회에서는 여성의 입장과 위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오월」에서는 중산층 여성의 계층상승 욕구와는 반대되는 여

성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자신보다 조건 좋은 남자

와의 결혼을 앞두고 갈등하고 있는 중산층 여성 주인공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과 연인관계를 맺으면서 느끼는 빈부·계급 격차, 그로부터 출발한

자아를 잃을 것 같은 위기의식을 다루고 있다. 결국 상류층 남성의 구애

를 거절하고 그 무엇보다 자아를 지키는 것에 최고 가치를 부여하는 태

도를 지니고 있다. 중산층 미혼 여성 혹은 딸이라는 신분으로 등장할 경

우, 중산층 가정주부와 상반되는 의식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아

낼 수 있다. 중산층 가정주부는 ‘허위의식’의 대명사라면 딸들의 세대는

그에 거부를 표하는 인물들이다.

156) 베티나 뮌히, 이홍경 옮김, 『일이냐 아기냐 아무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여자』,
글담, 2002.

157) 『벚꽃나무 아래』, 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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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도시」의 주인공 혜신은 6년의 외국생활를 마치고 돌아와 변

화된 이곳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인물이다.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정확히 꼬집어 온 작가인데, 이 작품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니 혜정, 영어 회화 수강생들, 윤교수 등 중산층으로 대표되는 주변 인

물들은 혜신과 대조적으로 속물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언니 혜정과 대학

생 조카 미진까지 주식이니 투자니 ‘돈’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했으며

특히 그림을 대하는 태도에서 문화인으로 감상하는 혜신이는 재산 증식

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혜정 언니가 불만스러웠다. 그렇지만 혜정 언니의

말은 현실이었고 자신은 전세금 때문에 난처한 처지인 것이다. 영어 회

화 레슨비로 딸의 바이올린 교습비를 겨우 벌어가는 상황인 것이다. 그

러나 석사학위가 있는 혜신보다 석사학위도 제대로 얻지 못한 미세스 문

이 인척 관계로 시간강사를 하면서 높은 수입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

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은 딸의 바이올린 교육과정에서도 잘 나타나

고 있다. 엄청난 차액을 남기고 제자에게 바이올린을 팔아넘기는 윤교수,

선물 공세로 열성을 보이는 부모들, 고액의 교습비 등 아이의 재능을 키

우려면 경제적인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혜신의 집으로 영어

회화 레슨을 받으러 온 학생은 집구경부터 한다는 사실은 중산층의 소비

는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며 그들의 주거형태는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

다는 것을 설명한다.158) 이처럼 속물적인 현실을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

하던 혜신은 남편의 보직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게 된 결말로 이러한 현

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끝난다.

「여자와 우산」159)(1997)에서는 여대생 기화가 등장한다. 어머니는 기

화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며 빨리 결혼시키지 않고 대학원에도 보내고

유학까지 시켜서 박사를 만들고자 한다. 각별했던 모녀 사이는 기화가

158) 집을 어떻게 꾸며놓고 사는지가 중요해지는 원인은 소비주의와 계층적 정체성
이 상동적이기 때문이다. 소비는 사용적 가치 외에 상징적 가치를 동반하기 때문
에 사회적 지위, 신분 등 징표로 나타나고 있다. 중산층 문화는 중산층이 증가하
면서 향유하는 보유품목과 직업주거형태, 여가활동, 취미생활 등 생활양식에서 즉
중산층의 보편적 문화는 스스로를 비 중산층과 구별짓고 집단 내 동질성을 유지
하고자 하는 중산층의 태도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사회계층과 계급』,
159-160면.)

159) 김향숙 외, 「여자와 우산」, 『예감』, 정민,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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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된 후 어미니와 분리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면서 균열이 생

긴다. 저녁 7시 통금이 있는 집을 벗어나기 위하여 기화는 선을 주선하

는 이웃집 할머니의 제안에 스스로 결혼하겠다고 나선다. 자유를 위하여

결혼을 탈출구로 택하였으나 ‘또 다른 새장 속으로 갇힌 새 한 마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결국 이혼하게 된다. 그러나 순결 이데올로기가

‘이혼한 여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은 새로운 삶에 대한 추구를 불

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자신의 과거를 문제시하지 않을 줄 알았던 남자

친구 정우한테 같은 방식의 발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러한 관념의 뿌

리 깊음을 시사한다. 출산 경험이 있는 이혼녀의 과거를 오점으로 취급

하면서 전남편의 ‘우산’ 아래로의 복귀를 가장 바람직한 선택으로 상정하

는 것은 여성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다.

김향숙의 초기 관심사에서부터 끌고 온 여성의 자유 찾기는 현재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앞으로도 안고 갈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김향숙은

여성의 자유는 결코 결혼을 통하여 실현할 수 없으며 사적/공적 활동 양

자 모두 포기하지 않고도 균형 잡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여성의 권리

를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과 사회를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넘어서 여성의 일로 여겨지던 역할을 사회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경

험을 고정적으로 사유하는 문제적인 방식에 거부를 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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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서 질문하기

김향숙은 80년대에는 주로 갓 성인이 된 대학생을 형상화하기에 기울

였다면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십대’ 후반의 고등학생을 적극적으

로 다루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 각성된 1990년대에서 선두에 섰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소설’이 한국문학(장)에서 하위장르로 등장하였고 문학

계뿐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공유하면서 논란을 일으키며

많은 시선을 집중시켰다.160) 그리고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

아졌으며 ‘교육개혁을 반성한다’(『문학과 사회』, 1998년 겨울호), ‘교육개

혁은 이제부터다’(『창작과비평』,1998년 겨울호)161), ‘왜 지금 문학 교육인

가’(『문예중앙』, 1998년 겨울호) 등 문학계에서의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

졌다. 이어 주요 출판사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부문을 따로 설정하여 독

서 수요에 만족시키고자 호응하기에 나섰다. 1999년 어린이 도서 시리즈

‘문지아이들’의 발간과 2003년 ‘창비 어린이’ 계간지의 창간이 가장 대표

적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촛불 세대’가 등장하여 정치적 주체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욕망을 반영하였다. 기실 그 전부터 청소년

들의 정치 참여적 움직임은 연속적으로 표출되었으나 세간에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전파되거나 아예 묻혀져 버리기도 하였다.162) 청소년의

160) 1998년 YMCA 주최로 제1회 청소년영화제가 개최되었고 ‘십대 영화’가 많이
등장하였다. 1998년 제1회 청소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영차여
중 방송반의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는 담배를 피고 욕설을 하는 등 여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을 꾸밈없이 실감나게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동일한 이유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1997년 십대 남녀들이 스스로 만든 <빨간 마후라> 역시 사회적 물의를 일
으켰다.

161) ‘국민의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와 고등교육개혁’을 주제로 잡고 교육문제의 핵심
을 대학입시와 고등교육으로 판단하였다. 오성숙은 학벌 중심으로 고착된 불평
등한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짚어냈고 이종각은 입시제도
의 다양화를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162) 십대의 정치참여에 주목한 논의에 따르면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
불 집회 당시 청소년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섰다. 그 후 ‘촛불 소녀’는 촛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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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존중해주고 주체성을 인정해주려는 노력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서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경청하고 비청소년 시각으로

이루어진 사회 제도들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기에 합의를 이루었

다. 다른 맥락이지만 첨예한 현안 중 하나인 ‘학교 폭력’163) 논란 또한

청소년 인권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5월 청

소년들은 광화문에서 시험부담과 학교폭력 등으로 자살한 학생들의 추모

제를 표방한 집회가 있었다.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은 인터넷과 핸드폰

문자로 정보를 공유하여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이었으며 이 사건은 언론

에서 ‘내신 등급제 반대집회’로 협소화되었다.164) 이는 입시교육문제와

학교폭력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청소년 문제이며 청소년들은 주

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발하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김향숙은 청소년 문제에 가장 먼저 민감한 촉수를 뻗었을 뿐 아니라 청

소년의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한 새 지평을 열어주었다.

김향숙의 후반 작품에서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을 청소년

소설이 아닌 성장소설로 분류165)되기도 하였다. 이는 교육적 관점에서

성장소설을 청소년들을 위한 장르로 인식하며 나아가 청소년소설 일반을

성장소설로 취급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소설은 독자

적인 장르적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2000년대 이후 비교적 체계화되

었다.166) 성장소설과 청소년소설은 십대의 주인공이 자아정체성을 형성

회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중 하나로 되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과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에도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촛불 소녀’ 이미지는
여성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보여주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보
호 본능을 자극하고 사기를 북돋는 ‘평등한 주체’가 아닌 보조적인 위치에 머무르
게 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예란·김효실·정민우, 「광
장에 균열내기 – 촛불 십 대의 정치 참여에 대한 문화적 해석」, 『한국언롬정
보학보』, 2010년 겨울, 통권 52호. 2010.)

163) 단편소설 「미나」에서 상급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164) 박희정,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입시경쟁으로 내몰린 학생들을 위한 ‘촛
불추모제’」,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2005.5.10

165)「신진·중견작가 성장소설 중편 6편 묶어 ‘성장’ 출판」, ≪한겨레≫, 1991.4.16.;
「새로 나온 책: 해바라기 눈망울」, ≪한겨레≫, 1992.4.24.;
염무웅, 「자기인식의 치열성과 소설적 형상화」, 『한국문학』, 1994. 1·2 합본.

166) 최배은에 따르면 “청소년소설은 2000년대 이후 중등교육과정에서 독서교육의
비중이 커지고 청소년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자, 출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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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성장’ 과정을 그려내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청소년소설은 ‘회고형식

이 아닌 현재 시점으로’ 서술되기에 더 넒은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변별된다.167) 즉 성장소설은 성인이 되어 유년시절을 회고하는

주체라면 청소년소설은 경험하는 ‘과정 중의 주체’인 셈이다. 이러한 기

준에 따르면 김향숙의 작품은 ‘성장소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 정확히는

‘청소년소설’인 것이다.

김향숙의 작품 세계에서 후반에 집중되어 발표된 ‘청소년소설’에도 여

성 문제를 동시에 껴안고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그동안 ‘자녀양육

을 어머니에게 분담하는 성별분업 가족관’168)이 지속해왔던 상황을 고려

해보면 청소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성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대체로 주인공 청소년의 시선으로 포착되는 기성세대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출하는 방식을 취하며 특히 엄마가

딸에게 요구하는 모범적 ‘아내상’이 여성 문제로 이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요구 앞에서 청소녀들은 완전히 내면화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아이(「사랑의 프리즘」(1992)의 영주),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표면적으로 영합하는 아이(『스무』(1993)의 예령),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아이(「내 노래가 별이면」의 자은)로 나뉜다.

김향숙은 「내 노래가 별이면」(1992)에서 기성세대의 뿌리 깊은 성별

연속기획물 형태로 청소년소설을 출간하고 청소년문학상을 제정하는 등 청소년
소설의 보급과 창작에 앞장섰다. 청소년의 성장을 제재로 한 1990년대 이후의 작
품을 중심으로 논했으며 면밀한 검토 없이 ‘청소년’, ‘청소년소설’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맥락만을 중시하여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는 박상률
의 『봄바람』을 청소년소설의 기원으로 여기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청소년
소설의 개념은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청소년 독자에 적합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일치를 이룬 상황이다. 성장소설, 아동소설, 소년소설 등과 구별되는 독자
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배은, 『한국 근대 청소년 소설의 정치적 무의
식』, 박문사, 2016. 15면~19면.)

167) ‘성장소설’과 ‘청소년소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오세란의 『한국 청소년소설
연구』, 청동거울, 2013, 93면. 참고.

168) 『또 하나의 문화』의 창간호에서는 자녀양육을 주된 주제로 다루었다. 조혜정
은 이 주제에 대하여 ‘다음 세대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측면과 지금 현재 자녀양
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부관계의 변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포괄하면서 ‘더욱 인
간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또 하나의 문화’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하였다.
동시에 직업을 가진 여성이 전통적인 생활규범에 문제를 느끼는 당면의 문제이
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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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에 대한 투철한 저항의식을 지닌 청소녀 화자 자은이를 주인공

으로 내세워 ‘여성다운’ 기질을 딸에게 요구하는 어머니의 인식 변화를

‘여성해방’의 중요한 문제로 삼는다. 전편에 걸쳐 서술되는 심리묘사를

통하여 주인공 자은이가 ‘여성다움’에 대하여 얼마나 저항하는지를 파악

할 수 있다. 자은이의 어머니는 ‘르느와르의 그림에서 나오는 소녀’169)같

은 딸을 원했지만 자은이의 이미지는 그와 정반대라는 사실은 모녀갈등

을 유발한다. 자은이는 짐짓 착한 딸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여성 해방적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모습이며 광태의 성차별적 고정

관념을 비판하는 발언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170) 어머니에게도

조금씩 ‘세뇌’ 작전을 해보다가 새해 편지에 명확한 자신의 태도를 표현

하여 결국 ‘적어도 여자답다는 말을 꺼내지’ 않기로 협상에 달성한다. 이

와 더불어 한 달에 한 번씩 모녀간에 편지를 주고받기로 하는데, 이는

자은이의 딸에게까지 읽혀질 것이라는 연상171)을 통하여 ‘외할머니-어머

니-딸’이라는 모녀 서사를 만들어낸다.172)

「사랑의 프리즘」173)(1992)에서는 어머니가 딸의 인생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있으며 내면화를 통하여 복기하듯이 어머니의 뜻에 잘 따르는

아이는 결국은 무기력한 존재로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대

학교 2학년생 규현이가 약혼 과정을 통하여 사랑의 감정을 더듬는 일을

기본 축으로 이루어진 단편소설이다. 할머니가 주선한 약혼 후보자 영주

는 구비된 조건으로 훌륭한 예비신부의 자격에 손색이 없었지만, 규현에

169) ‘엄마가 바라는 내 모습이란 우아하고, 아름답고, 순종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꿈꾸는 듯한 눈을 가졌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모든 일을 엄마
의 뜻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엄마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
어쩌면 그처럼 멋진 따님을 두셨는지요 하는 감탄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 노래가 별이면」, 52면.)

170) 「내 노래가 별이면」, 18면, 47면.
171) “외할머니가 쓴 편지를 녹음 짙은 나무 그늘 아래서 읽고 있는 꼬마소녀”
172) 김향숙의 소설에서 어머니의 노트를 발견하고 그 내용을 차용하는 장면은 반복
적으로 나타난다. 『스무』에서 열 여덟살의 ‘나’(딸)가 열 여덟살 때의 어머니가
쓴 푸른 노트의 내용을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일기 내용까지 길게 삽입되어
있다. (132-148면) 푸른 노트의 ‘쓰기’, ‘읽기’를 통하여 ‘외할머니-어머니-딸’의 모
녀 서사가 만들어진다. (194면) 『서서 잠드는 아이』에서 어머니의 숨겨진 노트
를 발견한다. (162면)

173) 김향숙, 『해바라기 눈망울』, 삼진기획,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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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뜨거운 연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결여’(353)된 느낌이었다. 영주는

‘영주어머니의 손끝에서 빚어진 인형 같’(353)이 어머니가 골라준 옷을

입고 짜준 일과표에 맞춰 살아가며 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다. 바라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하나의 정물같이 생명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규현의 선택에서 배제된다. 규현은 오히려 자의식

이 강한 현자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연애를 시작하는 신호를 알리

면서 소설의 결말이 맺어진다.

「사랑의 프리즘」에서 영주의 어머니는 작품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

나 영주에 의해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함으로 어머니의 존재감

을 극대화했다면 장편소설 『스무 살이 되기 전의 날들』(1993)174)에서

는 어머니가 직접 등장하여 딸에게 어떠한 ‘조력자’ 역할을 해내는지 보

여준다.175) 특히 두 번의 별장 파티에서 예령 어머니는 중요한 역할을

할당받고 있다. 예령 어머니는 파티 장소에서 남자 대학생 손님과는 구

별되게 여자아이는 주방 일을 돕게 하여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게 요구

를 명확히 달리하였다. 엄연한 차별이었음에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원인은 여자아이는 가사 일을 배워야 하며 ‘여자의 최상급 인생은 부유

한 가문의 안주인’이라는 예령 어머니의 ‘좋은 취지’ 때문이었다. 이러한

인식에 예령이는 불만을 품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가족 질서에 잘 따르

는 불일치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청소년과 여성은 어느 사회에서든 동질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청

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

찬가지이다.176) 여성 혹은 청소년이라는 단일 범주에게 통제와 억압을

174) 아래부터 약칭 『스무』로 대체한다.
‘10대를 보내면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듯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시
기에 대한 소설을 꼭 한번 써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 그때의 의식과 느낌을
완전히 잊기 전에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완성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열일곱
살 아들이 들려준 얘기와 내면의 사고를 담은 노트와 교지 등이 큰 도움이 됐다
고 설명했다. (고미석, 「10대의 ‘힘겨운 삶’ 진솔하게 그려 –청소년소설 ‘스무살
이...’쓴 김향숙씨」, ≪동아일보≫, 1993.12.22.)

175) 『스무 살이 되기 전의 날들』에서 ‘물신주의에 빠진 왜곡된 여성상이 특히 중
산층에서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이어지고 있다’. (박해현, 「투명한 자아찾기 집요
한 질문 –김채원, 김향숙」, ≪조선일보≫, 1994.1.11.)

176)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과 청소년은 서로 닮은꼴’이다. 청소년은 어른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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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작동 기제는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소

수자로 정확히 똑같은 소외 경험을 했다고 가정할 수 없으나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하는 문제와 ‘개인’을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로 간주하는 ‘제

3물결 페미니즘’은 그 맥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해, 제3물결 페미니즘은

단순한 설명에 저항하며 ‘다양성과 변화’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내용이 요

점이라고 했을 때,177) 청소년 문제 또한 단일한 범주로 묶어버리기를 경

계하고 개인의 경험적 차이를 존중하며 다양성의 추구가 핵이 될 수 있

겠다. 한국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정하는 이유는 청소년,

가족, 돌봄 서비스 등 관련 사안들은 여성 문제와 함께 풀어내야 하는

여성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178)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육아는 여성

의 담당으로 인식하는 기존 질서를 잘 파악해야 하며 가족, 돌봄 등 사

적 영역에 포함되었던 사안들과 맥락을 공유하면서 검토되어야만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출, 학업 중단, 폭력 등 문제로 사회에 적응하

기 어려운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179)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적극

으로 자신의 용의 복장, 행실, 학업 성적 등을 평가하고 ‘학생다움’ 등의 틀에 맞
추도록 강요받는다. 그리고 부모·교사 등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을 ‘선의’와 ‘사
랑’으로 받아들이며,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사회가 청소년에게 바라는 미덕
이다. (『걸 페미니즘』, 20면.)

177) 로즈마리 퍼트넘 통·티나 페르난디스 보츠, 김동진 옮김,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학이시습, 2021.

178) 여성 정책 국가기구의 본격적인 출발은 1988년 2월 25일에 설치된 정무장관(제
2)실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98년 2월 28일에 폐지되고 1년 후 1999년 2월
8일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특
별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29일에 여성부가 신설된다. 여성
부는 기존의 여성의 권익과 지위 신장에 대한 제도적 마련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
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성매매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
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이관 받고, 노동부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였다. 2004년부터는 영유아 보육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2008년 여성가족부가 이행했던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부로 개편되었다. 이후,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
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기능을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2010년 여성부는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
서,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였다. (여
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gef.go.kr/mi/amo/mi_amo_f003.do)

179)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청소년 개인의 책임
으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있으며 국가의 보호 책임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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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실행시키고 있다. 김향숙은 일찍이 한국 사회에서 뿌리 깊은 청

소년 문제를 포착하였고 이를 창작의 거점으로 청소년들을 형상화하였

다.

다른 측면에서 김향숙의 청소년소설은 청소년 주인공들이 학교·가정에

서 탈출하는 위반을 유쾌하게 그려낸다. 특히 십대 후반(17~19세)의 고

등학생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설정은 아이/어른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탈경계적’ 주체라는 점이 중요하다. 김향숙은 일찍이 『유라의 초

록수첩』(1981)180)에서 이러한 성년과 미성년이라는 경계에 대하여 문제

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설은 김향숙의 세 번째 장편소설로 시기적으로

초기에 해당한다. 17살 여고생 유라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다섯 자매(영

라, 화라, 사라, 유라, 미라)와 그 주변의 친구들이 주요인물로 등장하고

십대의 삶에 대한 여러 고민을 담고 있다. 이는 1990년대, 2000년대에 연

이어 출간된 청소년소설의 기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미성년과 성년의 경계선 같은 것, 실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일까? 미성

년의 최종적인 마지막 날과 성년의 최초의 날과는 단지 몇 시간의 차이밖에

는 없질 않니? 그런데 그 몇 시간 안팎의 생활은 너무도 판이하게 달라. 우

리는 지금 미성년과 성년의 완충지대에 서 있는 거야. 성년연습을 미리 조금

씩 해본다고 해서 나쁠 게 뭐 있을까?181)

위 인용문은 『유라의 초록수첩』의 ‘술 마시는 미성년’ 명진이가 한

말이다. 명진이는 팔찌와 목걸이를 하고 미팅에 자주 나가며 콜라 대신

술을 마시는 모범생과 거리가 먼 아이다. 명진이 인물형은 ‘청소년소설’

에 국한되지 않으며 주인공의 자녀 혹은 어린 시절의 친구 등 방식으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두 여자」에 나오는 영희의 딸 땅콩은 명

진이 모습과 정확히 겹쳐진다. 땅콩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공부에 관심

기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였다.
180) 김향숙, 『유라의 초록수첩』, 여학생사, 1982.2.25. 『물빛 사랑의 이야기』(삼
진기획, 1990.7.15.)로 재출판된 바 있다.

181) 『물빛 사랑의 이야기』,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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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고 가끔 술·담배를 하는 아이다. ‘2년 뒤면 허용되는 일이 지금은

왜 안 되느냐는 게 그 애의 반문’이었다.182) 이와 유사한 인물은 학교공

부에 관심이 없으며 소개팅과 같은 또래 집단의 놀이 문화에 열중하거나

대중문화의 소비에 몰입하는 소위 ‘날라리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을 세분화하면 정도에 따라 이성교제, 팬클럽, 록 음악, 사이버 공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외의 활동에 가담한다.183) 사회에서 청소년에

게 부여하는 미성숙하다는 이미지와는 달리 청소년은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독자적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유발되는

괴리감은 청소년의 ‘격렬한 위반의식’을 지니게 한다.184)

이러한 문제의식이 80년대를 건너뛰어 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깊이 파고들게 된 원인에 대하여 김향숙의 외국 생활을

했던 경험은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김향숙은 1986년에 남편이 영국의

캐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게 되면서 김향숙은 케임브리지에

서 가족과 함께 1년 동안 체류한 경험이 있다. 그 전에 1980년에 남편과

유럽여행을 다녀온 경험을 더해 외국 생활의 경험은 ‘이곳’의 생활과 거

리를 두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가 개인의 경험이 작품에 일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림자 도시」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림자 도시」에서 6

년의 외국생활을 하고 돌아온 혜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자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문제였다. 성적이 아이들에게 억압으로 작용하고, 부모 경

제력의 뒷받침 없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교육풍토에 대하

여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 딸의 바이올린 교육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

만을 추구하는 선생, 선물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부모, 이렇게 이루어진

속물적인 환경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다른 단편소설 「미나」와 함께

살펴보자, 긴 외국 생활 끝에 돌아와 여기 생활에 잘 적응해나갈 수 없

182) 김향숙, 「두 여자」, 『물의 여자』, 문학과지성사, 99면.
183) 조혜정을 비롯한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은 ‘날라리 유형’의 학생들에 대하여
주목한 바 있다. (조혜정, 「학업 중퇴자 연구의 또 다른 차원」, 『학교를 거부
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입시 문화의 정치 경제학』, 또하나의문화,
1996.12.2.;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1,2, 또하나의 문화, 1997.)

184) 조혜영 공저, 『소녀들:K-pop 스크린 광장』, 여이연, 2017.9.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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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정에서 일치하지만 「그림자 도시」에서는 중산층 여성의 시각으로

이루어졌고 단편소설 「미나」에서는 ‘아이’의 입장에서 청소년 문제에

편중되어 다루고 있다. 미나는 주재원으로 일하는 아빠따라 외국에서 9

년간 생활했으며 귀국 후 학교생활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

움을 겪는다. 상급생 학생들의 괴롭힘을 받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자

주 비웃음을 당하는 데다가 바쁜 부모님과의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나는 결국 실종된다.185) 실종 후 아이들의 증언에 많은 분량이

할애되고 있으며, 아이들의 직접적인 발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한

삶을 엿볼 수 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맞춰진 학교 수업, 명문대를

유일한 목표로 설정하는 것, 화장 등 개인의 자율이 제약받는 학칙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186) 청소년들의 삶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폭넓은 시야를

갖추고 있다.

사회·학교·가정에서 형성되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대학입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모든 것은 ‘당연하게’ 입시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꾸준히 지속해왔다. I970-80년대의

돌진하는 산업화 물결 속에서 나타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이 대체적으

로 ‘사회문제를 저지르는 주체’가 아닌 ‘사회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의 표

적이 되는 대상’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청소년이 비행, 일탈, 범죄를 일으

키는 문제가 아닌 청소년을 유괴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많았다. 1980년

대 말-1990년대 초에 이르러 청소년비행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등장하면서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과 욕망에 대한 추구를 중요시하는 의

식과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일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한편, 압축성장의 단점이 노출되면서 이에 비판

을 가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이러한 기존 제도에 대한 성찰은 뒤늦게

185) 「작은별」은 가출 청소년을 찾기 위하여 경찰이 가족과 친구들의 증언을 듣는
것을 기본 골자로 되어 있는 소설이다.

186) 학교는 공평성의 상징으로 계급 이동의 통로로 여겨왔다. 그러나 제도 교육의
현장은 가정의 경제 사정과 무관하지 않으며 기부금 입학제, 서울의 8학군과 같
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촌지 등 공부 외적인 불공평이 따른다. 여기서 가장 중요
한 것은 부모의 재력과 어머니들의 뒷바라지라고 할 수 있다. (조혜정, 「가정과
학교의 유착 관계를 통해 본 교육 현장」,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3 : 하노이에서 신촌까지』, 또 하나의 문화,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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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제에 주목하게끔 재촉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IMF 경제 위기

이후 경제적 궁핍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여러 요소의 복합

적인 원인으로 청소년 동반자살의 증가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

켰다.187) 이처럼 청소년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시전쟁’188)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십대의 삶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공부)을 지속해왔다고 할 수 있다. 대학입시 개혁189)은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었으며 교육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였다. 이는 사회에서 이루어진 학력주의가 사회적 지위

와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삶에서

입시가 강조되면 될수록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들의 삶은 비가시화된다. 김향숙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내 청소년’도 아

니고 어른도 아닌 ‘십대’의 삶을 형상화하면서 ‘경계 흐리기’를 시도한다.

그/녀들은 사회가 규정한 가장 이상적이고 유일한 모델인 ‘모범생’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염색, 술, 담배, 연애, 클럽 등190)을 자유롭게 접하면서 삶

에 대하여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유를 끊임없이 펼쳐 나간다.191)

187) 구체적인 양상은 심영희, 「IMF시대의 청소년문제 양상과 과제」, 『청소년학
연구』5권 3호, 한국청소년학회, 1998. 참고할 것.

188) 1994년 3월 15일 상문고 교사 28명은 내신성적 조작 의혹이 일부 사실임을 밝
히는 양심선언을 하였다. 상문고 부정사건은 한국의 초중고교 교육 시스템이 ‘대
학입시공장’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었다.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90년대편』 2, 인물과사상사, 2017, 68면.)

189)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객관식 일변도의 학력고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1994
년)으로 변화하게 된다. 입시전형 형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성적(40%
이상 반영) 그리고 대학별 고사로 구성됐다. 1997년 종합생활기록부(종생부, 후에
는 학생생활기록부로 변경)를 도입하여 기존의 내신성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
다. 2002년에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대학의 무시험 제도 채택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강창동, 「한국 대학입시제도의 사회사적 변천과
특징에 관한 연구」, 『敎育問題硏究』 第28輯,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7.)

190) 「상처의 무게」에서 중학교 때부터 남자친구가 많았으며 맥주를 마시는 정수,
「미나」에서 담배 피우는 선희, 붉은 머리 여자 아이들, 선희의 집에서 술 마시
고 잔 아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191)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미성년자 출입 금지’의 분위기가 가장 강하고, 중고
등학생을 연상하게 된다. 청소년을 사춘기 시절로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대중
매체에서는 “1318”이라는 줄임말로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인구를 청소년 범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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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규제, 연애금지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워진 규칙들은

‘보호’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다른 맥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고작

외모 꾸미기의 문제, 고작 연애의 문제라고 덜 절박하고 사소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부정되는 순간 개인은 무력해진다

.”192) 청소년 행동규범에서 어긋난 경우, 사회·학교·가정의 책임이 아닌

‘비행’ 청소년 개인의 결함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청소년’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도 ‘비행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만은 몹시 혐오193)한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청소년이 ‘청소년 답

지’ 않을 때, 그/녀는 공포의 대상, 아주 낯선 존재로 타자화194)되기 때문

이다. ‘청소년’이라는 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로 인간

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자

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씌워진 고

정관념을 털어내는 것이다. 아이들의 사회화과정에서 어떠한 도움이 필

요한지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김향숙의 아이들에서 나타난 현

상과 문제를 ➀또래집단과 문화 ➁십대 사랑과 섹슈얼리티 ➂탈가정195)
청소년의 주거문제 ➃청소년 노동권 등 네 가지 입각점으로 해석하고자

넣기도 한다. 또 청소년 범주에 청년을 넣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조한혜정,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왜
지금, 청소년?』, 또 하나의 문화, 2002.)

192) “용모규제는 개성이 말살된 획일화된 공간을 지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심심
찮게 찾아볼 수 있다. 머리카락이나 복장 등으로 개성을 실현할 권리나 인간관계
를 맺을 권리는 모두 자신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계발해 나가는 과정에 필수적이
다.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는 『이것이 인간인가』에서 피수용인을 순종
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손쉽게 관리할 전략으로 머리를 모두 깍아버렸고, 같은 옷
을 입히고 같은 신발을 신겼으며, 이름을 제거하고 번호를 부여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피수용인들은 모두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서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순간 자신의 존엄성과 개성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고, 그는
증언했다.” (『걸 페미니즘』, 86면.)

193) 양효실(2017), 『불구의 삶, 사랑의 말』, 현실문화, 23면.
194) “소녀 이미지는 어리고, 미성숙하고, 순진하게 대상화되어왔다. ‘소녀’가 ‘소녀’
답지 않을 때, 그/녀는 공포의 대상, 아주 낯선 존재로 타자화된다.”를 패러디한
말이다. (『걸 페미니즘』, 310면.)

195) 청소년이 집을 나오는 것.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가출’이라는 용어 대신
청소년 인권운동에서 대안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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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또래문화196)

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은 ‘또

래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며 구체적인 일상의 고민과 즐거움을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팅, 클럽,게임 등

또래 활동을 주선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면서 친구들과 더 많은 교

류가 이루어진다. 특히 탈가정 청소년은 친구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김향숙의 90년대 소설에서 등장하는 청소녀·청소년들은 70년대 이후

출생하여 88올림픽을 계기로 대량생산·소비의 시대를 경험하며 청소년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다. 그들은 소비와 욕망에 익숙해져 있으며 개인주

의와 자유주의 문화에도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신세대 논

쟁의 영향을 받은 김향숙의 청소년들은 ‘한국적 개인주의’의 성향을 지니

고 있다.197) 그들은 자신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또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

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에 가치를 둔다. ‘공부’만으로 채워져 있는

교육 환경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경로를 막아버릴 위험이 따른다.198) ‘어리고 미성숙한 청소년’이라

196) 90년대 가장 대표적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은 ‘신세대 이미지’를 표상하며 대중
적인 인기를 한몸에 안았다. 당시 그들은 하위문화로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으로
읽혔는데, 가장 두터운 팬층은 청소년이었으며 하나의 또래문화를 형성하였다.

197) 1992년 가요계에 데뷔한 서태지와 아이들은 젊은 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
었고 1993년 『신세대:네 멋대로 해라』의 출간으로 신세대에 대한 논쟁이 폭발
적으로 전개되었다. 신세대는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 했고 타인을 의식하기보
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욱 충실하고자 했다. 바로 이 점에서 신세대 문화는 ‘한국
적 개인주의’의 등장을 알리는 서곡이었던 것이다. 신세대 담론은 1990년대 학번
의 젊은 세대들이 전 세대인 386세대와 다른 감성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김향숙
의 청소년들과 완전히 겹쳐 읽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신세대 담론의 대표적인 특
징인 ‘개인주의’, ‘탈권위주의’, ‘감성주의’ 등의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세대에 관해서는 김호기 박태균, 「신세대 논쟁」, 『논쟁으로 읽는 한국 현대
사』, 메디치미디어, 2019. 참고.)

198) 『걸 페미니즘』은 청소년 여성들의 경험담을 엮은 책이다. 「책을 펴내며」에
서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50%가량은 연애를 금지합니다. 교칙은 여학생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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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제는 보호자/친권자 즉 부모의 의견이 곧 학생의 목소리를 대체하

며 부모의 욕망을 학생이 대신 실현해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199) 실제

로 “사회적으로 각 분야의 엘리트층은 일류대학 출신이 독점”한 현상은

“단순히 자녀 교육의 문제를 떠나 실질적인 계급투쟁”이었던 것이다.200)

이 세상에는 공부 말고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채점되어질

수는 없는 것들 ...... 그것이 무엇이냐구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일, 상대방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이 감싸

주는 일 ...... 그리고 무엇이 진짜 아름다운 것인지를 판별하는 눈을 훈련하

는 일 ..... 외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 안을 투시해 볼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일,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과제

일 것입니다.201)

위 인용문에서 청소년의 삶에서 공부만 중요하듯이 말해지는 현상을

문제 삼고 있다. 청소년들의 감성 교육도 필요하며 다양한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김향숙의 청

소년 유형에는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닌 자신의 꿈을 추구하려고 계

획하고 실천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한다. 문학적 기질을 가졌다거나 미

술·음악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인데, 그들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타

인을 의식하는 일 보다 자신의 삶을 더 충실하게 보내기 위하여 노력하

길이와 색깔, 치마 길이, 스타킹과 구두까지 통제하며 ‘정숙하고 욕망이 소거된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청소년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이길 강요받
으며, 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걸레’, ‘창녀’ 등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서
술하면서 청소년도 욕망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내세우고
있다. (양지혜 공저, 『걸 페미니즘』, 교육공동체 벗, 2018.)

199)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교복 부활 논란에서도 보아낼 수 있다. “83년 3월 5공화
국 정부에 의해 전격적으로 교복자율화가 단행된 뒤 3년만에 86년 2학기부터 학
교장 재량에 맡겨지면서 부활되기 시작한 교복입기는 1990년 9월까지 고교 51%,
중학교 39%가 실시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라면 92년까지 90% 이상이 교복을 입
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교사들의 찬성률은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학생
들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으
로 보기 어렵다.” (김경애, 「‘학생답다’ ‘획일화 복귀’ 찬반 엇갈려」, 『한겨레』,
1990.10.7.)

200)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90년대편』 2, 인물과사상사, 2017, 70면.
201) 김향숙, 「내 노래가 별이면」, 『해바라기 눈망울』, 삼진기획, 1992.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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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이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 공간이 필요한 데

화실이 대표적이다.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학내 청소년’에 포함되지 않

는 그들은 여기서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꿈을 실현코자 한다.

국영수를 잘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속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적성교

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가. 시험 자체를 포기하고 한 시간 내내

잠을 자는 학생의 성실성을 의심하기 전에, 그 학생이 갖고 있을 그 무엇인

가에 대한 욕구를 현 학교 체계가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윤고은, 「대입전형 기준을 의심하라」, 『페미니스

트 저널 일다』, 2004.11.21.)

대입 기준이 음악, 미술, 가정이 아니라 ‘왜 하필 국영수인가’를 캐어물

으며 청소년들의 적성교육을 중요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으며 학계에

서뿐 아니라 교육자, 정책 입안자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시

로 『창작과 비평』202)에서는 특별히 ‘현장통신’이라는 챕터를 구성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청소년 교육 및 생활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김향숙의 청소년소설에서 음악, 미

술, 창작 등에서 재능을 돋보이는 아이가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은 사소한 것이 아닌 의도적인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빛 사랑의 이야기』에서 K대를 고집하다가 연이태 낙방한 재수생

사라언니를 통하여 공부에서의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가 아니며 자신의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라언니의 재수 학원

동기 정민수는 성공적으로 대학에 붙고 화실을 열게 되면서 사라는 낮에

빈 화실에서 데생을 그리게 된다. 심심풀이로 해보라는 권유에 사라는

전공으로 생각하지만 그 정도 솜씨는 아니었다. 그 후 해변가요제에서

의도치 않게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가수 활동은 절대 엄금이라

는 아빠의 반대에도 사라는 디스크 제작사와의 활동을 시작한다.

『물빛 사랑의 이야기』에서 유라에 의해 간단히 묘사되었던 화실 안

202) 학부모(『창작과 비평』 2000년 봄호 제28권 제1호 통권 107호), 고등학교 교
사(2000년 가을호 제28권 제3호 통권 109), 초등교사, 주부, 고교생, 다큐작가, 콘
텐츠 기획자, 대학생(2003년 봄호 제31권 제1호 통권 119)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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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위기는 「아름다운 그물」에서 주요 활동 공간으로 등장한다. 재야

작가로 공모전을 외면하는 김 선생님 화실과 맞은편의 미로화실은 대조

적인 분위기다. 영하는 밤을 새워가며 데생에 몰두하는 17세 청소년이다.

그들은 미술대학에 입학하기를 기원하는 아이들로 대학 입학이라는 최종

목표는 같으나 제도권 교육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그림에서

는 그 사람의 개성이 묻어나며 하나의 기준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이 각

자 빛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제도권 교육에서의 평가와는 확연히 차이

가 있다.203) 화실에 나오는 아이들 사이에는 필하모니에 가거나, 명동에

가는 등 그림 외의 활동도 한다. 경자 클럽에서는 ‘영화, 연극 구경두 몰

려서 가고 간혹 미팅두 하고, 그리고 올여름 방학에는 바닷가로 간다’고

한다. 여기서 특히 청소년들의 미팅문화는 하나의 또래문화를 이루면서

‘성인 연습’의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다.

그리고 ‘말하기’와는 구별되는 ‘글쓰기’와 ‘읽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글을 쓰고 읽는 과정을 통하여 균열하고 갈등하면서 정체성

을 재구성해나가는 특징이 돋보인다. 소설에서는 일기, 편지, 노트 등 다

양한 수단으로 접근하며204) 그 내용을 서사에 직접 삽입하여 흐름을 이

끌어가기도 하고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서사 양식

은 주체의 내면을 드러내기에 유용한 방법이다. 예컨대 「내 노래가 별

이면」에서 아이들의 새해 카드/편지를 직접 삽입하여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으며 『스무』에서 정민과 예령 사이의 편지를 통하여

내면 깊숙이 파고들어 진실한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김혜순205)은 『스

무』를 분석하면서 청소년의 ‘언어 수준’에 맞는 문체라고 평가한 바 있

203) 『물빛 사랑의 이야기』(삼진기획, 1990)에서 그림 솜씨들은 제각기 특징이 달랐
는데, 영선이가 그렸음이 틀림없을 비너스는 매우 선이 부드러우면서 섬세했고
상수의 근육뿐인 줄리앙은 거칠지만 힘이 있는 데생이었다. (56면)

204) 이러한 서사 양식은 청소녀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특징이 아니라 김향숙 작품
전체에서 두루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등단작 「기구야 어디로 가니」에서는
수이가 쓴 글의 내용으로 2장(「연습노트Ⅰ」)과 5장(「연습노트Ⅱ」)이 구성되
었고, 두 번째 장편소설 『사랑연습』에서는 혜수의 초록수첩이 등장한다. 세 번
째 장편소설 『유라의 초록수첩』에서는 표제로 직접 사용되기도 한다.

205) 김혜순, 「푸른 몸으로 글쓰기」, 『스무 살이 되기 전의 날들』 해설, 문학과
지성사, 19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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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녀들의 ‘글쓰기’는 어떠한 천재적인 창작물과

는 거리가 먼 현실의 주변 맥락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이다. 특히 친구, 가족 등 인간관계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

신에 대한 실존적 고민을 언어화한 것들이다.

「내 노래가 별이면」에서 공동 일기장은 담임 선생님께 보여드리게

되어 있지만, 의례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솔직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마

음들이 만나는 광장’을 만들어냈다. 처음으로 소개되는 정아의 일기에서

는 ‘여성다운’ 기질을 요구하는 엄마에 대한 불만과 의무적인 공동 일기

장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된다. 공동 일기장이 계기로 멤버들의

미팅이 이루지면서 ‘공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을 나누게 된다. 치과

의사가 장래 희망인 정순이 외의 다른 친구들은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는데, 개인마다 소질의 차이가 있기에 공

부 외의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함을 의미한다. 학

교는 입시를 위한 곳이며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몸

만 학교에 있기에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서서 잠드는 아이』의 혜진은 특별히 문학적 기질을 소유한 청소녀

유형의 인물이다. 혜진이는 대학입시에 관심이 없고 취업을 준비하는 아

이지만 소위 ‘날라리’ 유형과도 구별된다. 노랫말을 쓰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노랫말을 쓰는 것이다.

담임은 혜진이의 글쓰기 실력을 잘 헤아려주며 벌을 줄 때 글짓기를 시

켜서 나중에 그것을 묶음해서 혜진에게 선물로 돌려준다. 여기서 입시

교육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적성교육 나아가 대안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교육자의 세심한 관심과

격려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적인 시선의 변화와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혜진이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날라리’

학생도 아니며 다만 클럽, 연애, 술, 담배 등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평범

한 십대인 것이다.

혜진이는 선우의 초대로 나이트클럽에 가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또 하나의 또래문화를 형성하였다. 이 모임은 나이트클럽을 가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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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으로 모였으며 오직 선우를 매개항으로 연결된

느슨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선우가 나타나지 않아서 계획은 무산

되었으나 이 계기로 그들은 정현네 아파트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영서의 집에서 벌인 ‘돈 찾기 게임’은 부모세대에 대한

저항이자 나아가 나눔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임의 회원들은 부모들이 부자이며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집

에서 돈을 찾아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영서네 부모님이 여행으

로 집을 비운 사이 친구들을 불러서 ‘돈 찾기 게임’을 하였는데 혜진이가

이백만원을 찾아서 그것을 받아온 것이다.

2) 십대의 사랑과 섹슈얼리티

청소년기는 2차 성징을 거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성적 성숙이 급격

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사랑의 감정과 ‘성’에 대한 욕구가 주된 관심사

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성년의 범주에 속한 이들은 성적 주체가 될 수

없었으며 ‘탈성화’된 이름으로 그들의 성욕을 통제·관리된다는 점은 문제

적이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젠더가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미성년 여성’

에 관한 관심도 증대해졌으며 1990년대 후반 ‘10대 여성 성매매 근절’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이 활발하였다.206) ‘10대 성매매’를 중심으로 성매매

반대운동이 여러 여성단체에 의해 전개되었고, 청소년보호운동의 일환으

로 국가에 의해 계획·주도되기도 하였다. 여성 청소년(소녀)은 2차 성징

으로 임신 가능한 육체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나이의 문제에 성별의 문

제가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더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0대를 양육과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며 성인 성매매와 10대 성매매를 분

리하여 10대 성매매를 ‘여성 문제’가 아닌 ‘청소년 문제’ 혹은 ‘가족 문제’

로 젠더 문제는 간과하고 나이에만 편향된 접근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206) ‘여성의 전화’ 여성단체에서 1998년 성폭력추방주간에 전국 14개 지부를 중심으
로 향락산업에서 청소녀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1998년 9월
‘가출, 윤락 청소녀를 위한 청소녀 상담소 쉼자리 전국협의회’가 창립되었다. 더
자세한 맥락은 민경자의 「한국 매춘여성운동사 : ‘성 사고 팔기’의 정치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엮음, 한울아카데미, 1999.7.20.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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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은 소설 속에서 십대의 성관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다루면서 임

신, 중절수술 등 사건화를 통하여 십대의 섹슈얼리티에 접근한다. 암묵적

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성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며 연

애·사랑하는 사람 혹은 성욕을 가진 몸으로 등장한다. 207)

『서서 잠드는 아이』에서 지선이는 중년 변호사랑 원조교제를 한다.

원조교제라는 용어는 일본어 엔죠코우사이(援助交際)에서 유래한 것이며

‘서로 도우면서 사귄다’는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와는 별개로 수입이 적은

젊은 여성(대학생. 회사원 등)과 중년 남성이 돈을 매개로 육체적인 관계

를 맺는 일종의 성매매를 일컫는다. 한국에서 1970년대에 남성 중심적인

대중매체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여 한동안 잊혀졌다가 1990년대 들어 중·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성 시장에 합류하면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는 ‘조건만남’의 성매매로 변하여 청소년들은 더 큰 위험을 무릅쓰게 되

었다.208) 원조교제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부정적인 것으로 남녀 모두 비

난의 대상이 된다. 혜진은 지선의 원조교제에 대하여 서슴없는 욕설로

연락을 단절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은 사회의 시선과 일치

하며 소녀를 수동적인 존재로 묶어버리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성

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즉 자신의 의지가 담긴 목소리를 발할 수 없게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다. 지선은 조아저씨를 좋아하며

경제적인 이유 이상으로 감정적인 부분을 키워가고 있었으며 이는 유사

연애의 성질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사회 구조적 문제로만 환원시켜 사고할 수도 없고, ‘개인의 자율적 선택’

으로만 사고할 수도 없다.209) “매춘 여성의 자발성에 대한 질문은 ‘여성

은 자발적을 성매매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비생산적인 물음이 아

니라, ‘여성은 다양한 대안과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207) “어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선희 방에서 방문을 잠그고 둘만이 함께 잤는데
그런 일은 선희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겨지는 것만 같았다.”
(「미나」, 145면.)

208) 김고연주, 『길을 묻는 아이들 –원조 교제와 청소녀』, 책세상, 2004.12.25. 6
면.

209) 민가영, 「성매매, 누구와 누구 혹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문제인가?」, 『섹슈
얼리티 강의, 두 번째』, 동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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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가, 매춘 여성은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가, 매춘 여성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바뀌어야 한다.”210) 다시 말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대안적인 선택의 항들이 주어진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

선이가 다섯 번째 중절수술 후 자궁을 잃어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경험은 성매매 여성의 몸에 대한 경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섯

번에 이르기까지의 방임은 ‘자신의 몸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211)

「내 노래가 별이면」(1992)에서는 청소년 주인공 정민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은 열여섯 살의 중학교 삼학년 학생들이며 그들의 일상을 담아낸

소설이다. 광태는 자은에게 연애 카운슬러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자은은 ‘사랑병, 그것도 짝사랑병 상습환자’212)가 많은 나이로 진단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연애를 금지하는 환경이지만 사랑에 대한 탐색은 청

소년들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깃거리다. 「사랑법을 아십니까」213)

에서 ‘사랑은 단 한 번뿐인 위대한 운명이다’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데에

서도 시사하듯 그동안 형성된 사랑에 대한 표상을 직접 실천해나가면서

경험하고 있다. 『서서 잠드는 아이』에서 민상이는 네 살 연상 중1 영

어과외 선생이었던 여자와 여관에 가고 진호는 여란이와 약혼식을 가지

는 설정들에서 사랑의 감정과 성적 실천은 청소년의 일상 속에서 항상

가시적으로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시사할 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 유통되

고 있는 성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10) 원미혜,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211) “남성들이 성매매에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성병에 걸릴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조교제하는 성인 남자는
청소녀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적기 때문에 당연히 성병의 위험도 없으리라 생
각한다. 남성이 성적 쾌감을 감소시키는 콘돔 사용을 거부한다면 다른 피임방법
을 선택해야 하는데, 스스로 방임하는 원인은 성 인식의 부족보다 원조교제를 하
면서 자신의 ‘몸’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고연주,
『길을 묻는 아이들 –원조 교제와 청소녀』, 책세상, 2004.12.25.156면.)

212) 「내 노래가 별이면」, 『해바라기 눈망울』, 35면.
213) 「사랑법을 아십니까」, 『해바라기 눈망울』, 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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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 문제

1990년대 초반부터 ‘가출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큰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1990년 11월에 서울 YMCA에서는 ‘가출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가출은 숙

식의 문제 나아가 경제적인 노동 활동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서울 YMCA에서는 1990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 시내에 거주

하는 남녀 중·고등학생 2천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출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를 (청소년 72% 가출 충동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은 이 보고서에서 “청소년 가출은 일부 일탈 청소년

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청소년의 문제이며 소년범의 60% 이상이 가출경험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가출과 비행의 상관관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 72% “가출 충동” 경험」, 『경향신문』, 1991.3.7.)

위 인용문의 내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 가출’은 일탈 청소년

들의 문제로 협소화되어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결함’이 있는 일부

청소년 학생의 문제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상당히 큰 비

중을 차지하며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가출경험이 청소년 비행과의

상관관계가 점차 높아지는 이유는 탈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인 제

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기

에 보호자의 동의·동반이 없으면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각종 제약을

받기 때문이며 일차적으로 주거문제가 대두된다.

한국 사회에서 ‘학교를 신성시하는 경향이 강한’ 환경은 가정과 학교가

결탁 체제를 이루면서 청소년들의 ‘탈학교’와 ‘탈가정’이 서로 맞물려 나

타나는 양상을 보인다.214) 부언하자면, 탈학교는 탈가정을 의미하지 않지

만 탈가정은 어느 정도 탈학교의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탈가정의

경우 가족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된다. 그들은 같은 상황의 아이들과 함

께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거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쉽게 찾을 수

214) 조혜정, 「학업 중퇴자 연구의 또 다른 차원」,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입시 문화의 정치 경제학』, 또하나의문화, 199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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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대체로 친구 집에서 기숙하거나 친구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경우와

애인이 마련해준 집에서 사는 경우로 나뉜다. 『서서 잠드는 아이』에서

탈가정 청소녀 상고머리 여자아이와 노랑머리 여자아이는 전자, 원조교

제를 하는 지선이는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난 아주 어려서부터 밤마다 기도하곤 했어. 아버지가 집을 나가게 해달라

고…… 기도가 소용있는 거라면 내가 집 나오는 일도 없었겠지만. 암튼 나쁜

부모는 없느니만 못한 거야. 평소에 입을 붙이고 지내는 아버지가 술을 마셨

다 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걸 누가 알겠어? (…)

노랑머리 여자아이는 팩에 든 소주를 들이켠다.215)

위 인용문은 노랑머리와 상고머리의 대화 내용이다. 남영의 아버지는

회사 공금을 해외로 밀반출하여 뉴스에 나오게 되었고 어머니는 속상한

마음을 술로 달래는 가정환경 속에서 남영은 어머니의 술 취한 모습을

외면하기 위해 가출한다. 그리고 남영과 함께 낯선 방에 머물렀던 턱수

염, 노랑머리, 상고머리도 가정문제가 있는 탈가정 청소년(녀)들이었으며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없었다. 노랑머리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

는 가정에서 쫓겨난 딸이고 상고머니는 연락할 부모조차 없으며 턱수염

은 아버지가 어머니의 외도를 목격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가정에서 자랐

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가정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비상시 연락할 수 있

는 가족이 없다. 탈가정·탈학교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를 등진 채 남겨

진 존재로 친구는 다중적 역할을 대신하여 맡아주는 소중한 존재로 부상

한다.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일상을 함께 공유

하는 존재로 강한 의존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컨대 상고머리와 노랑머

리의 우정에서 그들은 ‘바늘과 실’처럼 계속 붙어 다니는데 연락할 부모

조차 없는 상고머리는 노랑머리에게 더 강한 의존성을 보여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고머리의 비난에도 노랑머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친구의 감정반응에 노심초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선과 혜진

의 우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지선이가 중년 변호사와 ‘원조교제’를 하

215) 『서서 잠드는 아이들』,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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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에 혜진은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연락을 차단하려고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지선이는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 지선이는

혜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자신이 원조교제로 누리고 있는 물적 풍요

를 혜진에게 공유함으로 의리를 표하는데 혜진은 지선의 원조교제를 반

대하면서도 고가의 명품들로 치장하여 클럽에 가기 위하여 지선의 자취

방으로 방문한다. 이는 또래 친구가 탈가정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존재임을 증명한다.

상고머리와 노랑머리는 고정적인 거처가 없이 돌아다니고 지선이는 원

조교제 중인 애인이 마련해준 집에서 살고 있다. 그 외 탈가정 청소년들

에게 어른이 없는 친구의 집은 안전한 최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서는 부유하지만 화목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으며 일찍이 자취한 청

소년이다. 영서의 집은 탈가정 청소년 친구들의 아지트로 되었고 영서는

암묵적으로 주거 장소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서의 집에는 수많은 탈가정 청소년들의 모습을 담은 셀프카메

라가 있다는 점이다. 셀프카메라 속의 주인공들은216) 영서의 친구들이며

클럽, 술, 담배, 연애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청소년이기도

하다. 비디오 속에서 카키색 모자를 쓴 남자아이는 자신의 성적 파트너

와 가족에 대하여 말했고 검정 털모자에 검정 스웨터 차림인 남자아이는

정관수술을 하고 싶었던 일과 자신의 성 관념을 진솔하게 토로하였다.

그들은 어른들에 의해 탈성화된 이름으로 호명되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

적 욕구를 가진 하나의 주체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의 선택은 「떠나가는 노래」에서 여학생 송영자의 선택처럼

가출 후 술집에 나가는 것이다. 송영자는 자의식이 강한 여학생으로 ‘자

기만의 방’과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욕망을 용감히 실천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실제로 술집으로 향하게 되는 탈가정 청소녀들은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제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한다. 온전한 ‘자기의 방’을 위하여 자취방에는 절대 애인을

들이지 않는다는 송영자는 곧 그 이유로 애인에게 칼에 찔려 죽는 비참

216) 『서서 잠드는 아이들』,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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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말을 얻게 된다. 이러한 설정은 술집으로 나가는 일이 아무리 주체

적인 선택이었더라도 온전한 주체성을 획득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탈가정 청소년들의 주거문제는 사회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안착

을 돕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며 학교를 신성시하는 기존의 관념으로 학교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가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4) 청소년 노동자

미성년자 노동자는 다양한 형식으로 항상 존재해왔지만,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은 문제

적이다. 김향숙의 청소년소설 중에서 청소년 노동권을 전면에 다루는 작

품은 없으나 노동 활동을 하는 학생은 자주 등장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

운 고학 중인 불우 학생(「내 노래가 별이면」의 경희, 「해바라기 눈망

울」의 정희), 취직 전의 경험으로 삼으려는 학생 등 노동에 대한 태도

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노동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를 대략 ➀ 중등교육
을 마친 후 직업을 갖는 경우, ➁ 가족의 빈곤 때문에 생계를 위하여 참

여하는 경우, ➂ 탈가정 청소년의 생활 유지를 위한 노동 활동(1990년

대~2000년대 당시에는 금지업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➃ 소비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돈 벌이형 노동(가정의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나타

남),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217)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이

노동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는 훨씬 다양화되었으며 특히 네 번째 유형인

‘용돈 벌이형’ 청소년 노동자가 보편화 되기도 하였다.

청소년 노동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고학을 위한 행위로 사회의

안타까운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해바라기 눈망울」의 정희는 포항

옥이라는 선술집에서 새벽 장을 봐주고 방과 후에 주방일을 도와주고 일

요일에는 사촌 언니 집에서 아이를 봐주는 일을 하는 고학 중인 고등학

생이다. 아버지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간 후부터 가세가 점점 기울

어졌고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일을 할 수 없으니 정희가 어린 가장의 역

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하는 곳이 선술집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217) 정아름,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연구 -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24,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10.8,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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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으며 학교생활과 파트타임을 겸행하는 일의 어려

움을 보여주고 있다. 정희는 학교공부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선

술집밖에 없었으며 학교 학생들도 정희의 악착같은 생활력에 감탄한다는

사실은 사회적인 제도의 사각지대를 엿볼 수 있다.

『서서 잠드는 아이들』에서 대학입시에 관심 없는 혜진이는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원비를 마련하여 미래의 유망직종인 전

자상거래사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노랫말을 쓰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수업 시간에 ‘사랑’에 관련된 노랫말을 쓰기도 한다. 청

소년들이 이처럼 노동에 대한 욕구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직업적 역

할에 대한 선행 경험으로서 앞으로의 진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희에게 경제적 활동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면 혜진에게

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한 모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 사회에서는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을 혼용하고 있지만 ‘시간제 고용’

(part-time employment) 즉 파트타임은 비정규직으로 생계를 위한 수단

을 의미한다면 아르바이트는 본업 외의 부가적인 노동으로 자아 성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18) 따라서 김향숙의 두 작품

에서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한 것은 아마 노동의 성격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고자 했던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스무 살이 되기 전의 날들』에서 여름방학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서

술한 부분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해내는 청소년의

일하는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민이는정호가 아르바이트하는 국

수가게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 끊이지 않는 주문량을 정호가 혼자 거뜬

히 해내는 모습에 정민이는 거듭 감탄한다. 정호의 얼굴은 ‘기름을 바른

것처럼 번들대고’ 입고 있는 ‘앞치마의 가슴 언저리는 물을 쏟은 것처럼

젖어 있었다.’ 배달원 호준이도 ‘무더운 한낮, 바깥의 찌는 듯한 열기를

알려주는 듯이 얼굴이 토마토 빛이었다.’219)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형식

은 단순 노동직의 비중이 가장 크며 자기계발 혹은 직업 수행을 위한 사

218) 전경숙,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
원, 2003, 13면.

219) 김향숙, 『스무살 되기 전의 날들』,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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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220) 노동에 참여하는 이유에

서 경제적인 원인이 결정적이라는 사실과 자기계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아낼 수 있다. 이러한 노동

환경은 과도한 노동 강도와 같은 부당대우를 받을 위험이 커지고 과하게

는 불건전한 금지업종으로 유입될 수 있다.

김향숙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양상을 형상화하여 청소

년의 삶에서 노동 활동을 가시화했으며 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문제

도 빠질 수 없는 청소년 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청년실업, 열

정페이, 삼포 세대, 비정규직, 프리터,221) 워킹푸어,222) 등 시급한 현안으

로 부상되는 암울한 청년 문제는 청소년의 노동권에 대한 보장에서부터

출발한다. 청소년 노동권을 확보하여 앞으로의 생활에 탄탄한 기초를 다

지고 미래의 직업적 성취를 위한 예비단계를 마련해주는 셈이다. 청소년

의 아르바이트는 긴 시간 동안 여러 방식으로 계속 유지해 왔으나 적절

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적극적인 직업적 실천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김향숙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인식을 경계하고

한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하며 자유롭게 삶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마련

해주기를 촉구하였다.

김향숙의 청소년 인물들은 자신의 욕망을 직접 실천해나가면서 기존

질서를 교란시키는 존재들이다. 그들의 행위를 반항아의 일탈로 일축해

버릴 수 없는 이유는 그 안의 다양한 경우를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그들

은 자의식이 강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일 수 있는데,

사회가 인정하는 ‘모범생’의 규범에 어긋난 원인이 개인적인 성격·인격의

결함이 아니라 가정문제로 기초적인 생활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입시

공부에는 적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김향숙의 소설에서는 대학입시만

강조되어 균형 잡힌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그 ‘바깥’을 꿈

220) 전경숙,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
원, 2003, 16면.

221) 영어의 `자유로움"을 뜻하는 프리(free)와 독어의 "노동자"를 뜻하는 "아르바이
터"(arbeiter)를 합성한 일본의 신조어다.

222) 워킹푸어(Working Poor·근로빈곤)는 일하는 빈곤층을 뜻하는 말로 열심히 일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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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수 있는 상상력을 주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실천해나가는 청소

년들을 형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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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문학사에서 김향숙 작가에 대한 논의가 전적으로 80

년대에 집중되어 있고 작품 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작가론이 공백

으로 비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여성 문학사 속에서 김향숙의 위

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김향숙은 일찍이 백낙청 평론가에 의해 굵직한

사회문제를 형상화하는 ‘리얼리스트 작가’로 높이 평가되었는데, 80년대

이후에도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 문제와 청소년 문제를 자신의 창

작 거점으로 삼아 고양된 사회의식을 보여주었다. 본고는 김향숙 소설에

서 상당수가 여성 화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여성 인물에 의하

여 주제의식이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여대생, 중산층 여성,

청소녀 등 세 인물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물 유형

은 당시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복잡하고 특별한 위

치를 점하는 존재들이기도 하였다. 더불어 ‘구경꾼’과 ‘위반’이라는 두 가

지 키워드를 발견했으며, 인물 분석을 통하여 구경꾼의 삶의 양식과 ‘위

반’의 상상력을 읽어냈다.

김향숙은 1977년에 등단하여 주로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나갔다. 본고에서는 1990년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눠 2장에서는 주로 70·80년대 작품을, 3장에서는 90·00년대 작품들을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김향숙은 소설 작품 외의 자료가 풍부

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삶 또한 간략히 알려진 정도이지만 최대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 사회 배경을 연결하여 재구성

하였다.

먼저, 본문의 2장에서는 ‘구경꾼’의 삶의 양식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미

를 짚어내고자 하였다. 김향숙은 사회의 중심인물이 아닌 주변적 인물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들은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는 것보다 내면적인 주체

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구경꾼’ 유형의 인물은 가장자리 시선을 확보하

고 있어서 전체를 관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관찰자 역할을 한다. 김향숙

의 관찰자 유형의 여대생은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려하고 의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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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낙후한 문제적인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있으며 양극단으로 치우

쳐 있는 80년대 사회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한편, 중산층 주부는 사

회 담론 속에서 중산층의 소비주의와 허위의식을 대표하는 표상이었는

데, 중산층 주부가 등장하는 김향숙의 작품을 대상으로 본성을 위배해야

만 하는 일상 과정에서 자아 상실을 느끼며 자신 본연의 욕망을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내는지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가정과 사회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을

통하여 김향숙의 초반부터 일관되게 나타난 여성의식을 짚어냈다. 이러

한 여성의식은 80년대를 타협적으로 경과하여 9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

으로 표출되었으며, 특히 청소년 문제에 주목한 사실은 여타 여성 작가

와 변별되는 독특한 점으로 특기할 만하다. 여성 문제와 청소년 문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회문제임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

성년과 미성년을 정확히 분리시키려는 기존 질서의 욕망을 그들은 ‘위반’

의 상상력으로 경계를 교란시키고 반란하는 적극적인 인물들이다.

본고는 김향숙의 전반 작품 세계를 두루 살펴보면서 기존의 한정적인

시각을 넓히고 현재에 와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김향숙이 선취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고 새롭게 의미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청소년 서사에서는 또래문화, 십대의 사랑과 섹

슈얼리티, 주거문제, 청소년 노동권 등 네 부분으로 그들의 언어로 재구

성한 현실의 삶에 가장 근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떠한 대안적

힘이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청소년들이 욕망의 주체로 서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김향숙 소설에서는 포착되고 있으며 사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

는 문제를 드러내고 인간답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추구가 깃

들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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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im Hyang-sook's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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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tried to position of Kim Hyang-sook in the history of

women's literature based on the awareness that the discussion on

Kim Hyang-sook in the existing literature was entirely focused on

the 1980s and that there was no discussion on the author’s theory of

the world as a whole.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a faithful

theory of the author, understand what kind of world view she was

building through her work from her personal experience, and

furthermore, by mobilizing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that connects

the work and the situation of the times, I pointed out what issues of

society at the time the author wanted to emphasize.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many of Kim Hyang-suk's novels

have a female narrator as the main character, and that the themes

are expressed by the female characters, this study has been

subdivided into three character types: female college student,

middle-class women, and teenage girl. These types of character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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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noteworthy in that they occupy a complex and special

position where various problems intersect in the society at the time.

In addition, this study discovered two key words, “bystander” and

“violation”, and through character analysis, I tried to suggest a

reading that focuses on the life style of the bystander and the

imagination of violation.

In Chapter 1, Section 1, through intensive analysis of the author’s

debut novel entitled 「Gigu, Where Are You Going?」, I tried to

slowly follow the process of the female college student becoming the

main character and practicing the search for freedom. Kim

Hyang-sook, who graduate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tried to

create an image of a female college student who was familiarized

with women's studies. At that time,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socially recognized as a splendid privileged class with no worries, or,

as a problematic group with a backward consciousness. But Kim

Hyang-sook's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far from negative

representations and were figures with a persistent pursuit of

women's self-realization. They pointed out problems of the center

with the sharp gaze of a bystander, or they violated the existing

order that restricts freedom.

In Chapter 1, Section 2 arranges the 1980s novel that solidified her

position and which dealt with the problem of living on the fringe.

Kim Hyang-sook captured the active movement of people who were

closer to the periphery rather than the center of society, such as the

elderly, middle-class housewives, and college students, who overcame

social and self-alienation and lead a vivid life. She expressed her

concerns about the situation in which time and space are narrowing,

an unavoidable problem that no one can avoid in the social alienation

caused by “age,“ and which causes one to experience dis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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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daily life. She also revealed the inner conflict of a middle-class

housewife who faithfully fulfills her role as a housewife by breaking

her self-image, and conveyed that women had to go beyond a crisis

of identity and cease doing work which isolated themselves.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who finally challenged authority, she portrayed

the rebellion of beings on the borderline by figuring out those who

could not be re-established as subjects of social engagement.

In Chapter 2, Section 1, I focus on her novels from the 1990s,

wherein Kim Hyang-sook looked at the problem of making it difficult

for women to find a balance between family and society at the time.

The new image of the female subject appeared mainly in her works,

which put the “women's issue” at the forefront. In the 1990s,

although it was true that women's social status had improved, Kim

Hyang-sook problematized the phenomenon that gender discrimination

was not completely resolved and was maintained in a more covert

way. Going beyond dividing families and societies into a dichotomy,

she noted that the roles which were considered women’s

responsibilities need to socialized, and she expressed her rejection of

the problematic way of thinking about women's experiences in a

fixed way. In another aspect, it can be said that Kim Hyang-suk's

feminist consciousness from her debut work passed through the 80s

in a compromising manner, and continued into the 90s.

In Chapter 2, Section 2, I looked into the youth problems

deep-rooted in Korean society through her youth novels written

mainly in the 2000s. I saw the potential to present and reinterpret

Kim Hyang-sook's preoccupation with youth issues, which are being

discussed more vigorously nowadays. In her youth narrative, I

reviewed four parts: peer culture, teenage love and sexuality, housing

issues, and youth labor rights. Kim Hyang-sook tried to pres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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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 of youth life by reconstructing their language, and present the

alternative power it creates. She judged that youths found the ability

to stand as subjects of desire, revealed the problems that remained as

blind spots in society, and embraced the pursuit of living a humane

and balanced life.

This study tried to re-evaluate her early and later works, which

were not well-received, by broadening the existing limited perspective

while examining the overall world of Kim Hyang-sook's works. In

Kim Hyang-suk's novels, characters who tried to violate taboos

appeared consistently, and they were located at the borderline and

had a positive role in modifying the existing order. They were

bystanders who were good at observing life at the periphery, and

they also occupied a position where they could relativize the central

problem and took a reflective approach. In addition, Kim Hyang-suk's

early interest in women's issues can be regarded as the root of her

overall world of work, and it changed with the times. In her

particularly noteworthy novels for youth, she delved into the reality

that youth and women's issues were bound to go together and fully

demonstrated herself as a realist writer sensitive to social issues. The

purpose of this discussion was to identify another essential element

of Kim Hyang-sook, i.e. feminist consciousness, and to explore what

meaning this carries today.

keywords : Kim Hyang-suk, taboo violation, bystander,

marginalized people, women's literature, youth novel, re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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