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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기존의 문학사가 1990년대 문학을 1980년대의 대타항으로 두고

주로 탈정치의 관점에서 고찰해왔다는 문제의식 아래 1990년대 한국소설

의 특징을 ‘소수성(minority)’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90년대

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매우 큰 전환이 있었고 문학은 대

체로 그 변화의 양상과 함께 설명되어왔다. 그만큼 문학의 변화는 전방

위적이었고 전례 없이 다채로운 서사가 생겨나면서 90년대 문학의 새로

운 문학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매우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영

역에서 일어난 이 변화들은 위기의 담론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

과적으로 1990년대 문학은 다양한 파고를 겪으면서도 문학이라는 형식을

굳건히 유지하며 유의미한 전환을 만들어냈다.

우선 1990년대 한국소설이 성숙한 남성성의 형식이라 여겨지던 근대적

교양(성장)소설을 전복하는 양상에 주목했다. 관습적 정상성으로부터 벗

어난 여성, 아이, 퀴어 등의 소수 주체가 가시화되고 나아가 적극적인 소

수자-되기의 서사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마이너리티가 1990년대 한국소

설을 통해 문학사에 기입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특히 각각의 마이너리

티가 상호 교차하면서 전통적 관념의 근대성, 근대소설이 해체되면서 동

시에 확장되는 흐름을 포착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우선 장정일을 시작으로 전형적 남성성에 대한 균열이 일어

났고 그것이 비록 남성적 금기의 해방이라는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본격

적으로 소수적 다양성이 한국문학사에 편입되는 시초가 되었음을 보이고

자 했다. 퀴어-아이의 정체성은 결핍이나 부재가 아니라 보편성과 대비

되는 단일적 주체로 재현되면서 새로운 감각의 서사를 만들어냈다. 백민

석은 이러한 장정일의 시도에서 더 나아가 거대한 시청각적 스펙터클의

세계로부터 소외되는 주체들에 주목했다. 유년기로부터의 성장을 거부하

는 인물들의 행로가 세계에 대한 환멸이나 허무로만 귀결되지 않고 적극

적으로 그 절망과 종말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이어짐으로써 현실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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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부조리는 더 이상 개인을 억압할 수 없는 기제가 되며 이른바 수평

적 다양성이 새로운 세대의 지향이 되고 있음을 분석하고자 했다.

3장은 대안적 주체로 가시화된 여성이 1990년대 소설에서 어떻게 재현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페미니즘 이론에 근거한 여성 서사가 하나의 흐름

을 형성하고 많은 여성 작가들이 등장했던 시기에 마이너리티에 대한 인

식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토를 떠나고자 했던 소수자의 형상을

허수경과 배수아의 작품을 통해 분석했다. 국민 국가의 바깥에서 외부자

적 관점을 염두에 둔 남성적 이방인-되기와 달리 여성 주체의 자발적

망명은 역사로부터 포섭되지 않으면서 마이너리티라는 본질적인 사유로

향하고 있었다. 배수아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자-아이와 이들이 보여주는

단독자적 여정 역시 수직적인 자람이 아니라 수평적인 확장을 강조하면

서 수많은 미성숙함과 그 차이들로부터 삶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장은 문학의 새로운 유통을 가능하게 했던 PC통신 문학과 컴퓨터 글

쓰기를 토대로 그것이 형식적(장르적) 변화와 함께 문학의 소수적 영토

로 기능할 수 있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송경아가 이야기로서의 소설을

젠더적 상상력과 흥미롭게 결합시킬 수 있었던 것, 듀나라는 익명의 작

가가 주류 문단의 바깥에서 한국문학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에는 새로운 문학적 공간의 출현이 있었다.

1990년대 한국사회는 근현대사에서 최초로 내재적 혁명 과정을 거친

시기임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이념과 체제의 변화를 맞닥뜨려야 했던 시

기이기도 하다. 특히 자유롭고 개성적인 주체의 탄생과 동시대적 문화의

개방·교류는 다양한 마이너리티가 가시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거대한 역

사의 바깥에 서 있던 수많은 소수자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1990년대 소설은 이를 파편적이고 혼종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문

학적 전환을 이루어냈다. 특히 새롭고 다양한 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글쓰기의 감각이 기계적인 것으로 변화하면서 젠더적 사유와 결합하는

양상은 총체적인 문학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1990년대는 2000년이라는 세기적 전환을 앞둔 시기이기도 했다.



iii

90년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1980년대의 경직성이나 엄숙주의를 타파

하면서도 세기말이 주는 환멸과 공포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급격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이동은 다시금 개인을 위축

시키고 마이너리티의 문제를 유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페미

니즘, 퀴어, SF 등 유예되었던 문학사의 마이너리티가 ‘리부트’되고 있는

현재의 관점에서 1990년대 문학은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즉 1990년

대 문학을 분석하는 일은 2000년대를 거쳐 한국문학의 현재와 마주하는

일이다. 90년대의 후일담 문학이 여전히 80년대와의 내적 투쟁을 지속하

고 있었고 90년대의 탈정치화된 문학이 2000년대로의 이행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 1990년대 한국소설의 마이너리티가 한국문

학의 형질적 전환을 가져온 일종의 은폐된 기원임을 본고는 밝히고자 했

다.

주요어 : 1990년대, 한국소설, 소수성, 소수자, 퀴어, 페미니즘, SF

학 번 : 2012-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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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한국문학 연구의 영역에서 ‘현대문학’이 그 의의를 갖는 것은 당대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지평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20

세기 이후 전개된 근대문학의 행로는 늘 당대 독자의 감각과 수용, 그리

고 사적(史的) 체계 구축 사이에서 길항하여 왔다. 흔히 연구와 비평이라

는 대립으로 요약되는 문학 현장에서의 평론 활동과 강단에서의 교육,

논문 집필은 ‘실천’이나 ‘참여’로 구분되는 시대를 오래도록 통과해왔음에

도 불구하고 그 간극이 별로 좁혀지지 않았다. 거개의 문학사(소설사)는

그 전개 양상과 서술을 1980년대를 전후하여 멈춘다.1) 이것은 1990년대

가 아직 문학사적으로 정리되기 어렵다는 방증인데, 90년대가 여전히 현

재적 감각에서 사유되고 있어 사적 맥락의 구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점과 이미 당대 비평의 영역에서 관련 논의가 꽤 축적되어 있다는 상

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1990년대에 대한 관심은 2010년대 이후 대중문화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2) 90년대를 설명하는 여러 키워드 중 하나인 대중문화가 공

교롭게도 다시 그 시대를 소환하는 문화적 관심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 지속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흥미로운데, 문학의 영역에서

1)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현대문학, 2014) 및 권영민의 『한국 현대문학사
1-2』(민음사, 2020)가 개정증보판을 통해 2000년대까지 다루고 있으나 앞선 시
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며,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새 민족
문학사 강좌02』(창비, 2009)는 독립된 챕터로 1990년대를 서술하고 있지만 소설
사 중심의 개괄이다. 장석주의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시공사, 2000) 중 5
권이 1989-2000년의 시기를 다루고 있으나 연표에 따라 작가·작품·사건 등이 나
열되는 정도이고, 가장 최근의 문학사 저작인 김인환의 『새 한국문학사』(세창
출판사, 2021)는 90년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2)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복고물 영화, 레트로 음악 등이 그것이다. 이에 관해서
는 이화진, 「‘90년대’를 돌아보기―세대의 기억 상품과 자기 서사」, 《대중서사
연구》 20권 3호, 2014.12; 백소연,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 1990년대 재현의 양
상―tvN <응답하라 1994>(2013)를 중심으로」, 같은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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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3) 1990년대는 198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끼어

있는 과도기·전환기·이행기이면서 동시에 세기의 전환을 앞둔 세기말이

기도 했다. 90년대 한국문학은 그러한 시대적 조건과 긴밀하게 맞닿아

전개되면서 21세기로 건너왔다.

1990년대 문학은 당대에 이미 활발한 비평적 논의가 있었다. ‘87년 체

제’의 시작과 동시에 문학장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다가올 90년대 문학에

대한 전망과 기대는 진작부터 드러났는데, 그것은 대체로 양가적이었다.

80년대의 민족·민중문학의 성취를 자양분 삼아 90년대 문학이 전개되어

야 한다는 관점과 문학 본연의 가치와 새로움을 다시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었고 한국사회가 급격히 이념과 사상, 문화와 사회의

영역에서 ‘포스트’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문학 역시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2000년을 전후하여 90년대 문학을 정리하려는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나

타났다.4)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와 『비평, 90년대 문학을

묻다』가 담론의 차원에서 비평적 검토를 수행했다면,5) 『21세기 문학이

3) 또한 사회학적으로도 이른바 한 세대(30년)를 거쳤기 때문에 그 관심이 활발해지
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사회사학회 주관 특별 심포지움 <1990년대 한국사회의 변
동: 생활문화의 공간적 확장과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참조할 수 있다. 이는
『한국현대 생활문화사』(창비) 시리즈의 1990년대 편 발간을 위한 예비작업이었
는데, 이에 관해서는 박해남, 「1990년대, 전환의 시대, 그리고 확장의 시대」,
《사회와 역사》 123권, 2019.9., 참조.

4) 물론 90년대를 지나오면서 당대의 문학적 흐름을 정리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논
하는 작업은 꾸준히 이루어졌었다. 「좌담: 90년대 소설의 새로운 경향과 진정성
의 문제」, 《오늘의 소설》 통권11호; 1993년 상반기; 「특집: 새로운 문학의 門
을 두드린다」, 《상상》 창간호, 1993년 가을; 「특집: 90년대 문학의 현황 점
검」, 《창작과비평》, 1995년 여름호; 「지상토론: 90년대 문학계의 신쟁점을 논
한다」, 《실천문학》, 1995년 여름호; 「특집: 90년대 상반기 우리 소설을 결산
한다」, 《소설과사상》, 1996년 봄호; 「정담: 우리 문학의 현장(4)―90년대 문학
의 위상」, 《현대문학》, 1996년 7월호.

5)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황종연 외, 민음사, 1999)의 좌담(황종연·진정
석·김동식·이광호)에서는 ‘90년대의 정신사’, ‘80년대와의 단절’, ‘신세대 문학 논
의’, ‘장정일과 신경숙’, ‘90년대 여성 문학’, ‘90년대 후반 새로운 작가들’, ‘근대성
논의의 재인식’, ‘21세기 문학’ 등이 다루어졌고, 『비평, 90년대 문학을 묻다』(작
가와 비평 편, 여름언덕, 2005)는 90년대 문학의 키워드로 ‘포스트모더니즘’, ‘신세
대’, ‘생태’, ‘세기말’, ‘속도’, ‘몸(육체)’, ‘여성’, ‘일상’, ‘고백’, ‘환상’, ‘후일담’, ‘역사’,
‘대중과 출판상업주의’, ‘논쟁’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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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무엇인가』는 여기에 당대 창작자들의 목소리를 더했다.6) 이러한 논

의들은 대체로 90년대 문학을 80년대와의 단절로 인식한다. 특히 정치적

운동이자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민족·민중문학이 출판 상업과 독자 대중

으로부터 멀어지자 이것은 문학의 ‘위기’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7) 90년

대 초 리얼리즘 논쟁, 신세대 작가 논쟁, 포스트모더니즘 논쟁 등을 통과

하면서 한국문학은 80년대를 경험했던 구성원들의 전망과 기대에는 부합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나 흥미로운 전개와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여주

고 있었고, 최근의 연구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기도 하다.

2010년대 이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있는 『1990년대의 증상들』과

『1990년대 문화 키워드 20』 등은 문학을 다양한 인접 예술 문화의 흐

름 속에 두고 고찰하려 한다.8) 특히 90년대라는 시기를 80년대와의 단절

/연속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편향의 문제를

인식하고 90년대 문학을 ‘하나’가 아니라 ‘여럿’으로 역사화하려 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9) 이를테면 구세대의 리얼리즘 문학과 신세대의 포스

트모더니즘 문학을 대립시키거나 ‘민중’에서 ‘대중’으로, 혹은 내면이나

일상의 발견이라는 구도로 90년대 문학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의 90년대 문학

에 대한 관점은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다.10)

6) 『21세기 문학이란 무엇인가』(민음사, 1999)에는 이인성, 황지우, 성석제, 김영현,
유하, 김영하, 김정란, 은희경, 나희덕, 최인석, 김정환, 임철우, 김혜순, 최승호, 김
기택, 이승우, 신경숙, 최윤, 이성복, 송경아 등이 필자로 참여하였으며, 이는 대산
문화재단이 주최한 <2000년을 여는 젊은 작가 포럼>의 결과물이다.

7) 최원식은 90년대 문학이 “하강기의 치열한 미학 대신 하강의 포즈만 범람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름 아래 적절히(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본의 시대와
제휴한 의(擬)모더니즘만 횡행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최원식, 「문학의 귀환」,
《창작과비평》, 1999년 여름호, 11쪽.

8) 『1990년대의 증상들』(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은 90년대 영화에 관한 논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1990년대 문화 키워드 20』(문화다북스, 2017)은 ‘노래방’,
‘호출기&휴대폰’, ‘스타크래프트’, ‘딴지일보’ 등 대중적 영향력이 컸던 현상들을
두루 다루고 있다.

9) 김영찬, 「‘90년대’는 없다―하나의 시론, ‘1990년대’를 읽는 코드」, 《한국학논
집》 59, 2015.6., 11-15쪽.

10) 1990년대는 최근 학술대회의 기획 주제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상허학회, <잡지
로 보는 ‘1990년대’론>(2018.2.2.), <‘90년대라는 역설’, 억압의 장치와 문화의 재구
성>(2018.7.13.),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1990년대 한국사회의 변동>(2021.2.5.);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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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를 ‘도덕적’ 진정성의 시대로, 1990년대를 ‘윤리적’ 진정성의

시대로 구분하고 그 두 진정성의 결합이 하나의 ‘레짐’으로 존속했던 시

기를 97년 체제 이전으로 상정하는 김홍중의 논의를 참고하면 살아남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던 시대에서 생존 경쟁에서의 승리가 곧 성공이 되

는 시대로 90년대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11) 진정

성은 소멸되어 가고 속물적 욕망이 가시화되는, 거대 서사가 사라지고

일상의 재현만이 남는, 그리하여 문학의 ‘종언’을 말하게 되는 흐름으로

90년대를 이해한다면 90년대는 80년대와의 단절을 통해 2000년대로 연

결되는 대타항으로만 의미를 갖게 된다. 80년대의 문학에 ‘있었던 것’이

90년대 문학에는 ‘없다’거나 2000년대 ‘어떤 것’의 ‘과정’이자 ‘예비’ 단계

로 90년대적인 것이 언급되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80년

대 문학에 개인의 내면이나 일상, 욕망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90년대 문학에서도 정치성, 총체성, 계급성 같은 것이 여전히 중요한 지

점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80년대를 “그 자체로 나름의 자기완결성

을 갖추었던 시기”로 보고 이에 반해 90년대는 “카오스의 법칙이 지배하

는 지극히 문제적인 시기”여서 ‘우리’가 사라진 자리에 ‘나’의 정신만이

강조되었다는 논의는 그 기계적 단절성을 떠나 두 시기를 동시에 경험했

던 구성원들의 ‘마음’을 사실상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적이라 할 수 있다.12)

즉 1990년대 문학의 거개를 ‘후일담’류로 읽어내고, 당대의 정치사회적

투쟁을 80년대 운동사의 “잉여”나 “대리보충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는

90년대의 정치성과 새로운 저항 정신을 읽어낼 수 없다.13) 90년대의 문

학사를 1930년대와 나란히 두고 ‘근대성’ 담론으로 그 상동성을 언급했던

몇몇 시도들 역시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14) 다른 역사적 시기와의

족문학사연구소, <1990년대와 경합들>(2021.1.28.), <연결되는 여성(들)―1980-90
년대 여성, 문학, 매체, 담론의 지형도>(2021.9.25.); 한국소설학회, <1990년대의
역사화―문학 장의 변화와 미디어>(2021.6.12.), <1990년대의 역사화2―젠더로 읽
는 90년대 문학>(2021.11.27.), <1990년대 장르와 독자>(2022.6.11.) 등 참조.

11)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28-46쪽 참조.
12) 이해영, 「90년대와 80년대: 하나의 정신사적 고찰」, 《문화과학》, 1999년 겨울
호, 119쪽.

13) 장성규, 「당신들의 90년대」, 《실천문학》, 2015년 여름호,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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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나 대조를 통해 90년대의 면모가 온전히 밝혀질 수는 없기 때문이

다. 요컨대 90년대는 없지만 ‘90년대적인 것’은 있고, 그것에 대한 탐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꾸준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1990년대는 문학사적 의미

를 획득할 수 있다.

1990년대를 개인의 자유와 소비의 시대로 본 주은우는 87년 체제와 97

년 체제 사이의 10년을 ‘1990년대적’인 시기로 상정한다.15) 87년 6월 항

쟁 이후의 변화가 97년 IMF 시기까지 이어지다가 급속히 냉소주의 사회

로 이동했다는 것이 그의 논의인데, 이러한 사회학적 진단이 문학사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문학의 ‘매체’와는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1987년 10월 당시 문화공보부가 판금도서를 해제하고 출판 및 잡지의 신

규 등록을 자유화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문학 매체는 급속도로 늘어났

다.16) ‘문자문화의 마지막 전성기’라고도 불리는 90년대의 종이 매체 시

장은 그러나 1997년 IMF 사태를 계기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담

론의 공간은 ‘지면’에서 ‘화면’으로 조금씩 더 옮겨 갔다. 이 과정을 염두

에 두면 ‘87-97’의 10년은 90년대 문학 매체사를 검토할 수 있는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다.

90년대 문학 매체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문학동네》의 창간

에 주목한다.17)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사회》 진영이 그 역사적·문

14) 황종연은 앞의 좌담에서 “90년대는 3,40년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
르크스주의의 몰락, 회의와 반성에 처한 근대, 동아시아의 부활.”(황종연·진정석·
김동식·이광호, 「좌담: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14쪽)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김윤식은 “90년대 이
후의 위기의식이 30년대에 투사되었을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연구가 가능”(김윤
식, 「체험으로서의 한국 근대문학사론―근대문학의 기원과 문학사의 원환 구
조」, 《문학동네》, 1998년 겨울호, 139쪽)하다고 서술한 바 있다. 또 최원식 역
시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를 인용하면서 일제 말기와 90년대를 마주하게 하
는데, 이는 진영과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문학을 근대성이라는 전형
적인 한국문학의 문제 틀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15) 주은우,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대한민국, 1990년대 일
상생활의 조건」, 《사회와 역사》 88호, 2010.12., 308-311쪽 참조.

16) 주요 매체의 양적 증가도 폭발적이었지만 정부의 정책과 기술 발달 등이 매체의
질적 상승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에 관해서는 천정환, 『시대의 말 욕망의 문
장』, 마음산책, 2014, 505-554쪽 참조.

17) 아래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조연정, ｢‘문학주의’의 자기동일성―1990년대
『문학동네』의 비평 담론｣, 《상허학보》 53집, 2018.6.; 「『문학동네』의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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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무게와 씨름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무렵, “어떤 새

로운 문학적 이념이나 논리를 표방하지” 않고 “문학의 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선언18)은 90년대적인 ‘타협’과 ‘개방’을 그

대로 보여주는 지점이다. 그러나 《문학동네》로 표상되는 9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매체 지형도는 다분히 2000년대를 전후한 문학·출판 권력 논

쟁의 결과물로 재구성된 부분이 있다. 또한 메이저 출판사와 잡지, 문단

의 주요 작가들로 가시화되는 90년대 문학사적 전개는 그간의 연구 성과

들이 보여준 다양한 90년대의 양상을 상업성과 문단 권력의 문제로 환원

시키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문학의 한 형식으

로서의 매체가 사회 문화적 맥락과 어떻게 교우하면서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기존의 문학사가 누락해온 90년대의 여러 문학적 풍경들에 대한

회고(retrospection)이자 아카이브(archive)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를 조망한 여러 성과들의 후속 작업

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노동문학, 노동자 글쓰기에 대한 검토와 관

심은 자연스럽게 87년 6월 이후의 전개들로 이어졌고 이는 두 시기의 역

사적 ‘단속(斷續)’을 읽어내는 유효한 틀이 되었다.19) 그러므로 80년대의

대’와 ‘386세대’의 한국문학｣, 《한국문화》 81집, 2018.3.; 강동호, 「‘언표’로서의
내면―1990년대 문학사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들」, 《한국학연
구》 56집, 2020.2.; 최가은, 「‘90년대’와 ‘여성문학특집’: 『문학동네』 1995년 여
성문학특집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5권, 2021.4. 등 참조.

18)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 「계간 문학동네를 창간하며」, 《문학동네》 1994
년 겨울호(창간호), 16쪽.

19) 천정환, 「그 많던 ‘외치는 돌멩이’들은 어디로 갔을까―1980∼90년대 노동자문
학회와 노동자 문학」, 《역사비평》, 2014.2.; 「세기를 건넌 한국 노동소설: 주
체와 노동과정에 대한 서사론」, 《반교어문연구》 46호, 2017.8.; 「세기를 건넌
한국 노동소설(2): 『노동자의 이름으로』에 나타난 열사, 진정성, 그리고 1990년
대」, 《반교어문연구》 56호, 2020.12.; 손유경, 「일하는 사람의 ‘아플’ 권리―
1980년대 소설에 나타난 노동자의 질병과 섹슈얼리티」, 《상허학보》 50집,
2017.6.; 장성규, 「민중적 민족문학론의 전개와 문화예술 주체의 문제―문학예술
운동과 사상문예운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2집, 2018; 허민, 「노동해방
문학과 노동 재현의 규율」, 《상허학보》 52집, 2018.2.; 배하은, 「노동자의 문
학 독자 되기―노동자 계층 독자의 문학 규범 내면화와 전유 양상 연구」, 《상
허학보》 59집, 2020.6.; 김성환, 「노동자 생활글과 노동문학사적 맥락」, 《한국
문학논총》 85집, 2020.8.; 정고은, 「한국 노동문학과 ‘전태일’」, 《한국사연구》
191호, 2020.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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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이 실천과 구호로 기능하고 90년대 문학으로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내면의 성찰이 가능해졌다는 방식의 설명은 설득력을 이제 잃어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후일담 문학, 또 진정성의 체제로 90년대 문학

의 의의를 구축할 때, 다종다양한 글쓰기의 양상과 혼란은 다시금 ‘문학

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버리기 때문이다.20)

일반적으로 1990년대 초 문학적 담론은 ‘민족문학’과 ‘신세대 문학’의

대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90년대의 급속한 탈정치성은 그것이 다

소 과장되고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파장이 적지 않았

다. 문학 비평은 민족문학론을 중심으로 한 80년대 담론에 대해 회의와

반성, 자기비판 등을 사실상 90년대 내내 수행했고, ‘리얼리즘’의 재발견

이나 갱신을 모색하기도 했다.21)

1980년대 비평을 이끌었던 평론가 중 하나인 김명인은 당시 90년대의

동요를 매우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그

에 따른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적 검토는 어떤 의미로든 자본주의 체제를

수리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그것이 “실천운동과의 매개를 잃어버린 채,

민중의 실재하는 고통에 실천적으로 답할 수 없는 관념의 대차대조표”를

짜고 그리하여 “운동의 담론화로 귀결되는 것”에 대해 그는 통렬하게 반

성하고 있다.22) 그런가 하면 이경호는 당시 활발하게 쓰인 ‘신중간층’이

라는 용어를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문학적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권성우 역시 ‘신세대’ 문학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23)

20) 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김영현과 장정일의 소설
을 통해 본 1990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 구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
구》 50, 2016.12.; 조연정, 「‘문학주의’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1990년대 비평
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접속하는 방식」, 《대중서사연구》 제24권 4호, 2018.12.;
각주 17번 등 참조.

21) 특히 90년대 문학의 여러 성과들을 배경으로 모더니즘과의 “이분법적인 도식을
재고하자”는 논의가 주목을 끌었는데(진정석, 「모더니즘의 재인식」, 《창작과비
평》, 1997년 여름호, 152쪽.), 윤지관, 김명한을 비롯해 신승엽, 김명인, 황종연,
최원식, 인규찬 등 여러 반론적 논의가 뒤를 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재복, 「90
년대 민족문학론과 신세대문학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7집, 2005.6.,
383-394쪽 참조.

22) 이 글에서 김명인은 ‘백낙청의 지혜’와 ‘이재현의 반성’, ‘권성우의 접근’ 등을 유
의미한 담론들로 분석하고 있다. 김명인, 「불을 찾아서―세계와 삼과 문학에 관
한 희망을 위한 모색」, 《실천문학》 1992년 여름호,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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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 문학’은 90년대 사회 전반의 전환을 토대로 그 개념적 성격을

규정하고자 했으나 이전 시기의 세대적 정체성만큼 확고한 지향을 갖지

는 못했다. 새롭다는 구호만 앞세울 뿐 그 실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은 비판의 지점이 되었고24) 신세대 당사자로 거론되던 일군의 작

가들에게도 유의미한 동의는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25)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광호, 장석주 등은 신세대의 특징인 파편화, 가벼움, 세속화, 개

인화, 해체, 키치, 소비지향성 등을 ‘위반’의 미학으로 정의하면서 신세대

문학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그 가능성에 관해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다.26)

특히 ‘일상성’이라는 키워드는 거대 서사의 퇴조와 탈정치적·탈역사적 담

론의 확산과 대중 문화의 영향, 여성적 글쓰기 등과 함께 90년대 문학을

설명하는 개념이 되기도 했다.27) 또한 가시화된 ‘환상성’이나 ‘여행’을 매

개로한 소설의 공간적 변화 등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28)

1990년대는 소설의 ‘주체’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매체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문화의 전 부분을 교환 가치적인 시장 원

리의 틀 속으로 빨아들이는 문화 산업의 무차별적인 확산은 문학적 글쓰

기의 위엄과 자율성을 점차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29)는 진

단 아래 박혜경은 ‘작가’라는 주체의 위상이 변하고 있음을 감지한다. 문

학이 사회적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계몽의 양식’으로 독자들을 선

도하는 문화의 중심 담론으로 누려왔던 권위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

23) 이경호, 「변동사회의 주체적인 소설양식: 풍속소설의 가능성에 대하여」, 《작
가세계》, 1991년 여름호; 권성우, 「베를린, 전노협, 그리고 김영현」, 《문학과사
회》, 1990년 봄호.

24) 김병익, 「신세대와 새로운 삶의 양식, 그리고 문학」, 『새로운 글쓰기와 문학
의 진정성』, 문학과지성사, 1997, 14쪽.

25) 윤대녕은 자신이 “구세대도 신세대도 아닌 중간세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대
녕, 「신세대 문학의 탐색과 전망」, 《동서문학》, 1994년 여름호, 33쪽.

26) 이광호, 「신세대 문학이란 무엇인가」, 《상상》, 1993년 가을호(창간호); 장석
주, 「생산적인 대화를 향하여」, 《동서문학》, 1994년 여름호.

27) 한수영, 「90년대 문학의 일상성」, 《오늘의 문예비평》 1999년 가을호.
28) 황국명, 「90년대 소설의 환상성」, 《외국문학》 52, 1997.8; 「90년대 여행소설
과 공간 전위」, 《오늘의 문예비평》 1996년 가을호; 이미림, 「1990년대 여행소
설의 탈근대적 사유와 타자성」, 《세계한국어문학》 1, 2009.4

29) 박혜경, 「소설이 주체의 위기를 살아내는 방식―90년대의 소설을 위한 밑그
림」, 《문학과사회》, 1998년 봄호, 150-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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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실의 총체성에 대한 신념, 그 논리의 바탕에는 주체의 자기 동일성

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그 욕망은 한국 문학에서 “역사 의식에 대한 요

구”로 나타났다고 그는 서술한다.30)

이를 통해 그러한 전통적인 의미의 ‘무거운 문학주의’를 내려놓고 ‘가

벼운 문학주의’로 무장한 일군의 작가들을 90년대 소설의 특징으로 분석

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소설은 이제 “진지한 쾌활함과 경박하지 않

은 가벼움의 활력”을 획득하기 위해 그 형식적 갱신을 개진해야 하고,31)

상품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폐해져 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더 크

고 깊은 사상적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논의된다. 나아가 추악하고 불우

한 것들을 긍정하면서 “진정성의 파토스”를 추구하는 90년대 문학이 지

배의 억압에 대항하는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도 역설된다.32)

또한 19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이 ‘기묘하게’ 부상하거나 결합한

장면도 중요하게 포착될 수 있다. 문학장에서는 그것이 혼성모방이나 패

러디, 해체적 텍스트 등 다분히 기법적인 측면에서 조명되었다면 담론의

영역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근대성 담론으로 수용되거나 페미니즘과 결

합하기도 했다.33)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문학의 영토를 재구성하는 데 한 페미니즘

연구가 활발히 기여하고 있는 양상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 작

가의 진출이 늘어나고 다양한 여성-서사가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90년대

한국소설은 여성주의 담론을 배제하고 논의될 수 없다.34) 나아가 당대의

30) 이에 대해 이현식은 나름의 반박을 하게 되는데 “시각매체의 전면화와 그에 의
해 뒷받침되는 단순하고 가벼운 서사물의 대중적 지배 현상”, “출판과 문학의 상
업주의와의 결탁” 등을 근거로 민족문학과의 연대를 주장한다. 박혜경의 논의가
결국 윤대녕이나 신경숙 등의 ‘내면성’으로 이어지는 것도 불충분하지만 그에 대
한 대안으로 김소진, 한창훈, 최인석, 임철우 등을 내세우는 것도 동의하기는 어
렵다. 이현식, 「주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실험들」, 《황해문화》, 1998년 여름
호, 362쪽.

31) 서영채, 「소설의 운명, 1993」, 《상상》, 1993년 가을호(창간호), 190쪽; 남진우,
「달의 어두운 저편―윤대녕, 후기자본주의시대의 목가」, 『숲으로 된 성벽』,
문학동네, 1999, 232-234쪽.

32) 황종연,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32쪽.
33) 황정아, 「근대성의 환타지아―1990년대 한국문학의 근대성 담론」, 《개념과 소
통》 제25호, 2020.6.; 손유경,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
구》 50권, 2020.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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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적 배경, 매체와의 관련성, 포스트모더니즘 담론과의 접합 등 다양

한 관점이 페미니즘과 결합하여 90년대 문학사의 풍경을 재구성하고 있

다. 그런가 하면 1990년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학장의

변화,35) 이를 기반으로 한 문학 장르의 다변화36)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도 속속 제출되고 있다.37)

1.2. 연구의 시각과 대상

20세기 초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적 형식으로서의 문학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근대성’과 길항하며 소설 장르가 형성되어온 것을 문

34) 박혜경, 이상경, 김미현, 신수정, 심진경 등 당대 비평의 성과와 더불어 이혜령,
김복순, 서영인, 김은하, 손유경 등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허
윤, 「1990년대 페미니스트 여성 대중의 등장과 잡지 『페미니스트저널 if』의 정
치학」, 《상허학보》 53, 2018.6.; 손유경, 위의 논문; 조연정, 「1990년대 젠더화
된 문단에서 페미니즘하기―김정란과 허수경을 읽으며」, 《구보학보》 27호,
2021.4.; 최가은, 「‘90년대’와 ‘여성문학특집’―『문학동네』 1995년 여성문학특집
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5, 2021.4.; 「여성-민중, 선언―『또 하나의
문화』와 고정희」, 《한국시학연구》 66, 2021.5. 등 참조.

35) 조형래, 「인터페이스의 거울―1990년대 한국소설과 영화에 나타난 컴퓨터, PC,
네트워크 표상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38(1), 2017.2.; 윤재민, 「1990년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확산과 김영하 초기소설의 관련양상에 대하여: 폴 비릴리오
의 질주학적 사유에 주목하며」, 《동악어문학》 77, 2019.2.; 정윤수, 「1990년대
피씨통신과 취향공동체의 형성」, 《사회와 역사》 제127집, 2020.9. 등 참조.

36) 윤재민, 「무협적 글쓰기 혹은 1990년대적 남성성의 포스트 냉전문화론―유하의
『무림일기』, 김영하의 『무협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51
집, 2018.11.; 허민석, 「1990년대 비남성 작가 SF 소설의 젠더 정치적 의미―송
경아와 듀나(DJUNA)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1, 2020.8. 등 참조.

37) 김예리, 「『녹색평론』의 인간중심주의 생태담론과 정치적 상상」, 《상허학
보》 53집, 2018.6.; 이소영, 「민주화 이후 검열과 적대―마광수와 장정일의 필화
사건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4, 2018.12.; 「1990년대 문학과 망각된 정동―
1991년 5월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김영현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
구》 74호, 2020.12.; 김시연, 「2010년대에 ‘학생운동’ 말하기―1990년대와 2010년
대의 학생운동 경험 구술과 ‘우리’의 구성」, 《대중서사연구》 제26권 1호,
2020.3.; 백종륜, 「1990년대 이남희 소설의 희망론: 생태주의와 퀴어/페미니즘의
교차점을 모색하기」, 《한국현대문학연구》 62, 2020.12.; 조윤정, 「프리랜서 선
언이라는 말의 함정―90년대 신문과 소설에 나타난 프리랜서의 존재와 의미」,
《현대소설연구》 제81호, 2021.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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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의 큰 전환기라 여길 수 있다면 21세기로의 이동을 앞두고 있던

1990년대 역시 전환기/이행기로 의미화 될 수 있다. 20세기의 ‘근대’ 문

제는 21세기의 ‘탈근대’로 치환될 수 있고, “근대와 탈근대의 접점에서

오는 혼란”은 곧 “근대적인 문학제도의 붕괴와 확산을 반영”하기 때문이

다.38) 한국문학이 근대적 특수성으로 인해 ‘미학적 다양성’이 아니라 ‘정

치적 복합성’의 한국적 정체성을 강하게 표방하며 재현해온 것이 20세기

한국 근대 문학사라면 1990년대 문학이 보이는 탈정치성은 곧 문학적 전

환의 신호가 될 수 있다.39)

하지만 90년대 문학의 변화를 탈정치에 두고, 이를 다시 민족문학 논

쟁, 리얼리즘/모더니즘, 정치/미학의 도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대의 문

학이 보여주었던 다양성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주지하듯 1990년대는

문학의 변화만으로 문학사가 서술될 수 없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의 전반에서 일어난 매우 빠른 속도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문학 장르의 영역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80년대에는 재현되지 않았던, 나아가 재현될 수 없었던 억압되고 배제되

었던 여러 주체들이 90년대에 들어서 폭발적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은

전통적인 비평사적 구도와 맥락에서 이 시기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방증

이기도 하다.40)

동시에 1990년대는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만큼이나 문학의 ‘위기’가 대

두된 시기이기도 하다. 활황이었던 출판계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형식의

38) 이재복, 앞의 논문, 381쪽.
39) 1990년대 문학의 양상을 ‘민주화 이행기’ 혹은 ‘87년 체제의 잔존’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치한 연구를 수행한 사례가 최근 있지만, 본고는 그 이행과 전환의 혼란
스러움이 90년대 초반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진행되었다고 보고 그 ‘이후’에 관
해 논하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는 허민, 「민주화 이행기 한국소설의 서사구조 재
편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22; 이소영, 「87년 체제와 적대의 정
동」,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22 참조.

40) 김요섭은 이 시기 문학장의 성격을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로 지칭하
면서 국가폭력의 과거사를 직시하려는 문학적 재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음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90년대 문학의 특수성으로 정의될 수 있을지, 나아가 민
주화 이후 중심 서사로 자리잡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김요섭, 「이행기 정의와 서사―민주화 이후 문예지 복간과 재현의 정치」, 《상
허학보》 64호, 2022.4, 399-4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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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들이 범람하고 독자의 숫자는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대

중/고급, 통속/본격 등의 논쟁을 유발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

에 ‘서사론’에 관한 논의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장정일과 이인화, 박일문

과 하일지 등의 소설을 둘러싼 논쟁은 그 구체적인 양상이 조금씩 다를

지라도 기실 어떤 이야기가 ‘소설’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마

찬가지로 서사론을 통해 문학이라는 “언어적 텍스트가 서사 텍스트를 대

표하지는 않는다”는 논의41) 역시 문학적 특권으로서의 서사를 포기하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서사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겠

다.42)

이것은 1990년대에 급속도로 밀려든 문화적 ‘서사물’에 큰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이다. 영화나 만화, 음악과 미술 등 대부분의 예술 장르들이 90

년대에 맞닥뜨리게 된 사회적 변화에 역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과 달

리 문학은 상대적으로 관습에 의존하는 보수적 태도로 일관하는 듯 보였

다. 특히 매체적 환경의 변화가 ‘문화 산업’이라는 말을 낳고 예술 장르

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매몰되다시피 할 때, 90년대 문학은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문학이 사회 현실을 예리

하게 재현하면서 계몽의 양식으로 담론의 중심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지, 한국문학을 지배했던 주요한 심리적 기제라 할 수 있을 역사 의식에

대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나아가 사실주의적 재현 논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주체의 자기 동일성에 대한 믿음”43)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문학은 대답해야 했던 것이다.

1990년대는 여러 논자들에 의해 1930년대의 문학적 상황과 등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실 마르크스주의의 좌절과 붕괴, 식민지 말기와 신자유

주의의 세기말 등은 그 상동성을 드러내는 지점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소설사적으로 보자면 1990년대는 차라리 20세기 초 근대소설의 ‘발생’ 양

상과 대조되어야 한다.44) 중세 봉건적 세계관이 근대적 시·공간으로 변

41) 도정일, 「서사론-무엇 하자는 것인가」, 《포에티카》, 1997년 가을호, 255쪽.
42) 나아가 동아시아 소설론이나 환상소설론 등의 논의 역시 소설 장르의 확장을 도
모하고자 했던 일련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황국명, 「90년대
소설론의 양상」, 《오늘의문예비평》, 1999년 가을호, 74-100쪽 참조.

43) 박혜경, 앞의 논문,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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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과정은 소설 장르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는데, 90년대가 맞닥

뜨린 ‘지구적’, ‘시뮬라시옹’, ‘네트워크’의 세계 역시 근대소설이라는 리얼

리즘 장르의 변화를 추동했기 때문이다.45)

1990년대로 접어드는 시기에 한국소설은 다양한 재현의 가능성을 조금

씩 가늠하면서 소설의 ‘조건’에 대해 다시금 사유한다. 잘 알려져 있듯

이 시기 후기 구조주의 이론가들의 논의, 특히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

음’, ‘텍스트’ 등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고, ‘패러디’, ‘혼성모방’ 등

포스트모더니즘의 형식들은 창작에 이미 도입되고 있었다.46) 여기에 텔

레비전과 영화를 위시한 영상매체의 위력은 점점 커졌고, 만화나 전자오

락 등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소설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늘어났

다.47) 따라서 90년대의 한국소설은 (탈)이념의 관점에서 ‘후일담’48)을 생

44) 흔히 근대소설의 기원론에서 제시되는 ‘개인’, ‘풍경’, ‘내면’, ‘고백’ 등의 키워드
는 90년대 문학을 설명하는 어휘이기도 하다.

45)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대중매체”를
통한 것이라는 니클라스 루만의 논의에 따르면 매체의 발달에 따라 “현실은 체계
내에서의 성공적인 일관성 검증에 필요한 척도에 불과”하다.(니클라스 루만, 『대
중매체의 현실』, 김성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8쪽 참조.) 즉 세계에 대
한 인간의 관계는 사용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 형성되는데 1990년대는 “인간이 도
구 사용을 통해 발전해온 과정의 잠정적인 최종 산물”인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컴퓨터는 특정 목적을 지닌 도구와 달리 “임의의 다른 기계
들을 조종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자료를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범용 기계’이다.
이에 관해서는 안드레아스 뵌·안드레아스 자이들러, 『매체의 역사 읽기』, 이상
훈·황승환 역, 문학과지성사, 2020, 235-248쪽 참조.

46) 이는 90년대 초 매우 빠른 속도로 한국소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주로 후
기 자본주의 논의를 바탕에 둔 영미권 포스트모더니즘 개념이 주류를 형성했다
는 것, 그리고 이른바 ‘표절’ 사태 등 유희적·선정적 양상으로 논란거리가 되었다
는 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유행처럼 지나가버린 측면이 있
다. 이에 관해서는 나종석, 「90년대 한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수용사 연구」,
《철학연구》 120, 2011.12.; 손유경,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
학연구》 50권, 2020.8. 등 참조.

47)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1990년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존재는 ‘서태지와 아
이들’이었다. 한국의 케이팝을 수출 지향적 경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존 리는 이
에 관해 매우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하는데, 현재 케이팝의 ‘한국적’인 요소에 대
한 분석과 질문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했던 1992년 이전의 한국 가요가 한국
적인 전통이 있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20세기의 한국
사회는 매우 혼종적인 문화 양상을 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의 문화적
폭발이 그 이전 시기를 한국적 전통과 가치가 존재했던 시기로 오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레트로 열풍이 불러일으키는 향수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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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과도기의 이면에 소설 장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설에 대한 범박한 정의는 ‘누군가가 어떤 시공간에서 무슨 일을 겪

는 과정을 언어로 표현한 것’ 정도일 것이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사건

들의 집합’일 것이고 그것은 소설이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럴 때 소설은 역사와 구분되지 않는다. 잘 알려져 있

듯 ‘이야기(story)’의 어원은 언어권을 막론하고 ‘역사(history)’와 밀접한

상동성을 지닌다. 근대소설이라는 장르 역시 그 자체로 인간의 역사의식

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왔고, 한국 근대문학사는 바

로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역사와 길항하며 전개되어왔다. 동시에 소

설은 꾸며낸 것, 즉 ‘허구’이고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정반대

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물론 역사가 과거의 일들을 모조리 재현

하고 기록할 수는 없으며 모종의 선택과 배제, 축약과 과장을 하게 된다

는 점, 또 소설이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화에 입각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실/허구’의 방식으로 소설과 역사를

구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를 비롯해 문학의 ‘위기’가 제

기될 때 그것은 늘 서구적 의미의 근대 장편소설(novel)을 전범으로 삼

격과도 연결된다. 지나간 시절의 기억들을 돌이켜보면 마치 지금은 잃어버린 긍
정적 가치가 그 시기에 강하게 존재했던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이는 한국문학
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1990년대 이후의 문학에서 일상성에 매몰된 미시 서
사가 주를 이루게 되었으므로 한국문학의 전범, 진정한 한국문학은 그 이전에 있
다고 확신하고 있는 일부 입장과 흡사한 것은 아닐까. 존 리, 『케이팝: 대한민국
대중음악과 문화 기억상실증과 경제 혁신』, 김혜진 역, 소명출판, 2019, 94-106
쪽 참조.

48) 이 용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흔히 후일담 문학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노동운동 투쟁의 역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소설 일반을 가리키지만 소설이라는 장르적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모호한 측면이
있다. 특히 90년대의 후일담 소설은 노동 운동을 경험한 20대 대학생 인물들이
각자의 선택으로 서로 다른 자리에 선 뒤 회고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경우 ‘로맨스’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
해서는 포괄적이면서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나아가 최재서가 후
일담 문학을 최초로 언급하면서 당대 카프 출신 작가들의 비판한 것을 떠올리면
후일담 문학은 한국문학사적 맥락에서 면밀히 고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오창은, 「1930년대 후반 ‘후일담 소설’의 서사적 시간 재구성 양상 고
찰」, 《현대소설연구》 79집, 2020, 141-1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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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었고,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거시적이고도 근본적인 사유를

갖춘, 이른바 ‘총체성’이 핵심이었다. 특히 90년대 한국문학은 혼란스러운

정치·사회적 변화 속에서 문학의 역사 인식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1990년을 전후하여 근대소설이라는 장르와 리얼리즘이라는 양식적 특질

에 관해 치열한 논쟁이 있기도 했다.49)

1990년대는 2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종말론적, 묵시록적 서사를 사후

적으로 특징지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역사’가 권위를 잃었다는 점

이다. 그러므로 “기원, 본질, 역사를 묻는 것은 승산이 없”고 “개인들에

게 확고한 정체성을 보증해 주는 서사란 없다”는 90년대 문학의 특징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력을 차치하더라도 적확한 지적에 가깝다.50) 하지

만 문제적 개인을 통한 역사철학적 서사가 퇴보하고, 일상성의 미시적

재현이 새로운 감각을 형성했다는 논의는 여전히 근대소설을 ‘성숙한 남

성의 형식’이라는 루카치적 관점을 배면에 두고 있는 것이다.51) 1990년

대를 과도기적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면서도 이 시기의 여러 문학

적 변화는 ‘문학 바깥’의 예외적 사건으로 배제하고,52) 이 혼란을 냉소적

으로 분석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은 문학사의 본질적 전환에 있

49) 1990년대에 접어들어 벌어진 ‘리얼리즘’ 논쟁은 실천문학 편집위원회 편, 『다시
문제는 리얼리즘이다』(실천문학사, 1992)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50) 황종연 외,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21쪽.
51) 황호덕은 김윤식의 비평 행로에서 1990년대 초를 하나의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근대성이라는 테제가 ‘젠더’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의 곤경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박완서, 최명희, 오정희 등의 서사를 근대문학이라는 관점에서 서술
하고자 했을 때 김윤식은 필연적으로 ‘젠더 트러블’을 경험했고 결국 그 자신의
문학사에서 여성문학론은 공백으로 남게 되었다. 황호덕, 「김윤식의 문학 이유,
가치중립성으로서의 근대론과 젠더 트러블―1990년대, 김윤식의 비판적 전회와
여성작가론을 실마리로」, 《구보학보》 22호, 2019.8., 149-188쪽 참조.

52) 90년대 문학 매체에서는 여성문학에 대한 특집이 종종 진행되었고,(<90년대 한
국문학의 쟁점(1): 여성주의 문학>, 《문학사상》, 1990년 2월호; <여성, 여성성,
여성소설>, 《문학동네》, 1995년 가을호; <여성소설의 어제와 오늘>, 《소설과
사상》, 1996년 여름호; <90년대 여성작가, 무엇을 남겼나>, 《실천문학》, 1999
년 여름호 등 참조) 이를 통해 박혜경, 황도경, 김미현, 최성실, 신수정 등의 논의
가 문학장에 편입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문학
은 거의 모든 비평 담론에서 하나의 ‘꼭지’로만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문학
이 사실상 ‘(남성)문학’이었고 어떤 것을 생략, 배제, 포섭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서재원, 「1990년대 한국 여성비평가 연구」, 《여성
문학연구》 제30호, 2013.12., 485-4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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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젠더적 관점을 과소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나의 문학적 형식이 “사회적 구조의 반영” 혹은 “고의적인 개입”이

거나 의도된 전략의 “동원”이 아니라 다양한 배열·패턴·형태가 중첩하고

충돌하면서 빚어진 결과물이라는 캐롤라인 레빈의 논의를 참조할 때,53)

문학사의 쟁점에 관한 핵심은 ‘양식적’이라기보다 ‘젠더적’이다. 그는 텍

스트를 분류하는 행위로서의 장르를 넘어 형식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통해 기존의 형식주의 도식을 넘어서고자 하는데, 현실에 대한 미학적

결과물로서의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형식들이 충돌하면서 전개되

는 서사에 주목한다. 즉 “심층적인 사회 모순으로부터” 발생하는 “고통

스러운 역사적 경험”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사소한 “형식적 만남” 역시

강조하는 것이다.54) 다시 말해 전통적인 서사의 인과성이나 개연성이 아

니라 우연성이나 충돌 혹은 균열의 양상을 통해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1990년대 한국소설이 다양하게 재현한 서사

의 탈정치적, 비역사적 양상은 그러므로 쇄말적이거나 유희적인 것으로

폄하할 수는 없다.55)

한편 1980년대 소설이 그 창작 주체로 노동자, 민중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작품이 ‘다르게’ 읽혔던 것과 달리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작가가 계

몽적 지식인이거나 사상적 실천가가 아니라 직업적 이야기꾼이라는 인식

이 커지면서 소설의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하다.56) 특히

53) 캐롤라인 레빈, 형식들, 백준걸·황수경 역, 앨피, 2021, 49-53쪽.
54) 위의 책, 64쪽.
55) 문학의 죽음이나 종말을 언급하는 기저에는 하나의 예술 장르가 흥망성쇠를 거
친다는 발전론적 도식이 깔려 있다. 과거의 어떤 문학적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탄식할 때 삭제되어 있는 것은 ‘남성 지식인 문학’이라는 기본값이다. 그러
므로 “한 시대의 상징이었던 어휘들, 한 세상의 뇌관이었던 개념들은 지금 어디
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비판은 우선 스스로에게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정과
리, 「옛날 옛적에 문학이 있었다」, 《문학과사회》, 1998년 여름호, 614쪽.

56) 작가 정체성을 ‘지사-소설가’와 ‘교양인-소설가’, ‘장인-소설가’로 구분하고 90년
대 소설에서 ‘장인-소설가’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논지(서영채, 「소설, 모색
과 모험의 도정」, 《창작과비평》, 1994년 봄호, 129-135쪽), 전통적인 소설가,
이야기꾼으로서의 작가, ‘이야기의 아들로서의 소설’ 등을 강조하는 논지(김탁환,
「동아시아 소설의 힘」, 《상상》, 1994년 여름호, 175-177쪽), 상업성과 대중성
의 혐의를 씌워 “‘문사’적 상품”을 만드는 “장사꾼”의 글쓰기가 90년대에 등장했
다는 논지(홍정선, 「문사(文士)적 전통의 소멸과 90년대 문학의 위기」,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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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 숨어서, 혹은 필명으로 글을 써야 했던 상황과 그것의 유통 양

상이 90년대 컴퓨터 글쓰기, PC통신의 익명성과 결합하면서 이른바 저

자성(authority)은 크게 달라진다. 90년대를 전후하여 시대나 이념의 무

게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역사의 텍스트화’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환멸

의 감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풍자나 유희의 감각으로 소설 형식

에 반영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주지하듯 이야기의 전달이 구술에서 서술로 차츰 변화해 왔으며 그것

이 활자 매체의 역사적, 물질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90년대는 ‘육필에서 입력으로’ 서술 행위가 전환되었

고, 쓰는 것과 동시에 텍스트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작가라는 이름의 특정 개인이 서술의 주체가 되고

허구적 인물들이 등장하여 이야기가 전개될 때,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거리’의 문제와 직결되고 이는 서사의 감각 자체를 상당히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57) 우리가 기계와 결합할 때는 단순히 어떤 기계의 특정한 기

능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관계들의 복합체가 되는

일”로 나아가게 된다. 특히 글쓰기 도구-기계의 변화는 쓰는 신체의 변

화와 직결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기계의 도입으로 몸이 바뀌는 경험이기

도 하지만 “사회적 신체를 바꾸려는 열망”과도 직결된다.58)

말하기에서 쓰기로, 구술성에서 문자성으로 거대한 전환을 겪었던 문

학(화)사는 1990년대를 전후해 컴퓨터라는 매체와 결합하게 된다. ‘인쇄’

과사회》, 1995년 봄호, 46쪽.)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꾼’이라는 표현을 따져 볼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야기꾼’이나 ‘장사꾼’은 지식인이나 예술가에 비해 탈권위
적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남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이거
나 관습적인 것을 탈피하고 있다는 담론의 자리에조차 여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
다는 점은 문학사적 공백이 어디에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57) 아마도 이를 잘 보여주는 작가 중 하나가 구효서라고 생각된다. 그는 두 번째
소설집 『확성기가 있었고 저격병이 있었다』(세계사, 1993)에서 보고서와 메모,
관찰일지와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비밀 문건, 계약서와 사체검안서 등의 ‘기록’
을 텍스트로 활용하고 다양한 초점화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기술 시대’의 서사라
는 관점에서 더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후에도 구효서는 이러한 계열의 작품을
꾸준히 발표한다.

58) 임태훈, 「글쓰기 기계들의 문학사, 보철 장치와 정동의 재구성」, 《현대문학이
론연구》 제84집, 2021.3., 187-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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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사적 소유가 근대 사회 개인의 감각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면59) 컴퓨터 글쓰기는 인쇄가 불필요한, 입력과 동시에 즉각적인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대중매체”를 통한 것이라는 니클라스 루만의 논의에 따르면 매

체의 발달에 따라 “현실은 체계 내에서의 성공적인 일관성 검증에 필요

한 척도에 불과”하다.60) 즉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사용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 형성되는데 1990년대는 “인간이 도구 사용을 통해 발전해온

과정의 잠정적인 최종 산물”인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는 점이 무척 중요하다. 컴퓨터는 특정 목적을 지닌 도구와 달리 “임의

의 다른 기계들을 조종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자료를 가공하는 데 사용”

되는 ‘범용 기계’인데, 이는 곧 글쓰기라는 문학의 본질적인 수행성이 완

전히 뒤바뀌는 계기라고 봐야 할 것이다.61)

1990년대의 매체적 변화가 단순히 ‘육필에서 입력으로’, 즉 펜이 아니

라 키보드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정도로 정리될 수는 없다. 매체사에

서 문자 텍스트의 결정적인 변화를 ‘타자기’로 설정한 키틀러의 논의를

참고하자면 기계를 통한 글쓰기는 ‘탈성화(脫性化)’를 수반한다. ‘타이프

라이터(typewriter)’는 타자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타이피스트를 의미하기

도 하는데, “쓰기-기계”를 통해 여성 타이피스트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62) 20세기를 전후하여 일어났던 이런 변화

는 21세기를 앞두고 컴퓨터라는 매체의 등장으로 다시 한 번 반복된다.

90년대 여성 작가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문자 텍스트를 종이가 아닌 화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텍스트가 통신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시작했다

는 점은 문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었다. 컴퓨터는 텍스트

가 입력되는 매체이자 이미지를 처리하는 장치이기도 하며, 음향을 제공

59) 월터 J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1995, 208쪽.
60) 니클라스 루만, 『대중매체의 현실』, 김성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8쪽 참조.
61) 안드레아스 뵌·안드레아스 자이들러, 『매체의 역사 읽기』, 이상훈·황승환 역,
문학과지성사, 2020, 235-248쪽 참조.

62) 프리드리히 키틀러, 『축음기, 영화, 타자기』, 유현주·김남시 역, 문학과지성사,
2019, 337-3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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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즉 컴퓨터를 통해 문자는 텍스트가 아닌 ‘데이터’가 되면서

시청각적 기호와 형식적으로 ‘동일’해진 것이다.

이 혁명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문학적 세대와 감각은 자연스럽게 등

장할 수 있었다. 원고지와 책의 ‘아우라’를 거부하면서 전자 언어는 ‘통신

문학’, ‘키보드문학’, ‘컴퓨터문학’, ‘사이버문학’ 등의 용어로 발전하기 시

작했다.63) 특히 이러한 매체적 전환이 포스트모더니즘 담론과 결합하면

서 저자성(authority) 혹은 익명성(anonymity)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기존의 문학성 전반에 대한 매우 강력한 도전이었다. 이

는 작품의 원천이자 그 독창성을 보장하는 저자(author)가 다양한 텍스

트와의 관계망 속에서 그것을 써낼 뿐인 필사자(scriptor)로 그 정체성이

변한다는 논의와 연결된다.64) 특히 계몽적 지식인으로 여겨졌던 작가의

주체성, 정체성이 90년대 소설에서 조금씩 균열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매체적 흐름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65) 또한 1987년 10월 당시

문화공보부가 판금도서를 해제하고 출판 및 잡지의 신규 등록을 자유화

하면서 출판 산업은 일종의 ‘붐’을 맞이하게 되었고 경제적 호황에 따른

독자의 소비력 증대와 베스트셀러 등의 판매량, 도서 제작 과정의 간소

화와 단가 하락 등이 맞물려 글쓰기는 지식과 교양을 갖춘 남성의 영역

에서 이탈하고 있었다.66)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 90년대 소설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상

당 부분 외면되어 왔다. 흔히 ‘90년대와 행복하게 만났다’고 여겨지는 신

경숙, 윤대녕, 김영하 등의 작가들이 당대 여러 비평적 담론에 호명되면

서 이력을 쌓아 갔지만 이들은 90년대 소설의 일부분을 보여줄 뿐이다.

한국 문학사는 2000년대를 전후하여 문화연구와 접목되면서 한 차례 그

‘복수의 문학사’라는 가능성을 열었고67) 2010년대 중반 페미니즘 리부트

63) 당시 ‘사이버문학’이라는 개념을 앞장 서서 주창했던 이용욱은 1995년을 기점으
로 전자언어가 본격적인 문학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용욱,
『사이버문학의 도전: 문학의 위기와 패러다임』, 토마토, 1996, 21-23쪽 참조.

64) 롤랑 바르트, 김희영 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31쪽.
65) 서영채, 「소설, 모색과 모험의 도정」, 《창작과비평》, 1994년 봄호, 129-135
쪽; 박혜경, 「소설이 주체의 위기를 살아내는 방식―90년대의 소설을 위한 밑그
림」, 《문학과사회》, 1998년 봄호, 152쪽 참조.

66) 「보통사람도 ｢著者｣로 종합出版代行 정착」, 《경향신문》, 19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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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후하여 매우 큰 파고를 겪는 중이다.68) 한국문학의 담론은 지난 시

기의 문학들을 남성의 역사로만 규정하고 ‘무결’한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단순한 선언이나 단절에 매몰되지 않고,69) 문학을 견인하는 주

체로서 ‘시민-독자’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비평적 작업을 이어 왔

다.70) “지난 30여 년간의 문학사 비판을 통해, 이제 기존의 문학사가 ‘민

족주의-남성-엘리트’ 중심의 서술 방식을 취해왔다는 사실은 이제 자명

한 것으로 간주”될 때,71) 문학사를 관통하던 여러 개념들을 어떻게 해체

하고 재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문학사 서술 자체에 대

한 회의를 촉발시킨 것이 바로 1990년대 이후의 탈근대, 탈식민, 탈민족

담론임을 생각해보면 1990년대 이후의 문학사 연구는 그 갱신의 가능성

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72) 나아가 새로운 관

점에서 작품들을 읽어내고, 의미화되지 못했던 중요한 작가들을 가시화

시켜야 할 지금, 1990년대 문학에는 특히 그러한 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73)

67) 최병구, 「한국문학사 서술의 경과: 제도와 이념에의 결박과 성찰」, 《민족문학
사연구》 56, 2014.12., 33-36쪽.

68) 손유경, 「한국 문학사의 새로운 가능성」, 《문학과사회》, 2019년 봄호, 25-35
쪽 참조.

69) 오혜진, 「서문을 대신하여」,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9쪽.

70) 소영현, 「서문-문학은 위험하다: ‘현실, 재현, 독자’로 본 비평의 신원 증명 혹
은 그 기록지」, 소영현 외, 『문학은 위험하다』, 민음사, 2019, 10-11쪽.

71) 이종호, 「1987년 민주화 이후, 문학사를 둘러싼 모색과 재구성」, 《현대문학의
연구》 70, 2020.4., 32쪽.

72) 소영현은 기존의 문학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여성’을 여기에 추가하거나
여성 중심의 문학사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학사에 젠더를 기입하는 일”
이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학사 서술의 근본적인 질문을 대면하게 하는 작업
이라고 쓰고 있다. 소영현, 「문학사의 젠더」, 《민족문학사연구》, 56호,
2014.12, 78-83쪽 참조.

73) 문학 자료의 전산화와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을 통해 소위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론적 적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김병준·전봉관·이원재, 「비평 언어
의 변동 : 문예지 비평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단어의 변동 양상, 1995~2015」, 《현
대문학의 연구》 61권, 2017.2; 임형택, 「문학미디어와 문학사 연구―가능성의 문
학사와 다차원의 ‘문학사 디지털 웹’」, 《한민족문화연구》 57호, 2017.6; 이소연,
「디지털 아카이브 기술을 활용한 문학사 모형에 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
구》 21(1), 2020.4; 장문석·류인태, 「디지털 인문학과 한국문학 연구(1) : 작가 연
구를 위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설계」, 《민족문학사연구》 75호, 20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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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형식’을 장르와 등치시켜 이해하지 않고 보다 넓은 개념에서,

“문학 텍스트 안팎에서 서로 만나는 조직들의 원리”74)로 본다는 것은 문

제적 개인이 성장의 과정을 거쳐 모종의 각성에 이르게 된다는 근대소설

의 전망을 부정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소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서구의 근대소설은 르네상스 이후 적극적인 개인주의자들이 자

신들의 욕구를 사회와 갈등하면서 실현하려고 하며 그에 대한 ‘벌’을 받

는 형태로 전개되어 오다가 점점 더 개인의 고유한 경험을 강조하는 방

향으로 나아갔다.75) 즉 소설은 개별자의 정체성이 얼마나 새롭게 재현되

느냐에 따라 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곧 자신의 과

거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그 원천을 찾게 되므로 “의식의 정체성”이며

이는 서사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요컨대 소설은 개인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그러한 시간은 삶의 리얼리티와 관련된

다.76)

그렇게 탄생하는 ‘교양소설’의 개념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정상성’에

반대되는 충동들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자유로운 개인”이 “두려운 주체

가 아니라 확신을 가진 시민으로서 사회적 규범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77) 모레티가 이른바 “문명의 위안”이라고 요약

한 상징적 형식으로서 교양소설의 역사적 의미는 그러므로 소설적 사회

화이다. 하지만 타협과 종합의 서사로서의 소설이 변화를 맞닥뜨릴 때

모레티가 발견하는 키워드는 ‘키치’, ‘취향’, ‘개성’ 등이기도 하다. 예술적·

미적 쾌락을 일상과 생활의 차원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규모”

의 아름다움, 즉 취향이 이룩한 ‘기적’이며, 획일화된 근대적 체제에서 더

이상 ‘개인’일 수 없는 주체가 ‘개성’을 갖고자 할 때 소설은 필연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78)

이러한 논의는 리얼리즘에 대항하는 모더니즘의 발현과 전개로 흔히

74) 캐롤라인 레빈, 앞의 책, 58쪽.
75) 이언 와트, 『근대 개인주의 신화』, 이시연·강유나 역, 문학동네, 2004, 12-17쪽
참조.

76) 이언 와트, 『소설의 발생』, 강유나·고경하 역, 강, 2009, 30-37쪽.
77) 프랑코 모레티, 『세상의 이치』, 성은애 역, 문학동네, 2005, 45쪽.
78) 위의 책, 74-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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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된다. 관습적이고 선형적 서사를 거부하고 새로운 재현을 도모하는

일련의 문학적 움직임은 일찍부터 있어 왔고, 한국문학사에서도 그 사례

와 흐름을 찾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의 소설이 어

떤 변화의 기점으로 상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나 대중

문화, 정치·사회적 변혁 등으로 설명될 것이 아니라 매체 변화를 중심으

로 한 서사 구성의 형질적 특징에서 찾아져야 하고 나아가 그것이 ‘소수

자’의 재현과 ‘다양성’의 감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하

는 것에 있다.

여기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전면화시켜서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겠

다.79) 주지하듯 포스트모더니즘의 담론이 가져온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주체성을 정치화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스스로의 존재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

라 문화와 담론이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80) 정체성을 “서술

어가 주어에 지정하는 것에 의해 작용하는 전체 결과”로 정의한 나탈리

하이니히의 논의를 따르면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원적이며 만들

어지는 것이다. 또한 정체성은 다양한 자질로 구성되고 개인적 현상이

아니며 여기에는 ‘감정’과 ‘상태’가 존재한다.81) 즉 정체성을 개인의 자기

인식이라는 좁은 정의가 아니라 그 구조적·사회적·형식적 특징들의 ‘수

행’들로 넓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82)

다원성에 기초한 3세대 개인주의를 역설한 이졸데 카림에 따르면 현대

79) 상탈 무페는 합리적 근대성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회의하면서 다양
한 정체성을 ‘개인’으로 집단화, 추상화시키는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그는 정체성
을 기반에 둔 ‘경합적 다원주의’의 관점을 역설하는데, 단일한 주체가 아니라 여
러 주체들의 접합, 봉합에 주목하고 있다. 상탈 무페, 『정치적인 것의 귀환』, 이
보경 역, 후미니타스, 2007, 15쪽.

80) 특히 주체성을 해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개인이 유순한 몸을 살아내고
젠더 훈련을 받는 과정이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체성
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리키 윌친스, 『퀴어, 젠더, 트랜스』, 시우 역, 오월
의봄, 2021, 183-184쪽.

81) 나탈리 하이니히, 『정체성이 아닌 것』, 임지영 역, 산지니, 2021, 127-132쪽.
82) 주디스 버틀러가 “젠더화된 몸이 수행적이라는 것은, 젠더가 자신의 실제를 구
성하는 다양한 행위들과 동떨어져서는 그 어떤 존재론적 위상도 갖기 못한다”고
언급했던 것과 상통한다.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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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주체는 우연과 불확실성, 분열과 개방의 상태에 놓여 있다. “타자

에게 더 이상 정상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없”고 “스스로에게도 정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일은 “소수자의 전형적인 경험”이었지만 “오늘날은 주

류 사회도 소수자 사회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83) 또 그는

이 축소된 자아와 감소된 정체성의 시대는 인류를 무척 혼란스럽고 수고

롭게 만드는데, 결국 “어떻게 동등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다를 수 있을

까?”84)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이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역설하

기도 한다. 한 사람을 구성하는 정체성이 다양할 때, 소위 무수한 정체성

이 ‘나’에게서 교차될 때 어떻게 그것을 ‘나’로 통합시키고 또 증명할 수

있을까, 혹은 분열과 모순을 인정하고 여러 ‘나’를 어떻게 승인할 수 있

을까, 등의 질문은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난제

들이다.

문학 텍스트의 분석 틀로 ‘소수자’를 중심에 둔 것은 들뢰즈·가타리이

다. 물론 그 이전에도 문학은 세계와 대결하면서 누가 어떻게 재현되느

냐의 문제에 골몰했으므로 주류, 다수성을 추구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명확하게 마이너리티에 초점을 두고 사유를 전개한 것은 들뢰즈

에 의해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 라캉에 의해 재인식되면서 여성, 유색인, 동성애자 등 주류 역사로부

터 소외받은 집단이 ‘타자(the other)’로 개념화되었다. 다분히 정치성을

함의한 이 개념으로 인해 소수자에 투사된 모순적 욕망, 즉 ‘다름’을 두

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매혹되어 억압과 파괴에 이르게 되는 이른

바 ‘실재계’의 구도가 만들어졌고 들뢰즈는 이를 비판적으로 전환한다.

그는 자본주의적 체제가 주류 사회의 규율과 통제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

았고 그 욕망에 소수자들이 배제되는 양상과 그 대안을 탈중심적 사유에

입각한 독특한 개념들로 전개했다.

들뢰즈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존재론을 거부하고 유기적인 구성으로

서의 주체를 벗어나 파편화된 연속체이자 다양체로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노마드’적 주체를 내세운 바 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소수성(minority)

83) 이졸데 카림, 『나와 타자들』, 이승희 역, 민음사, 2019, 60쪽.
84) 위의 책,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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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띠게 되는데 들뢰즈가 강조한 것은 그것이 양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

이었다. 나아가 “생성이나 과정으로서의 “소수”와 집합이나 상태로서의

“소수성”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다수자의 동일성으로부터

떨어져 ‘소수자-되기’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생성의 주체”가 될 수 있

다고 들뢰즈는 쓰고 있다.85)

그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카프카의 작품들을 ‘소수자 문학’의 관점

에서 분석하는데, 이들에 따르면 소수적인 문학의 세 가지 특징은 “언어

의 탈영토화,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직접성의 연결, 언표행위의 집합적

배치”이다. ‘소수적 문학’은 개인적인 언표 행위일 수 없고, 필연적으로

집합적이며 정치적 행위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소수자는 오히려

‘다양체’에 결합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주류나 전통, 기성 문학에 대한

전복을 의미한다.86)

들뢰즈는 카프카의 작품에서 장르(형식)의 배치, 하위주체의 언어, 관

료제의 기술적 기계87) 등을 읽어내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의 언표가 새

롭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하나의 배치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지 질

문한다.88)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소수자-되기’이고, 이에 관해서는

『천 개의 고원』을 참조해야만 한다.

들뢰즈에게 소수자는 그 자체로 윤리적이거나 대안적이지 않다. 그것

은 반드시 ‘되기’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생성해야만 한다. 특이자

(anomal)나 아웃사이더와 달리 소수자가 정치적 전복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소수자-되기’의 보편적 지평으로 ‘운동’하기 때문이

다. 소수자-되기는 도달해야 할 목적이 아니라 여성도 여성이 되어야 하

며, 흑인도 흑인이 되어야 하고, 유대인도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

85)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551쪽.
86) 소수성이 하나의 원칙으로서의 다수성이 갖는 개념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하듯
문학에서의 마이너리티는 기성 문학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문학의 혁명적 조건”
이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카프카―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이진경 역,
동문선, 2001, 48쪽.

87) 이때 기계란 들뢰즈가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개념적 사유로 끊임없이 생성, 유동
하는 모든 존재(자)를 뜻하는 말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실제로 카프카의 작품 속
에 등장하는 사무와 노동의 기계 자체를 동시에 가리키기도 한다.

88)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카프카―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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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듯 계속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들뢰즈가 강조하는 것은 ①여성-되

기 ②아이-되기 ③동물-되기인데,89) ‘되기’가 결코 상호 간의 대응이 아

니고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가 말

한 생성의 개념은 모방이나 동일시, 진화 등이 아니라 “결연(alliance)”이

다.90) 그리고 그 속에서 우연적으로 돌출하거나 특이하게 변형된 무언가

가 다양체를 조성한다.

이러한 들뢰즈적 사유는 ‘여성-되기’와 ‘아이-되기’를 앞세우면서 이 정

체성이 합쳐진 ‘소녀’에 대한 지나친 예찬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동물-되

기’의 회귀적 순환이 모호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이후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 더욱 구체화된다. 브라이언 마수미는 스스로 들뢰즈의

‘가이드’를 자처하면서 “되기작용”이 존재하기(상태)와 존재되기(생성)이

라는 두 가지 욕망의 긴장 사이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사회적 ‘닮음’

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되기작용으로서의 모방은 각 개인의

마이너리티가 드러나기 어렵고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정동(affect)

을 통해서 그 차별성이 사유될 수 있다고 서술한다.91) 이에 따르면 소수

파(minoritarian)92)로서의 마이너리티는 자발적 소외와 적극적인 되기를

통해 하위주체(subaltern)와 구분된다. 그리고 하나의 동일성을 가진 보

편자가 아니라 고유의 개별성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

따라서 마이너리티는 어떤 것을 대체하거나 전복시키지 않고 확장시킨다

는 점에서 사적(私的/史的) 개념이 될 수 있다.

89) ‘식물-되기’, ‘광물-되기’ 등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소수자의 사례가 없지 않지만
들뢰즈가 핵심적으로 언급하는 주체로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특히 왜 ‘남성-
되기’가 존재하지 않느냐는 반문에 들뢰즈는 다수성이 더 큰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상태를 전제”하는 것임을 설명하면서 “인간보다 모기나 파리가 더
많은지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성“이 어떻게 우주 속에서 하나의 기준을,
그와 관련하여 남성들이 필연적으로(분석적으로) 다수성을 형성하는 기준을 구성
했는지를 아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한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 개의 고
원』, 550쪽.

90) 위의 책, 452-453쪽.
91) 브라이언 마수미, 『천개의 고원 사용자 가이드』, 조현일 역, 접힘/펼침, 2005,
171-190쪽 참조.

92) 소수(minority)가 다수(majority)에 대비되는 수적 개념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들뢰즈·가타리는 이런 표현을 종종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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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의 이러한 사유는 페미니즘 철학자들에 의해 더욱 중요한 의미

를 갖게 되었다. 그가 ‘기관 없는 신체’라고 명명했을 때 그 기관은 대체

로 상호 호환적인 평등한 것으로 논의되지만 여성의 신체에 있어 그것은

좀 더 면밀한 사유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서 성차가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된다.93) 브라이도티는 들뢰즈와 뤼스 이리가레를 겹쳐 읽으면서 ‘유목

적 주체’라는 개념을 시작으로 ‘포스트휴먼’의 다양한 사유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는 “들뢰즈의 다양체 및 소수자 되기 이론과 성차에 대한 페

미니즘 이론들 사이의 긴장”의 결과이다.94) 즉 마이너리티의 관점에서

젠더와 신체, 주체와 기계 등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탈/비인간의

사유로 이어지게 된다.95)

그러므로 도나 해러웨이가 1985년 발표한 「사이보그 선언」은 오늘날

주체성을 언급할 때 첫머리에 놓이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사회주의 페미

니즘의 관점에서 앞서 서술한 이리가레 등의 프랑스 페미니즘, 에이드리

언 리치 등의 미국 래디컬 페미니즘을 경유하여 ‘사이보그’라는 개념을

주창한다. 사이보그는 “인공두뇌 유기체로,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이며,

허구의 피조물이자 사회 현실의 피조물”이라고 정의되는데,96) 이때 허구

93) 로지 브라이도티는 남성성을 탈성화해 성차를 “극복”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것이
“여성들 내부의/여성들의 여성적인 것을 전유, 제거하거나 상동화하게 하는 일방
통행로”가 될 뿐이라고 말하면서 유기체의 총체성이라는 들뢰즈적 사유 아래에서
어떻게 새로운 페미니즘적 주체를 제시할 수 있을지 고찰한다. 로지 브라이도티,
『유목적 주체』, 박미선 역, 여이연, 2004, 102-107쪽 참조.
한편 프로이트,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사유를 비롯한 서양 철학의 주체론을 성차
의 관점에서 비판했던 뤼스 이리가레 역시 ‘기관 없는 신체’가 여성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그 자체로 여성의 역사적 조건임을 반문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을 위한 상품이 아니며 단일하고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 여성은 “자기 쾌락
의 어떠한 것도 어떤 다른 것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가능성, 특히 자신을 다른
어떤 것과 동일시하지 않는 가능성, 결코 한 가지만이 될 수 없다는 가능성만을
의미할 수 있”다. 뤼스 이리가레, 『하나이지 않은 성』, 이은민 역, 동문선, 2000,
40-41쪽.

94) 로지 브라이도티,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김은주 역, 꿈꾼문고, 2020,
150쪽.

95) 브라이도티는 탈-인간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들뢰즈의 논의를 이어받아 ‘동물-되
기’, ‘지구-되기’, ‘기계-되기’를 통해 “포스트휴먼 주체성”을 강조한다. 로지 브라
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2015, 128쪽.

96) 이때 사이보그는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과는 다
르다. 또한 SF에서는 사이보그와 로봇(안드로이드)을 인간/비인간으로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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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픽션, 특히 과학소설을 의미한다. 20세기 비약적인 과학 기술의 발전

은 서구의 학문과 정치의 전통, 즉 ‘백인-남성-진보(진화)’의 지배 구조

를 뒤흔들었다. 특히 “타자를 거울삼아 자아를 재생산하는” 서양 철학의

사상적 계보는 해러웨이에게 가장 중요한 비판점이 되는데, 그 핵심은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이 깨졌다는 것이다. 다른 종을 파괴하거나

자연을 개발해 인간의 권력을 확장시켜온 역사가 과학기술에 의해 전 세

계적으로 재배치될 때, 소수자 정체성의 가시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해러웨이는 여성이라는 젠더 범주가 순수하거나 결백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신히’ 발견했다고 쓰면서 재생산이 아닌 재생에 방점을 둔 사

이보그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러웨이는 유기역학(organics)이 아니라 정보과학

(informatic)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서사는 “부르주아 소설, 리얼리즘”

에서 “과학소설,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자연스

럽고 관습적인 언어로 우세종(domination)이 설명되지 않고 새로운 기호

나 코드가 필요해지는 것이다.97) 그가 SF나 포스트모더니즘을 언급하는

것은 양식이나 장르 자체의 속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이너

리티와 밀접하게 결합하고 있다. 그에게 대표적인 사이보그 정체성은 ‘유

색인 여성’인데, 이들은 글쓰기를 통해 “모든 의미를 완벽하게 변역해내

는 하나의 코드, 즉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을 펼친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해체가 아니라 문턱의 변환”이라고 설명된다.

“자연과 문화, 거울과 눈, 노예와 주인, 육체와 정신”이라는 서구의 이원

론적 정체성을 전복하고 “자신들의 몸과 사회라는 텍스트를 다시 쓰는”

양상에 그는 주목한다.98) 그러므로 마이너리티는 단순히 그러한 정체성

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되기’의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

다. 지배 권력에 의해 밀려나거나 외부자의 시선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이탈과 자발적 소외로 스스로를 소수의 자리에 위치시키

도 한다. 도나 해러웨이, 「사이보그 선언: 20세기 후반의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
주의 페미니즘」,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역, 책세상, 2019, 18쪽.

97) 헤러웨이는 이를 “글쓰기 놀이에 몰입한 동안 유기체적 대상은 산산이 흩어져버
린다”고 쓰고 있다. 위의 책, 47쪽.

98) 위의 책, 74-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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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1990년대 한국사회에서도 마이너리티 담론이 조금씩 형성되었고, 2000

년대에 들어와 ‘소수자’라는 명명이 정착되기 시작했다.99) 대체로 마이너

리티의 개념이 국제인권법 규정에 기초해 민족, 인종, 종교, 언어라는 네

가지 면에서 다수와 다른 특징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소수를 지칭하는 것

에서 나아가 한국은 ‘약자’ 일반을 마이너리티로 보는 “확산형 마이너리

티” 개념이 형성되어 왔다.100) 그러나 문학사적으로 한국의 마이너리티

는 민족과 언어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소수성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특

히 근대문학의 형성 과정에서 생겨난 민족적, 언어적 굴절을 비롯하여

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는 문학적 주체가 곧바로 소수성

을 확보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지식인 남성 중심의 문학적 재현

은 민족과 민중, 노동이라는 저항적 운동에 의해 소수적 재현으로 위장

되고 정작 소수자 문학은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

였다.101) 또한 주류 혹은 다수의 대타항으로서만 마이너리티가 재현되는

99) 한국에서 소수자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한국인권재단이 『일상의 억압
과 소수자의 인권』(사람생각, 2000)을 출간한 2000년 정도부터라고 여겨진다.
2003년 한국사회확회와 문화인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심포지움의 결과물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한울, 2004) 역시 한국의 소수자 담론을 종합하
여 보여주는데, 1993년에 인권운동사랑방이 출범했고, 한국인권재단은 1998년에
태동했으며,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점차 소수자에 관한 사회
적 움직임이 증대되어 왔다. 특히 ‘초동회’, ‘친구사이’, ‘끼리끼리’ 등 1994년을 전
후해 생겨난 성소수자 단체와 이들이 펴낸 《또다른 세상》(1996-1999, 7호까지
발간), 《BUDDY》(1998-2003, 24호까지 발간) 등의 잡지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
다.

100) 마이너리티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를 참고하면 대표적인 마이러니티의 개념은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민족, 인종, 종교, 언어의 면에서 소수파를 규
정하는 “한정형”이 있고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이 해당된다. 둘째로는 사회적 약
자를 소수자로 보는 “확산형”인데 미국, 일본, 한국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로는
프랑스의 사례처럼 ‘마이너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회피형”이다. 유
효종, 이와마 아키코 엮음, 『마이너리티란 무엇인가―개념과 정책의 비교사회
학』, 박은미 역, 도서출판 한울, 2012, 23쪽.

101) 가장 ‘객관적’이고도 ‘추상적’인 학문 분과로 여겨지는 자연과학에서조차 남성
중심적 인식론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강하게 일어났다는 점은 여성을 비롯한 소수
자의 관점이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샌드라 하딩,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기』, 조주현 역, 나남, 2009, 55-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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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고 차별, 소외, 배제 당하는 ‘약자성’에 그 초점을 두고 있었

다. 하지만 교차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마이너리티는 반드시 사회적 약

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마이너리티는 우선 일시적인 불편과 차별이 아니

라 “영구성”을 띤 약자성에 국한된다. 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

약자성이 아니라 “특수성”을 가지며 “대체 불가능”하다. 나아가 마이너리

티는 “집단의식 또는 소속 의식”을 공유한다.102)

기본적인 의미의 마이너리티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

의 다른 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이

라고 정의될 때,103) 그것은 사회 다수로부터의 차별과 배제를 핵심으로

한다. 여성, 소수 민족(인종), 장애인, 성소수자 등 대표적인 소수자를 비

롯해 미혼모, 외국인 노동자, HIV 감염인, 탈북자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집단이 마이너리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이너리티를 다소 수동적이며 피해자의 위치에 두도록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마이너리티의 핵심적인 특성이 적극적인

‘되기’에 있다고 했을 때, ‘운동성’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104)

윤수종은 마이너리티의 핵심을 근대적 ‘표준화’에 대한 거부로 보았다.

“백인-남성-본토박이-건강인-지성인-이성애자-표준어를 쓰는 사람” 등

이 다수성이라면 소수자가 그러한 표준화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105) 오히려 소수자들은 자신들이 표준화될 수 없다는 것

을 깨닫게 되고, 마이너리티를 강조하면서 다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광의의 마이너리티는 결국 90년대의 키워드이기도

한 ‘개성’과 연결된다. 페미니즘을 통한 성차별과 성노동 등에 대한 재인

식, 장애인 인권 운동, 퀴어 커뮤니티의 형성, 병역거부자, 노숙자, 이주

노동자 등 다양한 소수 집단의 가시화와 소수자 운동은 1990년대 한국사

102)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 사회』, 후마니타스, 2008, 17-18쪽.
103) 위의 책, 13쪽.
104) 이 지점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 ‘당사자성’이다. 마이너리티 당사자만이 차
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 차별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정체성 정치’는 마르
크스주의자들에 의해 비판 받기도 한다. 섀런 스미스, 「정체성 정치 비판」, 차
승일 역, 제프리 디스티 크로익스 외, 『계급 소외 차별』, 책갈피, 2017, 291-307
쪽 참조.

105) 윤수종 외, 『소수자운동의 새로운 전개』, 중원문화, 2013,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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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추동하는 움직임이었다.106)

이 지점에서 최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퀴어 문학’ 연구의 시각을

참조해 볼 수 있다. 기존의 퀴어 문학 연구에서 1990년대는 ‘퀴어 서사’

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여겨지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가 분명한 것으로 설

명된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사실상 2000년대의 퀴어 서사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에 계속 언급되어 왔던 몇몇 단편들에 기대어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1990년을 전후한 시기의 퀴어 문학은 공백으로 남아 있

다.107) 또한 한국문학사에서 퀴어 문학이 ‘동성애’라는 명명으로 전개되

어 오면서 매우 제한적인 정체성 하에서 그 서사가 해석되어 왔다는 점

도 간과할 수 없다. 성 정체성이 다양하고 그 지향 역시 수많은 변형과

이동이 가능하다고 할 때 일관되고 명확한 정체성을 전제한 동성애 서사

연구는 많은 난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108) 그러므로 퀴어 문학 연구는

젠더 연구의 범주를 확장시키면서109) 기존의 문학 연구의 틀을 재사유하

는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110) 특히 1990년대에 해방과 자유의 감각을

106) 윤수종은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으는 작업을 이어왔다. 윤수
종 엮음,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학사, 2002; 윤수종 외, 『우리 시대의 소수
자운동』, 이학사, 2005; 윤수종 엮음, 『소수자들의 삶과 문학』, 문학들, 2014;
윤수종 엮음, 『소수자들의 삶과 기록』, 문학들, 2019, 참조.

107) 최병덕, 「현대 단편소설의 동성애 모티프 연구―1990년대 이후 소설을 중심으
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박정혜, 「한국 현대 소설의 퀴어 비평적
연구―1990년과 200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5; 김보
라, 「레즈비언 연속체와 공동언어의 가능성―1990-2000년대 여성문학작품의 텍
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08) 동성애의 보편적 역사를 강조하는 ‘본질주의’와 그것이 특정한 시대적 맥락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구성주의’의 대립 속에서 식민지 시기 한국 퀴어 서사의 계보
를 재탐색한 백종륜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백종륜, 「한국 근대 퀴어 서사의
계보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12쪽 참조.

109) 이를테면 “남성성을 젠더 연구의 주제로 삼는다는 것은 남자라고 지칭되고 사
용되던 문법의 규칙들과 문화적 코드들을 젠더라는 분석 범주를 통해 해석하겠
다는 방법론적 입장”이라는 권김현영의 언급을 참고할 수 있다. 권김현영 외,
『근대성의 젠더』, 자음과모음, 2011, 57쪽.

110) 1990년대의 지식인 표상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오로지 남성 작가의 몇몇 계보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지식인이 “자신이 살아가는 세
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시대의 변화를 앞서 예견하고
고뇌”한다면, 그것은 왜 남성이어야 하는가?(이정현, 「한국문학에 재현된 지식인
의 표상 변화―1990년대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82호, 2021.12,
315-136쪽.) 최근작을 분석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설의 자기 반영적 쓰기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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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두로 문학이 성 담론을 전개해 나갔다고 할 때 그 논의가 어떻게 자유

주의나 협소한 정체성 정치의 틀로 소환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것,111) 나

아가 주류 남성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대안적 주체의 가능성으로 이어

졌는지 혹은 실패의 비애로 귀결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긴요해

보인다. 퀴어 문학은 1990년대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문

학에서 재현된 퀴어 서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위

‘퀴어함(Queerness)’이 등장하는 소설은 의외로 많다.112) 하지만 퀴어 주

체가 전면에 등장해 그 성적 정체성의 문제를 가시화시키고, 차별받고

배제되는 주체가 아니라 주류 사회로부터의 적극적인 이탈과 자발적 소

외를 통해 ‘소수-되기’의 서사를 써 내려간 사례는 90년대 문학에서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숙한 남성성의 형식으로서의 근대소설이 곧 ‘성장소설’과 연결된다고

했을 때, 이로부터 이탈하는 ‘아이’라는 개념 역시 90년대 한국소설에서

주목해 볼 수 있다. 가라타니 고진은 ‘통과의례’가 존재하던 사회에서는

아이와 어른이 확연히 구분되지만 근대사회는 “동일한 자기가 서서히 발

전하고 성숙해 간다고 간주”하므로 “성숙”이나 “청춘” 같은 개념이 곤란

해진다고 서술하면서 아이는 “성숙을 지향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강조한다.113) 다시 말해 ‘유년기’를 거치는 아이나 ‘동

심’을 가진 아동 등의 관점이 인간 주제의 기원에 대한 신화적 강조, 여

러 병적 증상을 치기(稚氣)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

지만 ‘아이’는 성장을 예비하고 있거나 성장을 거부하고 있는 주체가 아

예술가 소설이나 사상(전향)소설의 지식인 남성 서사에 동원되었다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퀴어 서사의 자기 반영적 서사 전략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논의를 참고
할 수 있다. 김건형, 「한국 퀴어 소설에 나타난 자기 반영적 서술 전략」, 《횡
단인문학》 제6호, 2020.8, 50-51쪽.

111) 허윤, 「87년 이후 광장의 젠더와 계보―한국여성대회, 장애여성운동, 퀴어문화
축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호, 2020.4, 260쪽.

112) 식민지 시기 다양하고 역동적인 성 담론의 전개는 물론이거니와 전후 한국문학
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현실문화, 2018; 허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역락,
2018 등 참조.

113)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역, 도서출판b, , 2010,
175-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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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 자체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엄연한 주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앞서 들뢰즈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이 정신분석학적 사유를 비판하는

핵심도 여기에 있다. “아이의 삶을 오이디푸스의 틀 속에 구겨 넣고, 가

족 관계들을 어린 시절의 보편적 매개로 만들면, 무의식 자체의 생산과

무의식에 직접 결부되는 집단 메커니즘들을, 특히 본원적 억압, 욕망 기

계들, 기관 없는 몸 등의 작용 전체를 몰라볼 수밖에 없다.” 유년기는 가

족 구도 내의 성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비가족적 욕

망과 함께 이루어지며, 그래서 “무의식은 고아”이다.114)

아이를 주체인 어른의 입장에서 성장시켜야 할 객체로 바라보는 인식

은 매우 오래 지속되어 왔고, 그것은 곧 정상적이고 규범적인 것에서 벗

어난다는 ‘이상한(queer)’의 의미에서 ‘아이 같은’이라는 수식어가 형성되

어왔음을 뜻한다. 그러나 아이는 어른과의 관계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

며 나아가 ‘정체성 형성’이라는 기본적인 아동문학의 관점을 고려했을 때

퀴어-아이는 오히려 무척 자연스러운 서사적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115) 이른바 성장소설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 아이에서 어른으로 어떤

성숙과 깨달음, 발전을 이룩하는 양식이라고 했을 때, 반성장소설은 우선

‘회상’을 거부한다.116) 다시 말해 관습적인 재현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서사’를 모도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불완전한 주체’가 필요하

114) 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김재인 역, 민음사, 1997, 93
쪽.

115) 영미권의 퀴어 아동문학이 90년대 퀴어 이론의 전개를 바탕으로 정체성의 ‘동
요’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지평을 보여주고 있다는 언급이나(손향숙, 「아동문학과
퀴어」, 《영미문학교육》, 제16집 2호, 2012.8, 83-88쪽.) 정체성 형성기의 비성숙
한 ‘아이’라는 주체가 정작 한국 청소년 문학에서 2000년대 이후 꽤 활발하게 창
작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부분이다.(편정인, 「퀴어 청소년문학의 터
전을 마련하다―초기 퀴어 청소년소설의 의의와 한계 검토」, 《문화연구》, 제8
권 1호, 2020.4, 54-57쪽 참조.) 또한 팬픽 문화 서사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백합’
류의 전개를 참조할 때 퀴어와 아이의 결합은 90년대 PC통신 문화 이후로 이미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다.(류진희, 「팬픽: 동성(성)애 서사
의 여성 공간」, 《여성문학연구》, 20호, 2008.6, 163-184쪽 참조.)

116) 신승엽은 “90년대 성장소설이 많은 경우 90년대 들어 각광을 받은 신세대 작가
들에 의해서라기보다 그 이전부터 활동해온 기성 작가들에 의해 씌어졌”다고 언
급하는데, 이는 곧 90년대 한국소설이 여전히 관습적 근대소설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신승엽, 「잃어버린 시간과 자아를 찾아서―90년대의
성장소설」, 《문학동네》, 2000년 봄호, 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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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7) 이때 ‘불완전한 주체’는 결핍이나 부재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는 주체이며, 그것이 곧 ‘아이’가 될 수 있다. 특히

90년대 한국소설의 키워드로 ‘아이’를 상정할 수 있다면118) 이성애자 비

장애 지식인 남성으로 지칭되는 근대적 주체의 전복이라는 관점에서 다

양한 마이너리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개념이 되기도 한다.

주지하듯 ‘십대 청소년’으로 지칭되는 계층은 1990년대의 가장 중요한

‘미디어 소비자’로 떠올랐다. 영화, 게임,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시청각적

스펙터클을 감각 지향적으로 즐기는 ‘아이’들은 정상성의 관점에서 우려

와 규제의 대상이 되곤 했다.119) ‘아이’는 늘 미래라는 시간을 전제한 세

대적 개념이어서 오염과 위반, 일탈과 해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주체처

럼 여겨진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마이너리티가 단일한 정체성과 통일된

목소리를 거부하고 그 내적 균열을 강조하면서 대안적 주체가 될 수 있

듯이 아이 혹은 퀴어 정체성 역시 비정상, 비성숙이 아니라 또 다른 인

간(Posthuman)인 것이다. “혼종적 혼합체의 종류에 대한 사회적 위치들,

대안적 재현들, 새로운 형상들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유목적 형상화’

를 주장한 브라이도티를 참조하면 이제 새로운 대안적 주체들은 그 복잡

성과 상호오염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책임감을 정확히 환

기”시킨다.120) 다시 말해 ‘되기’로서의 마이너리티는 다양한 정체성을 교

차시키면서 정상성으로의 ‘치유’가 아니라 비정상성의 가시화와 섹슈얼리

티의 전복을 도모한다.121)

117) Brian Richardson, Unnatural Narrative: Theory, H istory, and P ractice,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15, p.19.

118) 세대적 명명과 관련하여 90년대에 자주 언급된 것이 ‘키드’이다. 헐리우드 키드,
세운상가 키드, 텔레비전/비디오 키드 등이 유년기의 문화적 기호나 영향을 드러
내는 수식어로서 키드를 활용했다면 폭발적인 10대 팬덤을 형성했던 뉴 키즈 온
더 블록, 서태지와 아이들 등에서는 해당 그룹의 멤버들처럼 다양한 개성적 주체
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고 여겨진다.

119) 박명진, 「청소년과 새로운 미디어 문화: 포스트 모던 문화의 관점」, 《계간
사상》, 1991년 가을호, 262-266쪽.

120) 브라이도티가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상당 부분을 SF 장르 분석에 할애한
다는 점은 본고의 관점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로지 브라이도티, 『변신: 되기
의 유물론을 향해』, 15, 33쪽.

121) 김은정은 장애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치유’가 “정상성의 억압과 함께 작동”
하며 “젠더 순응과 이성애주의를 인정과 소속의 조건으로 여기는 사회적 강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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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199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마이너리티의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소수성, 소수자, 소수적 등의

용어를 필요할 경우 사용하되 가급적 마이너리티로 통칭하고자 한다. 소

수(小數)라는 번역어에서 불가피하게 연상되는 수적 개념을 최대한 배제

하고 마이너리티가 하나의 양태이자 운동임을 강조하면서122) 이를 통해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90년대 문학을 80년대로부터의 이행이나 전환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90년대에 비로소 가시화될 수 있었던 ‘소수-되기’가

“근대성의 표준으로 설정된 남성을 역사화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123)

2장에서는 우선 장정일을 시작으로 전형적 남성성에 대한 균열이 일어

났고 그것이 비록 남성적 금기의 해방이라는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본격

적으로 소수적 다양성이 한국문학사에 편입되는 시초가 되었음을 보이고

자 한다. 퀴어-아이의 정체성은 결핍이나 부재가 아니라 보편성과 대비

되는 단일적 주체로 재현되면서 새로운 감각의 서사를 만들어냈으며, 백

민석은 이러한 장정일의 시도에서 더 나아가 거대한 시청각적 스펙터클

의 세계로부터 소외되는 주체들에 주목한다. 유년기로부터의 성장을 거

부하는 인물들의 행로가 세계에 대한 환멸이나 허무로만 귀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절망과 종말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이어짐으로써 현실의

폭력성과 부조리는 더 이상 개인을 억압할 수 없는 기제가 되며 이른바

수평적 다양성이 새로운 세대의 지향이 되고 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3장은 대안적 주체로 가시화된 여성이 1990년대 소설에서 어떻게 재현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페미니즘 이론에 근거한 여성 서사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많은 여성 작가들이 등장했던 시기에 마이너리티에 대

도 함께 작동”한다고 분석하면서 재활과 회복을 통해 기억하거나 상상하는 과거
로, 또 장애와 질병이 없는 미래로 이동할 것을 “명령”한다고 쓰고 있다. 김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강진경·강진영 역, 후마니타스, 2022, 31-33쪽.

122) 이러한 점에서 마이너리티는 하위주체/하위문화와 구분된다. 서브컬처가 전복
이나 저항의 가치를 우선시한다면 소수문화는 창조적 역동성과 새로운 욕망에
그 지향을 둔다. 고실섶에 따르면 “소수문화란 고정된 어떤 문화적 실체가 아니
라 그 실체의 표면효과, 즉 소수화의 역동성으로 끊임없이 탈주하는 문화적 사건
효과”라고 셜명된다. 고길섶, 『소수문화들의 정치학』, 문화과학사, 1998, 23쪽.

123) 허윤, 『남성성의 각본들』, 오월의봄, 2021,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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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토를 떠나고자 했던 소수자의 형

상을 허수경과 배수아의 작품을 통해 분석한다. 국민 국가의 바깥에서

외부자적 관점을 염두에 둔 남성적 이방인-되기와 달리 여성 주체의 자

발적 망명은 역사로부터 포섭되지 않으면서 마이너리티라는 본질적인 사

유로 향하고 있었다. 배수아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자-아이와 이들이 보

여주는 단독자적 여정 역시 수직적인 자람이 아니라 수평적인 확장을 강

조하면서 수많은 미성숙함과 그 차이들로부터 삶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4장은 문학의 새로운 유통을 가능하게 했던 PC통신 문학과 컴퓨터 글

쓰기를 토대로 그것이 형식적(장르적) 변화와 함께 문학의 소수적 영토

로 기능할 수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송경아가 이야기로서의 소설을

젠더적 상상력과 흥미롭게 결합시킬 수 있었던 것, 듀나라는 익명의 작

가가 주류 문단의 바깥에서 한국문학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에는 새로운 문학적 공간의 출현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분

석한다.

1990년대 한국사회는 근현대사에서 최초로 내재적 혁명 과정을 거친

시기임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이념과 체제의 변화를 맞닥뜨려야 했던 시

기이기도 하다. 특히 자유롭고 개성적인 주체의 탄생과 동시대적 문화의

개방·교류는 다양한 마이너리티가 가시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거대한 역

사의 바깥에 서 있던 수많은 소수자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1990년대 소설은 이를 파편적이고 혼종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문

학적 전환을 이루어냈다. 특히 새롭고 다양한 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글쓰기의 감각이 기계적인 것으로 변화하면서 젠더적 사유와 결합하는

양상은 총체적인 문학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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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성성의 균열과 소수 주체의 가시화

2.1. 퀴어-아이의 재현과 스펙터클의 감각

1990년대 소설의 출발이나 소설 장르에서의 90년대적인 것을 언급할

때 가장 자주 호명되는 것은 장정일의 『아담이 눈 뜰 때』(미학사,

1990)이다. 이 소설은 공교롭게 1990년에 출간되기도 했지만 “정치적 환

멸”이라는 정서와 “대중문화를 자양분으로 삼는 새로운 문학적 감수성”

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1990년대 문학의 출발”로 설명된다.124) 특히

지식인 남성 중심의 한국문학사에서 장정일의 가진 돌출적인 이력과 당

대의 금기와 억압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취한 해체와 외설

의 형식은 장정일을 90년대 소설의 기원으로 위치시키게 만든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르노그라피로 대표되는 장정일의 텍스트가 80년대 한국소

설과 결을 달리하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장정일의 초기작이 드러내는

정치·사회적 환멸이 미학적 긍정이나 관념적 세계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

은 아니다. 다시 말해 『아담이 눈 뜰 때』를 비롯하여 90년대를 통과한

장정일의 소설은 그 자체로 90년대적인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과

도기적 풍경이자 하나의 특수한 사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오히려 장정일의 소설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체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첫 단행본으로 출간한 소설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열

음사, 1988)인데,125) 미성년 동성애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124) 김영찬, 「장정일의 『아담이 눈 뜰 때』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제72
집, 2020년 가을호, 60-61쪽.

125) 장정일의 작품 중 『아담이 눈 뜰 때』가 대체로 첫 작품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그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첫 소설은 「펠리컨」(《세계의문학》, 1988년 봄호)이며 『아담이 눈 뜰
때』에 실려 있는 작품들은 대체로 80년대 중후반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
나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열음사, 1988)가 첫 번째 소설 단행본임을 고려한
다면 『아담이 눈 뜰 때』를 근거로 작가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관해서는 정주아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시와 희곡, 산문
과 에세이가 뒤섞인 형태의 소설로, 남성 간의 동성연애를 다룬다. 이 소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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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4월 27일 1,000매짜리 소설을 쓰기로 하고 선불 계약금 100만 원

을 받은 뒤 타자기에 앉는 것으로 시작해 1988년 7월 19일 소설을 완성

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이 작품은 여러모로 작가 장정일의 이

력과 작품 세계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총 41장으로 구성된 본 서사는

강간을 저지른 소년 ‘해리’가 소년원으로 이송되어 자신의 먹잇감을 찾고

있는 ‘무종’의 성적 상대가 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해리’는 이 상황을 어

느덧 즐기게 되고 ‘무종’의 연인이 되어 소년원 내에서 권력을 누린다.

하지만 ‘무종’이 먼저 ‘퇴원’한 뒤 홀로 남은 ‘해리’는 그곳에서 유린을 당

하고 출소 후에야 다시 ‘무종’의 곁으로 갈 수 있게 된다. ‘해리’는 호르

몬 주사를 맞아가면서 ‘무종’과 생활하는데 ‘무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입소하는 바람에 또 부하들로부터 성적 착취와 능욕을 당하게 된다. 또

다시 ‘무종’을 기다려 서로 만나게 되지만 그의 폭력과 가학적 태도를 견

디지 못하고 ‘거세’를 감행한 뒤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다. ‘해리’는 종교,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수녀 ‘마리아’와 함께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이 본 서사의 매 장에 삽입되는 것은 지금 소설을 써나가고 있는 작가

장정일의 산문이다. 그는 일기의 형식으로 날짜와 장소 등을 특정하고

자신이 읽고 쓴 것을 그대로 펼쳐보이는 방식으로 메타픽션의 작법을 활

용한다.

메타픽션은 이야기 구조가 없는 소설 또는 소설이기를 거

부한 소설인데 그것은, 수필처럼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상

소설집 『아담이 눈뜰 때』에 수록된 단편소설은 물론 이후의 장편 소설에 등장
하는 에피소드들이 산재해있다.”라고 서술한 것, 김춘규가 “장정일의 첫 장편소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1987년 봄부터 창작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당초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려 1988년 9월에야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1988
년 3월) 단편소설 ｢펠리컨｣을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발표순서는 ｢펠리컨｣이 먼
저지만, 최초의 소설 작업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 할 수 있다.” 등으로 언
급한 것을 참조할 수 있다. 정주아, 「후위(後衛)의 공포와 전위(前衛)의 환상:
1990년대 장정일의 소설과 포르노그래피의 형식」, 《현대문학의 연구》 68,
2019.8., 312쪽; 김춘규, 「장정일 문학에서 장르 전환의 의미―시와 소설의 갈등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63, 2021.4., 344-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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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메타픽션은 진짜 있었

던 일과 같이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기존 소설의 허구를 지적

하는 소설이다. 즉, 기존 소설들이 자신의 허구를 애써 사실

화시키려는데 급급한 데 반해, 메타픽션은 자신의 허구를 사

실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설입

니다 라는 암시를 통해 기존소설의 허구적 기법에 도전한다.

(…) 리얼리즘을 독자의 상상력과 독법에까지 강요해야만 마

음이 편한 기존소설의 일방적이고도 표피적인 세계인식은 끝

나야 한다. 메타픽션은 스스로의 내부를 열어보임으로써, 독

자의 상상력과 교감하려 하고, 독자의 능동적인 책읽기를 유

도한다.126)

장정일은 자신의 단편 「실크 커튼은 말한다」를 1988년 4월 26일에

쓴 뒤 “오늘(88년 4월 30일) 누보로망과 메타픽션이란 짧은 글”을 썼다

고 하면서 위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127) 이 책을 낸 열음사에서 퍼트리

샤 워(Patricia Waugh)의 『메타픽션』이 1989년 2월에 번역되어 나왔고

다양한 포스트모더니즘 관련 이론서가 ‘총서’의 이름으로 간행된 것을 미

루어 볼 때 장정일이 어떤 문학적 지향을 공유하고 있었는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작가 자신의 집필 과정을 그대로 삽입하고 있는 『그것은 아무도 모른

다』의 경우 “나는 타자기를 앞으로 끌어당긴 후, 타자지를 끼운다./나는

쓴다.”라는 문장이 계속 병렬적으로 반복된다. 그것은 장정일이 “완벽하

게 외설적인 소설”이나 “『남자가 사랑한 남자』라는 포르노 소설을 하

나 써보겠다”는 결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이 소설

의 본 서사, 즉 ‘해리’의 성적 정체성 재현의 알리바이를 제공한다.128) 특

126) 장정일,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열음사, 1988, 135쪽.
127) 「실크 커튼은 말한다」는 『아담에 눈뜰때』에 실려 있다. 결핵에 걸려 기침
을 해대는 남자가 실크 커튼으로 가려진 옆 방 여자의 다리를 훔쳐보며 수음을
한다는 내용의 이 소설은 다분히 이상의 「날개」를 패러디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여기에서 장정일은 ‘실크 커튼’을 일종의 화자이자 인물로 설정하고 ‘나’
를 ‘작자/독자/신/이웃/실크 커튼’으로 분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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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소설 속 소년원의 이야기는 장정일 자신의 체험과 연관되어 있기 때

문에 그는 “행여, 가족, 친지들에게 폐를 끼치치 않을까하는 염려”를 언

급하기도 하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노골적인 본문의 줄거리를 분산,

이화시킬 독특한 기술법을 고안케 되었으니 나는 어머니(그것이 문자 그

대로의 어머니든, 작가적 양심이든, 사회적 검열 기구이든!)께 감사해야

하리라”고 쓰고 있다.129) 즉 장정일이 메타픽션의 방식으로 소설을 썼던

것은 소위 ‘포르노’의 형식이 성적 담론의 층위에서뿐만 아니라 창작 자

체의 영역에서, 작가라는 정체성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노골적인 성애 탐닉과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성적

재현이 벌거벗은 작가의 창작 과정과 병치될 때 비로소 문학의 엄숙주의

에 대해 회의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와 공모한 형태로 포르노 쓰기”로 귀결됨으로써 장정일은 지식인 남성

중심의 한국문학에서 “낯선 삶의 이력을 지닌 채 등장한 독학자가 어떻

게 산문-교양의 세계를 펼쳐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가 충분히

되지는 못했다.130)

이를테면 그는 자신의 작품이 과도한 성적 묘사로 인해 수정을 요구받

거나 게재가 거절되는 일에 대해 “그들이 보기에 외설적으로 느꼈다는

말인데, (…) 왜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받는지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

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의 작품에서 집요하게 등장하는 성매매,

강간, 가학적 성행위 등은 고독이나 우울, 환멸 등 그가 드러하고자 하는

내면 풍경을 너무도 익숙한 남성-시점으로 재현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

은 ‘신’이나 ‘동물’, ‘사물’ 등에 위탁되면서 ‘객관성’을 담보하게 된다. 장

정일은 반리얼리즘을 선언하고 금기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창하지

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남성적 리얼리즘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

동한다. 여관방을 지켜보는 ‘모기’의 시선으로 섹스와 불륜, 성매매와 가

학적 성행위, 빨갱이 색출과 고문, 살인 은폐, 소설가와의 대화까지 서술

하는 「모기」와 같은 단편은 성과 정치, 예술을 총체적이면서도 자유롭

128)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13-14쪽 참조.
129) <후기>,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207쪽.
130) 정주아, 앞의 논문, 314, 319-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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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결합해 보려 했던 나름의 시도이지만 시점이 아닌 ‘누가 말하는가’의

관점에서, 즉 소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보자면 그것은 매우 전형

적인 근대적 남성성의 목소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131)

장정일이 동성애를 초기 소설·희곡에서 적극적으로 그려냈다는 사실은

여성을 경유해 재현되어야만 했던 서사의 젠더적 알리바이를 제공하면서

또한 당대 최대의 금기에 도전한다는 두 가지 전위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이었다. 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를 쓰는 기간 동안 《세계의

문학》 1987년 가을호에 실었던 희곡 「어머니」의 일부분을 보자.

네 벽 속(감옥)에 갇힌 큰주먹과 흰얼굴은 여러 차례 자신

의 역할을 바꾸어가며, 차례대로 다음과 같은 인간관계를 체

험합니다. 처음에는 감옥의 고참인 큰주먹이 상전이 되고 신

참인 흰얼굴은 그의 부하가 되는 종속관계. 두번째는 고참인

큰주먹이 신참인 흰얼굴을 억지 계간함으로써 연인관계로 발

전하여 세번째는 고아로 자란 큰주먹이 오랜동안 여자 역할

을 해온 흰얼굴에게서 <어머니>를 느끼게 되어 둘의 연인관

계가 깨어짐과 동시에 흰얼굴은 어머니가 되고 큰주먹은 그

의 아들이 됩니다. 세상에 흔히, 좍, 깔려있는 것이 바로 상

전과 부하간의 종속관계이고, 남과 여의 의미맺음이며, 어머

니와 아들간의 운명적인 대좌입니다.132)

131) 소설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감각은 작가가 아니라 서술자의 목
소리이자 시점이다. 글쓰기라는 행위에서 작가가 글을 쓰는 존재라면 서술자
(narrator)는 말하는 존재이다. 화자나 이야기꾼, 중재자, 내포작가 등으로도 표현
되는 서술자는 서술의 층위를 결정하는 ‘목소리’이다. 목소리는 독자들이 서사를
묵독하면서도 이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감수성이며, 서사 속의 사건과 인물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초점화의 관점과 유사한 것이기도 하다. 목소리는 문법적
특징으로서의 인칭의 개념을 넘어 서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데, 독자들은 목소리를 통해 서술자의 요구나 욕망 등이 서술에 투사된 방식을
알게 되고 서사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목소리는 어조(tone), 서술자의 시점(point of view), 초점화(focalization), 문체
(style)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의 재현이라는 ‘마음(mind)’
혹은 ‘심리’의 작용 양상을 동시에 고찰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에 관해서는 수잔
스나이더 랜서, 김형민 역, 『시점의 시학』, 좋은날, 1998, 1장 및 제라르 쥬네트,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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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희곡을 자신의 198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실내

극」의 속편이라 소개하면서 “이 희곡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성

이 없는 황폐한 세계에 던져진 두 사람이, 모성을 찾아내므로, 황폐한 세

계를 사람이 살만한 따뜻한 세계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라 쓰

고 있다.133) ‘큰주먹’와 ‘흰얼굴’의 구도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의

‘무종’과 ‘해리’의 관계와 거의 일치한다. 특히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한

인물이 신체의 물리적 힘으로 제압당해 성적 관계를 맺게 되고 이후 사

랑에 빠진다는 설정은 두 작품에서 모두 등장하고 그것은 곧 ‘강간-판타

지’이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에서 ‘해리’는 ‘은수’를 강간하고 소년

원에 입소한 것인데 “그후, 처녀의 피를 본 해리의 그것은 다시는 발기

하지 않았다”는 서술이 이어진다. 즉 ‘해리’와 ‘무종’이 맺는 관계는 ‘해

리’가 잃어버린 남성성에 근거하고 그것은 ‘예쁘장한 게이’라는 인물의

재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134) 장정일은 게이 바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쓰면서 “게이들이 상상외로, 무척, 예쁘다는 것이었다”고 말하며 “그가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 또한 인간적인 욕망은 아닐까”와 같은 비애를

드러내는데135) 이는 곧 장정일이 상정한 게이가 트랜스젠더임을 의미한

다. 다시 말해 그가 재현한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동성애가 아

니라 이성애였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게이가 “자신을 여자라고 여기고 진짜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정의되었고, “남성끼리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호모”라고 불렀다. “게이는 호모와 달리 남색(男色)을 즐기는 남자와는

관계를 갖지 않”으며,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은 여자만을 좋아하는 정상

적인 남자”라고 당사자가 술회할 만큼 이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

었다.136)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에서 ‘해리’가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132) 장정일, 「어머니」, 《세계의문학》, 1987년 가을호, 307쪽.
133)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57쪽.
134) 위의 책, 43쪽
135) 위의 책, 19쪽
136) 「온몸으로 한(恨)―‘뱀’춤추는 게이보이의 全裸 고백」, 《여원》, 1988년 3월
호, 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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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바에서 일하다가 에이즈에 걸린다는 설정은 그러므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재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장정일이 자신의 문학적 알리바이를 위해 착취하고 있다는 점

이다. 장정일이 “‘포스트모던한’ 탈장르적 형식”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진실’은 결국 “모성에 의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기부정

의 형태로 제시되어 진실을 재심문하려면 모종의 “희화화”가 요구되는

데, 바로 그 인물이 ‘해리’였던 것이다.137)

장정일은 “오늘(87년 9월 5일) 우연히 보건사회부에서 나온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이란 무엇인

가?―AIDS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아둡시다. 1987」이란 16절지 크기의

팜플렛을 줍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모두 소설 속에 기록해 두고

있다.138) 주지하듯 1980년대는 ‘20세기 흑사병’과 같은 수식으로 HIV 감

염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되기 시작하

면서 지독한 동성애 혐오(homophobia)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보갈’이라 지칭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는 사실은 이 시기 여러 자료들을 통해 확인된다.139) 즉

동성애(자)는 하나의 집단으로 일원화될 수 없고 계속해서 그 범주가 변

화하는 정체성이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현대적인 범주로서

동성애(자), 호모섹슈얼리티, 트랜스젠더, 성적 지향, 게이, 레즈비언 등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성소수자 운동의 발흥과 미디어 기술의 발전, 전지

구적 정보의 흐름으로 당사자들이 자신을 정체화하고 문화를 가지면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140) 따라서 1980년대 말에 쓰인 장정일의 작품

137) 백종륜, 「트랜스젠더의 죽음과 반역: 장정일, 심산, 이순원의 소설을 중심으
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5호, 2021.12, 187쪽.

138)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40쪽
139) ‘보갈’이 “정확히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사용되었는지 모르지만, ‘갈보’를 뒤집
은 이 말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어떤 체념과 함께 주변화된 섹슈얼리티
에 대한 동질감을 나타내며, 남성 동성애자들이 현재까지 지난 수십년간 자기 자
신들을 향해 사용해 온 긴 역사성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라고 설명된다. 전원근,
「1980년대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동성애 담론과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험」,
《젠더와 문화》 제8권 2호, 2015.12., 144쪽.

140) 위의 논문,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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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현재의 퀴어 담론을 적용해 이를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되어 있는 성적 체계에서 이를 벗어

난 정체성은 늘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핍이나 왜곡으로 인식되고, 동성애

자 역시 그러므로 그 체계 안에서 사유된다. 즉 “동성애는 인간 누구에

게나 침범할 수 있는 그리고 징계와 처벌을 통해 내쫓아야 할 악덕의 지

위에서 벗어나 독특한 인간형으로서 정의”되는 과정이 1990년대 중반까

지 있었고,141) 여전히 그 정체성의 범주와 정의는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 정체성에 관해 장정일이 다소 무지·무심했다는 사실을 과장해서 비

판할 필요는 없다. 1990년대 중후반까지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동

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등의 정체성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고, ‘이반(異般)’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2000년대 이후로도 이를 대체해왔기 때문이다.142)

그러므로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에서 퀴어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재

현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이른바 ‘남색(男色)’이라는 선정적인 소재 이상

이 될 수 없었다고 해도 서사의 전면에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 등

장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작품이 이

르게 된 결말에 있다.

여름비가 가벼운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8월 어느날. 한 대

의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특별기가 김포공항을 서서히 이륙

하고 있었다. 거기엔 한 사람의 수녀와 한 사람의 남자 환자

가 타고 있었다. 마리아와 해리. 해리는 마리아에게 그 간에

겪은 자신의 모든 역정을 이야기 해주었다. 그리고 마리아에

게 말했다. “나는 다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서 해리는 나즉

히 소리내어 울었다. “신은…… 저를 용서할까요? 용서하신

다면…… 나는 다시 남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자 마리

아는 머리에 쓰고 있던 수녀모를 벗었다. 그리고 자신의 입

141) 서동진,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랴』, 문예마당, 1996, 160쪽.
142) "이반", Copyright (C)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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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신의 손으로 벗긴 해리의 아랫도리로 가져갔다. 놀랍게

도, 해리의 그것은 일어서고 있었다. 옛날 아주 옛날, 칠흑같

던 성탄절 저녁 은수를 범한 이래로 지금껏 한번도 발기를

하지 못했던 해리의 그것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마리아

가 말했다. “신은, 이렇게 용서하고 계십니다.”143)

이 장면 이후 소설은 마지막 장에서 김포공항을 떠난 그 특별기가 어

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로 끝나게 된다. ‘해리’가 강간의 피해자였

던 ‘은수’로부터 신의 대리인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발기하는 남자’로 돌

아와 마치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뉘앙스를 주는 결말은 이 작품이 가진

파격과 전복성을 상쇄하고 끝내 이성애-남성성을 탈피하지 못했음을 증

명한다. 즉 장정일이 겨냥했던 문학적 전위는 지식인-남성 중심의 문학

주의를 타파하는 것이었지만 남성성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이 없었

다는 것이다. 그는 남성 동성애와 게이 인물을 통해 소수자성과 하위주

체를 가시화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현실의 허위의식과 속물성 등을

여성의 신체를 경유해 보여줌으로써144) 남성 가부장적 세계관에 관해 거

의 회의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와 『아담이 눈 뜰 때』

를 펴낸 직후 거의 유일한 현장 비평의 반응에서 그의 메타픽션 형식이

“도덕적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의미라거나 “기독교적 구원에 대한 속스

러운 패로디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았던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145)

장정일이 문학적 지향으로 삼았던 포스트모더니즘과 그가 체화하고 있던

신학적 세계관은 현실을 조소하고 이에 저항하는 동력으로는 동시에 작

동했지만 주체의 해방이 곧 구원이 되리라는 그 모순성은 결국 그의 작

143)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204쪽.
144) 예를 들어 바타이유의 『에로티즘』을 들고 만난 남녀의 가학적 정사가 그려지
는 「제7일」 같은 작품에서 재현되는 ‘정액을 삼킨 여자’는 집요하리만큼 남성
작가들의 존재론적 사유의 타자로 그려진다. 장정일 소설 문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문학동네, 1996)에서도 ‘유디트’
는 정액을 삼키고 물로 입을 헹군 기억 때문에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늘 콜라를
마시는 것으로 그려진다.

145) 박남훈, 「장정일의 소설은 무엇인가」, 《오늘의 문예비평》, 1991년 4월 창간
호, 120-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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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유희로서의 형식으로만 남게 했다.146)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 소설이 1987

년 6월 항쟁을 전후하여 집필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놀랍게도(혹은

당연하게도) 당대의 정치적 현실은 이 소설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거의 유일한 언급은 장정일 자신이 한 문예지의 청탁에 의해 “오늘(88년

1월 21일) 총선에 대한 짧은 글”을 썼다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는 자

신의 불우한 유년기와 가족사를 고백하면서147)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으

로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혐오”를 들고 있다. 또 “대학

생들에 대한 묘한 열등감과 시기감” 역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불

러일으키는 “콤플렉스”라고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또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알 수 없다고 쓰고 있다.148)

미학적 허구(fiction)의 알리바이로 자기 반영의 장치를 마련해놓되 관

념론적·존재론적 문학적 사유가 아니라 위선과 허위를 거부하는 ‘가벼움’

의 서사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문학적 자유와 해방을 도모하려는 장정

일의 형식은 그러나 역사적 주체의 자리를 벗어나려고만 했을 뿐, 새로

운 소설의 감각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초기작 이후 『너에게 나를 보

낸다』(미학사, 1992),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미학사, 1994)를 거쳐

『내게 거짓말을 해봐』(김영사, 1996)으로 필화에 휘말리기까지 그는

‘포르노’라는 형식을 줄기차게 내세웠다. 욕망에의 탐닉과 성적 금기에

대한 해방, 그리고 세기말적 인식은 90년대 문학의 중요한 기치였으나

그것이 곧바로 소설적 새로움의 획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사의 해

체는 형식적 시도로 가능할 수 있으나 주체의 해방은 인물의 자율성이나

전위성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자 정체성에 대

한 이해, 현실 세계와의 갈등과 그 모순에 관한 탐구가 필요한데 장정일

은 그것을 ‘생략’하고 담론의 영역으로 곧바로 뛰어든 것이다. 그러나 여

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정일의 소설이 1990년대 마이너리티 서사로 의

146) 방민호, 「그를 믿어야 할 것인가―장정일 소설론」, 《창작과비평》, 1995년
여름호, 90-93쪽.

147) 이에 관해서는 자전소설 「개인기록」(《문학동네》, 1995년 봄호)에 더욱 자
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148)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8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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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비성년’이라는 관점에서 그러하다.149)

“내 나이 열아홉 살, 그때 내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은 타자기와 뭉

크화집과 카세트 라디오에 연결하여 레코드를 들을 수 있게 하는 턴테이

블이었다. 단지, 그것들만이 열아홉 살 때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전부의 것이었다”150)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같은 문장으로 끝나는

「아담이 눈 뜰 때」는 올림픽이 있던 1988년을 열아홉의 재수생으로 통

과하고 있는 ‘나’가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장

정일의 대표작으로 여겨지는 이 소설은 당대의 문화적 기호나 코드를 적

극적으로 동원하여 90년대 특유의 환멸과 자의식을 매우 파편적이고 혼

란스러운 텍스트의 양상으로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견 90년대 소

설의 한 형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한 이 작품은 『그것은 아무도 모

른다』와 마찬가지로 소설이라는 형식, 소설가라는 자의식, 소설 쓰기라

는 행위와 결부되면서 그 의미가 증폭된다. 또한 이 다양한 문화적 레퍼

런스와 상호텍스트성은 흔히 리얼리즘 소설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총체

성151)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설

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거나 성장할 필요가 없는 비성년152) 주체를 재현

149) 신해욱이 『비성년열전』(현대문학, 2012)에서 “성년(成年)이라는 말에는 움직
임이 내포되어 있다. 움직여서 인간의 세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권리를 행사
하고 의무를 이행하게 된 이들을 성년이라 부른다.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으되
이제 그렇게 될 이들을 미성년이라 부른다. ‘이미’ 그렇게 되지 않은 이들은, 그러
니 비성년이라 부르기로 하자. 미성년은 대기중이고 비성년은 열외에 있다”(20쪽)
라고 언급한 것을 토대로 이광호와 위수정이 이를 텍스트 분석에 활용한 바 있
다. 이광호, 「비성년 커넥션」, 《문학동네》, 2013년 여름호; 위수정, 「1990년
대 소설과 ‘비성년(非成年)’―장정일, 백민석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국
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150) 장정일, 『아담이 눈 뜰 때』, 미학사, 1990, 9쪽.
151) 장정일은 「80년대 문단―“복수장르” 문인 늘어났다: 시·소설, 창작·평론 병행
올해만 10명… 총 50명선」(《중앙일보》, 1987.7.28.)이라는 기사에서 자신을 “문
학총체성을 추구한다는 논리 위에서 자신의 재능을 여러 장르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집단”으로 분류한 김윤식의 논리를 심상하게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은 아
무도 모른다』, 15-16쪽 참조.

152) 위수정은 “‘비성년’이라는 주체는 바로 그 확고한 듯 보이는 주체의 자리를, 그
리고 그러한 주체의 ‘자연적’ 여정으로 상정된 성장의 서사와 성장의 완성이라는
구조 자체를 의문시하는 (비)주체라는 점에서, 주체 아닌 주체, 주체 이후의 주체
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술하였는데, 비성년을 비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
려 이 비성년 주체는 확고한 자의식을 갖고 스스로를 고정시키는 주체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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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가 유년기로부터 시작해

우여곡절을 겪는 서사적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담이 눈

뜰 때」는 스무살이 되어서 타자기를 갖게 된 ‘나’가 “만약, 내가 소설을

쓰게 된다면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되는 내 열아홉 살의 초상을 그릴

것”이라는 문장으로 끝난다. 이 때 장정일이 자신의 소설에서 “열아홉

살의 초상”을 그린다는 것은 미성숙한 주체를 서사의 관찰자로 두거나

성숙을 예비한 주체 혹은 성숙을 대리하는 주체로 등장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그때 나의 소망이 타자기나 화집 내지 턴테이블과 같

이 사소한 것이 아닌 거창한 것, 예컨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었다면 나는 탱크를 몰고 M16를 난사하여 그 소망을 쉽게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라면, 몽정 때의 사정과도 같이

그 소망을 한밤의 꿈 속에서 이룰 수도 있었을 것이며 아예

깨끗이 포기함으로써 즉, 그 욕망을 버림으로써 이룰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에서 소망

의 깨끗한 포기는 소망의 성취에 다름아닌 것이 되었을테니

까.153)

‘나’는 지방에 살고 있는 열아홉의 재수생이지만 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소한 물건의 소유뿐이다. 그는 문학을 꿈꾸면서 몇몇

여성, 남성과 관계를 맺고 세계를 ‘가짜 낙원’으로 인식하면서 밴드 음악

에 심취한다. 이런 인물이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될 때 서사에서의

성장은 무의미해진다. 알레고리로서 ‘아담’은 성장과는 무관한 존재이며

1988년 대구의 재수생 ‘나’는 세계의 허위를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해 소설 속에서 ‘나’가 할 수 없는 일이란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며 ‘아담’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도 될 수 없다. 이 모순적 상

황에서 ‘나’에게 남는 것은 그저 취향밖에 없는 것이다.154)

고 봐야 할 것이다. 위수정, 앞의 논문, 17쪽.
153) 장정일, 「아담이 눈 뜰 때」, 『아담이 눈 뜰 때』, 미학사, 1990,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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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서 “상업고등학교 졸업반이던 열여덟 살 때부터 은행의 출

납계원직”으로 일하면서 대가족을 봉양해왔던 ‘아이’는 서른 셋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게 된다. “열여덟 살 이래로 성장을 멈추어 버린 것처럼

조금도 더 자라지 않은 서른세 살짜리 아이의 몸은 새털처럼 가벼웠”다

고 쓰고 있는 ‘나’는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려고

하고 있다.155) ‘나’는 여러 ‘엄마’들의 말을 빌어 스스로의 소설에 대한

비평까지도 수행, 감행하는 작법을 보여주는데 자신의 소설에 대한 계획

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여튼, 소설을 쓴답시고 첫장째 원고지를 식탁 위에 내어

펼칠 때마다 나를 긴장시키고 짜증나게 하는 것은,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맺으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어요. 그건,

작문교사들의 감시만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의 시누이 같은

독자들의 요구이기도 했고, 소설 형식 그 자체에 내장된 것

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네가 시작하고 벌려놓은

이야기를 끝맺으라는 그 압력은, 이야기꾼인 내 자신의 것이

기도 했다는 것을 고백해야겠군요. 삶이 늘 불완전하다는 것

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설에서만은 왜 이토록 완벽을 추구해

야 하는 걸까요? 두세 살 먹은 어린애들도 자신이 하는 놀이

를 중도에서 그만둘 줄 아는데…. 가능하다면 나는 그것을

시도하고 싶어요. 이야기의 중도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

되는, 새로운 소설을156)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 모종의 종말에 다다르게 되는 소위 기승전결의

이야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 파편적이고 해체적인 서사를 이끌어가

154) 황종연은 이를 두고 「아담이 눈 뜰 때」가 “사인적 삶의 영역에 고립된 나르
시시즘적 자기 현시로 인간 성장의 문제를 축소”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황종연,
「성장소설의 한 맥락―편모슬하, 혹은 성장의 고행」, 《문학과사회》, 1996년
여름호, 707쪽.

155) 장정일, 「아이」, 『아담이 눈 뜰 때』, 154쪽.
156) 위의 책, 162-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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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체 역시 삶의 행로를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없다. ‘성장소설’이라는

양식은 소설의 인물 주체 뿐만 아니라 서사의 플롯도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불완전한 소설’이 되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불완전한 주체’는 결핍이나 부재를 상정하는 것

이 아니라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는 주체이며, 그것은 곧 ‘아이’이다. 동시

에 이 ‘아이’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소수자이면서 다양성의 기반이 된

다. 소수적 단일성(singularity)은 일견 다양성(diversity)과 배치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보편성과 대립하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157) 앞서 언급했던 개성(personality)이 1990년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장정일의 소설들이 여러 문제적 지

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적 다양성’을 한국문학사에 편입시키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한 성소수자 인물은 이

후 몇몇 작품에서 그 계보를 이어간다. 심산의 『하이힐을 신은 남자』

(청년사, 1992)와 임혜기의 『사랑과 성에 관한 보고서』(고려원, 1995)

은 각각 트랜스젠더 여성(Male to Female)과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다분히 통속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으

로 쓰이기는 했지만 당대 성소수자들의 고민을 가볍게만 다루지는 않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부적절한

묘사와 설정 등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4장에

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송경아의 「송어와 은어」(『성교가 두 인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학적 고찰 중 사례연구 부분 인용』

(여성사, 1994))는 레즈비언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작가 특유

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부영시’를 배경으로 그곳에 일주일간 머무르

면서 동성애자들을 만나는 인물을 내세우고 있다. 다소 환상적으로 그려

지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성소수자, 특히 레즈비언 인물들의 시공간

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하의 ‘공식적’인 데뷔작 「거울

157) 이것은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김상환 역, 민음사, 2004)에서 ‘독특성’을 설
명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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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명상」(《리뷰》, 1995년 봄호)이나 신경숙의 「배드민턴 치는

여자」(《한국문학》, 1992년 3/4월호)에도 양성애자로 분류될 수 있을

유년기의 여성 동성애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158)

이러한 흐름159)에서 주목되는 작품은 백민석의 「내가 사랑한 캔디」

(《문학과사회》, 1995년 여름호)이다. 이 작품은 백민석의 데뷔작인 중

편소설이며 그의 두 번째 단행본으로 발간된 소설이다.160) 고교 시절 만

난 ‘동급생’ 캔디와 사귀기 시작한 ‘나’가 재수 시절을 거쳐 문예창작학과

에 진학하는 과정을 그린 이 소설은 여러 지점에서 장정일의 「아담이

눈 뜰 때」의 패러디이자 그 변주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의 문제를 안

고 있는 십대 후반의 인물이 대중문화의 향연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고

민하는 전반적인 얼개는 거의 유사하며 포르노적 성애의 재현이 그 정도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동시에

이 소설은 장정일의 『아담이 눈 뜰 때』와 5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88년 올림픽의 시기를 통과하던 ‘아담’의 이후, 즉 89년부터 시

작해 91년까지의 3년을 다루고 있어 두 작품에 나타난 변화의 양상이 여

러 의미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158) 이 외에도 90년대 퀴어 문학은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었는데, 기형도의
『입 속의 검은 잎』(문학과지성사, 1991)과 채호기의 『슬픈 게이』(문학과지성
사, 1994), 성석제의 「첫 사랑」(『새가 되었네』, 강, 1996) 등을 비롯해 채영주,
최윤 등의 작품들에서도 동성애적 모티프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김경민의 『겨
울 허수아비도 사는 일에는 연습이 필요하다』(성림, 1993)와 같은 게이이자 HIV
감염인 당사자의 수기 등이 출간되면서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었다. 더 다양한 작품의 리스트는 한국퀴어문학종합플랫폼 <무지개책갈
피>(http://www.rainbowbookm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9) 백종륜은 90년대 장정일, 심산, 이순원 등의 작품에 등장하는 트랜스젠더 서사
를 통해 당대의 문학장이 퀴어를 “‘병적인 것’이나 ‘비인간적인/반인간적인 것’의
은유로 활용”했다고 분석한다. 그는 왜곡되고 위험한 젠더적 시선과 논리를 가진
작품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
아 그러한 은유의 작동 방식과 양상을 낱낱이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다. 백종륜, 앞의 논문, 176-177쪽.

160) 백민석은 “새로운 세대들의 사고 방식과 성장 과정, 그들의 언어와 삶의 관계
를 예민한 감각으로 포착해서 사실적이면서도 날렵한 문체로 형상화하면서 그들
의 유동성의 삶 뒤에 음울하게 흐르는 생의 고뇌를 음각해내는 깊은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는 평을 받으며 데뷔하였고, 곧바로 『헤이, 우리 소풍 간다』(문학과
지성사, 1995)를 펴냈다. 편집부, 「이번 호를 내면서」, 《문학과사회》, 1995년
여름호, 4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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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랑한 캔디」는 포르노 필름을 무료하게 보고 있는 나체의 이

성 연인 장면으로 시작한다. 여기에서 곧바로 느껴지는 변화는 포르노가

‘비디오’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그것은 필름 속의 세상이었다. 내 목젖에 입술을

대고 있는 그녀는, 필름 속 세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 것인

가 실감하고 있었다. 우리의 현실은 저, 포르노그라피 앞에서

조차 무릎을 꿇어야 한다.161)

비디오 속에서 재현되는 성적 세계는 그 압도적인 스펙터클로 현실을

무력하게 만든다. 장정일의 세계가 환멸에 기반한 일탈로 정의될 수 있

다면 백민석에게는 ‘무료함’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 장정일은 포르노를

소설로 재현할 수 있었으나 백민석의 무료한 세계에서 그것은 이제 그다

지 의미가 없다. 소설의 첫 장면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데 ‘오전 열한시’에서 멈춘 채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초원 비디오 대여점은 건너편 아파트 한쪽 끝에 얌전히 놓여 있”

다는 사실이다.162) 압도적인 시각적 스펙터클을 언제든지 ‘대여’해서 ‘소

유’할 수 있다는 비디오의 감각은 영화의 그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충격

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발 딛고 있는 ‘현실’은 이제 어떤 종류의

감흥도 가져다주지 못하는 지경이다.

조지 마이클을 사랑하는 ‘캔디’의 환심을 얻기 위해 ‘나’가 선물하는 것

들은 조지 마이클의 인터뷰 녹화 테이프, 공연 실황 비디오 테이프, 심지

어 “공 테이프 다섯 장” 등이다.163) “조지 마이클 하나로도 사야 할 것들

은 언제나 많았다”는 서술은 90년대의 소비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 하지만 그것이 ‘비디오’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한 감

각의 변화이다. 요컨대 장정일의 세계가 ‘오디오’적인 것이었다면 백민석

에게 그것은 분명히 ‘비디오’적이다.

161) 백민석, 『내가 사랑한 캔디』, 문학과지성사, 1996, 13쪽.
162) 위의 책, 12쪽.
163) 위의 책,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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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줌 렌즈는, 인간과는 상관없이 전진하는 것이

다.164)

마샬 맥루언에 따르자면 15세기 활판 인쇄술의 발명과 19세기 전기 사

용(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등)은 매체의 혁명을 가져왔다. 특히 텔레비전

은 20세기 후반 미디어를 장악하다시피 했고 시각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촉각적”인 경험으로 설명된다.165) 1990년대 초 텔레비전은 VHS(Video

Home System), 즉 가정용 비디오의 보급으로 더욱 중요한 매체가 되었

다. 비디오는 그 대중성과 동시성, 다형성 등으로 하나의 예술 영역으로

자리잡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것의 시청이 사적(私的)이라는 점이 주목

되어야 한다.166) 프리드리히 키틀러는 “영화와 달리, TV가 개발되기 전

에 TV를 꿈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TV를 문학이나 환상

과 연관 지을 수는 없다”고 했지만,167) 텔레비전은 비디오를 통해 비로

소 영화 재생의 매체가 되었다. 즉 영화라는 서사를 저장·소유할 수 있

게 되면서 수용자는 이제 그것을 멈추거나, 되돌리거나, 건너뛰며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168)

164) 백민석, 「내가 사랑한 캔디」, 《문학과사회》, 1995년 여름호, 558쪽. 이 구절
은 문예지 발표본에만 있고 단행본에서는 “역설적이게도, 헌법 제1조의 부가조항
으로 자국에 대한 비난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밖엔 없다.”는
문장으로 바뀌어 있다.

165) 잘 알려져 있듯 맥루언은 텔레비전을 대표적인 차가운cool 미디어로 개념화했
다. 그것은 시청자의 높은 참여도가 요구되는 매체라는 의미인데, 21세기 이후에
는 그 자리를 컴퓨터에 넘겨줬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마샬 맥루언, 『미디어의 이
해』, 김성기·이한우 역, 민음사, 2002, 466쪽.

166) 그레고리 배트코크, 『포스트모더니즘과 비디오 예술』, 채장석 역, 인간사랑,
1995, 29-31쪽.

167) 프리드리히 키틀러, 『광학적 미디어: 1999년 베를린 강의 예술, 기술, 전쟁』,
윤원화 역, 현실문화, 2011, 318쪽.

168) “결국에는 오디오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가 정보 저장고로서 영화를 능가하겠
지만, 영화가 정보의 주요한 자원이며 책의 라이벌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필
름은 책의 테크놀러지를 존속시키고, 또 그것을 능가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
현재 영화는, 말하자면 필사본 단계에 있다. 그리고 곧 영화는 텔레비전의 압력을
받아, 휴대할 수 있고 간단히 얻을 수 있는 인쇄된 책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
이다. 곧 텔레비전처럼 음향 카트리지를 달고 작고 값싼 8밀리 영사기를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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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세대들은 이러한 경험에 익숙해져 있었

다.169) 수많은 비디오 대여점들, 소규모 상영 공간들, 비디오 카메라(캠

코더)의 보급과 비디오 플레이어를 통한 녹화 등 소리와 영상, 문자를

모조리 재연할 수 있는 매체적 환경에서 소설은 쓰여야 했던 것이다. 여

전히 일군의 작가들이 해체의 유희에 몰두하고, 금기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정적으로 드러낼 때 백민석은 90년대 소설 특유의 ‘스펙터클’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사진, 영화, 뮤직 비디오, 실황 앨

범 등을 무수히 언급하면서 소설의 감각은 장정일의 ‘오디오’에서 백민석

의 ‘비디오’로 옮겨 왔으며 이후 현실에서 가상으로 이동하는 재현 등을

통해 “자신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 스펙터클주의를 보여준

다.170)

이럴 때 ‘총잡이’가 희망인 ‘나’의 욕망은 장정일의 그것과 다르다. 장

정일의 세계에서는 M16을 난사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쿠데타로 상상되었

던 그것이 백민석에 이르면 “실린더식 탄창이 달린 45구경 권총”으로 행

하는 “러시안 룰렛 게임”에 사로잡히는 장면으로 나타난다.171)

나는 누군가의 뒤통수에 총구를 들이대고는, 방아쇠를 당

겨 앞이마로 푹하고 총알이 튀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 누군가의 뒤통수와 앞이마 사이로 총알이 낸, 어떤 음모

陰謀와도 같은 터널을 보고 싶었다. 그 피투성이 터널을 꿰

뚫고 한낮의 광선들이 눈부시게 지나간다! (…)

나는 총잡이, 가 어떤 태생 어떤 직업 어떤 삶을 사는 사

람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단지 그것―누군가

의 뒤통수와 앞이마 사이를 가로지른 깊고 묵직한 피투성이

터널―을 보고 싶었을 따름이었다.172)

람들이 갖게 될 것이다.” 마샬 맥루언, 앞의 책, 405쪽.
169) 하재봉의 『비디오/천국』(문학과지성사, 1990), 유하의 『세운상가 키드의 사
랑』(문학과지성사, 1995) 등의 시집은 당대 문화적 풍경을 잘 보여준다.

170) 기 드보르, 유재홍 역, 『스펙타클의 사회』, 울력, 2014, 21쪽.
171) 백민석, 『내가 사랑한 캔디』, 문학과지성사, 1996, 26쪽.
172) 위의 책, 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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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것을 쏘고 싶다는 일반적인 분노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저 총을 맞은 순간, 총을 맞고 난 후의 “피

투성이 터널”을 보고 싶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스펙터클에의 욕

망이자 현실의 무료함을 타계하는 한 방식일 뿐이다.

이는 ‘캔디’와 ‘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성끼리 이런다는 거,

어쩐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만 같아”173)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소수성을

자각하는 그들에게는 비디오의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 현실의 시간은

너무나 지루하고 느리게 흘러간다는 것이 우울의 원인으로 자각된다.

우리가 할리퀸 러브 로망 문고에서 종종 읽을 수 있는, 그

리고 비디오 숍에서 구해 오는 110분짜리 로맨스물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그런 서스펜스와 대모험으로 가득 찬 사랑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을까. (…)

할리퀸 문고는 대개 반나절이면 읽을 수 있었고,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비디오 테이프 역시 길어 봤자 두어 시간 내

외였다.

그 정도 시간에 실제의 내가 실제의 사랑의 추억을 만든다

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졌다. 내가 소유한

시간이란 그에 비하면 턱없이 길고 지루하며 필름과 인쇄물

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느릿느릿 흘러가는 것이었다.174)

‘나’가 살아가고 있던 시간은 “비디오 테이프와 할리퀸 문고, 그리고

지긋지긋하고 별 의미 없던 재수시절” 두 종류였다.175) ‘캔디’와의 사랑

은 “우리, 불쌍한”이라는 반복되는 구절로 형상화된다. 이들의 사랑은 화

려한 로맨스가 결코 되지 못하고 그저 이들을 ‘불쌍’하게 만들 뿐이다.

‘불쌍하다’는 감정은 백민석의 초기작부터 시작해 꾸준히 그의 작품 세계

173) 위의 책, 42쪽.
174) 위의 책, 58-59쪽.
175) 위의 책,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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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드러나는데 진정성과 나르시시즘, 냉소나 환멸 등의 1990년대 문학

의 키워드와는 다르게 세계에 융합하려고 하지만 늘 좌절하고 마는 인물

들로 가시화된다.176)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애정을 가지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정이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인물들이 백민석 소설들에서 그려진다.177)

‘나’는 재수를 하면서 꼬치집, 과일 창고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희귀

본 레코드에 흥분하며 대학생이 되어 시위에도 참여한다. 그리고 ‘캔디’

와의 사랑에 실패한다.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것은 ‘나’와 ‘그녀’인데

그것이 환상적인 장치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도입부에서 소

설의 시간은 흐르지 않고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로가 듣고 싶은 이

야기를 단 한 번도 들려주지 않으면서 “다투지 않고 잘 지낸다”는 것은

결국 ‘나’와 ‘캔디’의 이야기를 ‘비디오의 세계’가 감싸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쌍한 아이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 이 소설이 이른바 “젊은이들의 통과 제의”로 읽힐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178)

「내가 사랑한 캔디」는 당대의 정치 사회적 현실을 소거해버렸던 장

정일의 세계와는 달리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179) 우선 ‘나’와

‘캔디’가 “전교조 1세대”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나’에게 그것은 단지 “나

와 우리가 그 무엇엔가의 첫번째 세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때론 놀랍

고 때론 신비롭게 느껴졌을 따름”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바보 같고

도 대단히 비극적이었던 고릴라 파동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

한다.180)

176) 김영찬은 백민석을 90년대 진정성 문학에 속하지 않는 매우 예외적인 존재로
보면서 충동과 공포, 폭력과 광기의 ‘윤리’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영
찬, 「분열의 얼룩, 불쌍한 녀석 백민석」, 《문학동네》 2017년 가을호, 466-483
쪽 참조.

177) 물론 초기작 이후 백민석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전복하고 파괴하려는 경향으로
변모해나갔다.

178) 강상희, 「해설: 사랑과 환멸 그 비극적 상상력의 세계」, 『내가 사랑한 캔
디』, 149쪽.

179) 백민석은 이 소설의 작가 후기에서 대부분의 설정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거나
그것을 비틀어 반영한 것이라 설명하면서 유일하게 시위 현장을 “구름기둥”이라
고 표현한 부분만은 “실재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위의 책,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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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랄,”

우리는 격정적인 감정의 고양 상태에 휩싸였다.

한 선생님 다시 펑, 하고 한숨을 내쉬더니 교장을 향해 계

속해서 으르렁거렸다. “니미랄,”

“도대체 그 뿌리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요, 증명해 봐요.

그게 학벌을 말하는 거요, 당신 고향 집을 말하는 거요, 당신

의 그 대단찮은 패밀리를 말하는 거요? 혹시 정권의 주구 노

릇은 아니요? 그게 뭐냔 말이오?”181)

전교생들을 운동장에 세워 두고 삶의 뿌리 운운하는 연설을 하던 교장

에게 “캐먹을 뿌리 하나 없는 나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해먹고 살란

말이오?”라고 반문하던 ‘고릴라 한 선생’에게서 이들이 인식한 것은 명백

한 “짜증”이었다.182) ‘뿌리’를 찾는 일에 대한 이 짜증은 저항이나 분노의

감각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한 선생’이 그 길로 학

교를 그만두고 한 일은 “선술집”을 차리는 일이었는데, 그 “전무후무”하

고도 “역사적인” 짜증은 고작 선술집을 차려 대장염 환자가 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183)

‘나’가 앤디 워홀의 바나나 그림이 표지로 그려진 “벨벳 언더그라운드

앤 니코”184)의 희귀본 앨범을 발견하고 흥분에 휩싸여 “꽃과 마약, 반전

反戰과 스트리킹, 평화와 로큰롤, 사랑과 광란의 그룹섹스가 세계 혹은

180) 위의 책, 68쪽.
181) 위의 책, 71-72쪽.
182) 위의 책, 72쪽.
183) 위의 책, 73쪽.
184) 《The Velvet Underground & Nico》는 1967년 3월 버브 레코드가 발표한 미
국의 록 밴드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데뷔 음반이며, 당대에는 조명받지 못했지만
이후 록 음악의 명반으로 재평가받는다. 백민석은 이 앨범의 트랙 리스트를 조금
씩 변용하여 “바나나를 위한 엘레지”, “일요일 아침의 총성”, “나는 총잡이를 기
다려”, “치명적인 여사수”, “실린더식 탄창에 태어나는 어린 비너스”, “유럽식 인
간사냥법” 등으로 언급하면서 ‘나’를 통해 “그들도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터무니없고 전혀 쓸모없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대단히 슬픈.”이라고 쓰
고 있다. 위의 책,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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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원의 모토였던 당시 히피 문화의, 전위에 섰던 로큰롤 밴드”라고

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할 때, ‘캔디’는 그저 시큰둥해 한다.185) 또

‘나’가 ‘한 선생’의 병문안 자리에서 들려준 ‘반장’의 창녀촌에서의 ‘발기

부전’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충격과 불만을 갖는다. ‘캔디’는 이 모든 일들

이 “남자 때문인 거야! 남자란 다 그런 거니! 칫!”이라고 소리친다.186) 전

위의 문화와 삶의 일탈에 대해 그 불쾌의 원인을 남자라는 정체성의 탓

으로 언급하는 이 장면은 무척 중요하다.

나는 뭔가, 나 자산의 캔디 자신의 낯익은 거리 풍경의, 어

떤 것들이 문득 내게서 낯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

때까지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어떤 의문이, 삐…트

르륵…삑…하고, 떠올랐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

캔디를 캔디답게 만드는 것들. 이 거리를 이 거리답게 만

드는 것들. 그리고,

일상을 일상답게 만드는 것들.187)

‘캔디’의 말에 ‘나’는 여태껏 떠올리지 못했던 의문을 갖게 된다. 그것

은 곧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다. 스스로를 정의하고,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자각하는 그 실체에 관해 ‘나’는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제야 ‘나’는 자신

이 구입한 그 희귀본 레코드가 당장 내일부터 전국의 수많은 판매점으로

부터 팔려나가게 될 것임을 깨닫는다. 그 열렬했던 흥분의 감정은 가라

앉고 ‘나’에게는 비애가 자리 잡는다. 이 비애와 절망은 그러나 ‘다음’을

예비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비애는 일종의 디폴트 값이어서 잠시 경험한

열락으로부터 돌아온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무료함과 짜증의 세계는 극복

되지 않고, 환상과 꿈의 형태로만 그 열망은 남는다.

‘나’는 대학에 들어간 이후 ‘총잡이’에 대한 소설을 쓰기로 하면서 “총

잡이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한국 작가”로 기형도를 들

185) 위의 책, 77쪽.
186) 위의 책, 87쪽.
187)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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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간판들이 조금씩 젖는다

나는 어디론가 가기 위해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둥글고 넓은 가로수 잎들은 떨어지고

이런 날 동네에서는 한 소년이 죽기도 한다.

저 식물들에게 내가 그러나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

언젠가 이곳에 인질극이 있었다

범인은 「휴일」이라는 노래를 틀고 큰 소리로 따라 부르

며

자신의 목을 긴 유리조각으로 그었다.

지금은 한 여자가 그 집에 산다

그 여자는 대단히 고집 센 거위를 기른다

가는 비……는 사람들의 바지를 조금 적실 뿐이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음성은 이제 누구의 것일까.

이 상점은 어쩌다 간판을 바꾸었을까

도무지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이 많다고

우산을 쓴 친구들은 나에게 지적한다

이 거리 끝에는 커다란 전당포가 있다, 주인의 얼굴은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은 시간을 빌리러 뒤뚱뒤뚱 그곳에

간다

이를테면 빗방울과 장난을 치는 저 거위는

식탁에 오를 나날 따위엔 관심이 없다

나는 안다, 가는 비……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며

누구도 죽음에게 쉽사리 자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쩌랴, 하나뿐인 입들을 막아버리는

가는 비…… 오는 날, 사람들은 모두 젖은 길을 걸어야 한

다

「가는 비 온다」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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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형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잘 알려진 지강헌 인질극 사건

을 인용하면서 시를 쓴 것에 대해 총잡이들에게 “헌정된 한 편의 아름다

운 시”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강헌의 탈주와 인질극, 사살에

이르는 과정을 소설로 형상화한다. 이 사건은 장정일의 「아담이 눈 뜰

때」에서도 비중 있게 그려지는데, ‘아담’은 “그들이 영웅이 되려면 헐리

우드로 가야 했다”고 하면서 “어떤 사건이든 자본은 그것을 센세이셔널

하고 상업적인 것으로 바꾼다”고 서술한다.189) 그는 이 사건이 충분히

소비되고 바로 잊혀질 것이라고, 또 다른 흥미로운 사건으로 대체될 것

이라고 쓰고 있다. ‘아담’에게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나 지강헌 사

건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주어서 그는 “이 느낌을 정리해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블랙 홀에 빠져 다시 헤어나지 못한다”고 언급하며 실제로

노트에 글을 써 그것을 정리하지만 이는 “공부”의 차원에 머문다.190) 반

면 「내가 사랑한 캔디」의 ‘나’는 “낭만적이고도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한 총잡이”를 생각하면서 “춘계 투쟁의 피크라고 알려진 어느 집회에 끼

여 있”게 된다.191)

문예지에 발표했던 「내가 사랑한 캔디」는 단행본이 되면서 몇몇 에

피소드가 추가되고 수정되는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구체

적인 고유명사가 상당 부분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지강헌 사건이나 기형

도는 물론이거니와 “김귀정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나는 바로 그 옆 골목

을 달리고 있었다”든지,192) 어떤 사진 아래에 기입되어 있는 “이한열,

1987년 6월 9일 오후 5시경”193) 등을 서술하는 방식이다.194) 이런 언급

은 90년대 소설의 후일담적 방식 혹은 포스트모너니즘적 전략 사이에서

188) 기형도, 「가는 비 온다」,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인용은
『기형도 전집』, 문학과지성사, 1999, 65-66쪽.

189) 장정일, 「아담이 눈 뜰 때」, 『아담이 눈 뜰 때』, 112-113쪽.
190) 위의 책, 110-111쪽.
191) 백민석, 『내가 사랑한 캔디』, 106-107쪽.
192) 위의 책, 114쪽.
193) 위의 책, 126쪽.
194) 소설 초반부에 이상아, 김완선 등의 가수가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문예지
발표본에는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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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석이 운동, 혁명의 키치적 재현이라는 형식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캔디’는 남산 조지훈 시비에서 시위대의 형렬에 있는 ‘나’를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 광경을 거대한 ‘구름기둥’으로 묘사한다.

“너희가 종로나 시청 앞 같은 데서 시위를 하면 흰색 최루

가스며 분말들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까지 솟아올라.”

“마치, 마치 구름기둥처럼.”195)

시위대의 풍경은 이렇듯 스펙터클의 하나로 그려진다. “사파리 점퍼에

는 최루탄에 맞아 생긴 작고 검은 구멍들”이 뚫려 있고, “목덜미와 가슴

이, 최루분말을 뒤집어써 생긴 작은 핑크빛 혈점들과 수포들로 부어올라

있”으며, “불 꺼진 화염병 하나가 아직도 내 손에 들려 있”던 그 순간들

은 그곳에 함께 할 수 없는 ‘캔디’에게 머리 위로 하얗게 솟아오르는 아

름답고 따뜻하고 위대해 보이는 “구름기둥”이 되는 것이다.196)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어쩌면 “서로 다르지 않은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캔디’가 “하지만 난 너희와 함께 그 구름기둥 밑에 있을 수 없어.” “알

지? 난 누구와도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

다.197)

무수한 혁명의 행렬에 참여할 수 없는 인물에 대해, 그 일관된 열망

속에서 배제되고 외면되는 어떤 존재에 대해 백민석은 언급하고 있다.

1990년대 문학이 그 이전의 문학과 변별되는 지점이 있다면 이러한 소수

자성의 가시화와 다양성의 발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혁명의 좌절과 그 회한이 당대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또 여전히 그 가능성을 믿고 행로를 고민하던 후일담의 세계

에서는 그 바깥에 서 있는 주체들이 재현될 수 없었다. 지식인 남성의

승인과 호명을 부여받지 못했던 주체들은 흔히 미학적 탐닉이나 해체적

195) 위의 책, 119쪽.
196) 위의 책, 117쪽.
197) 위의 책,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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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 형태로 그려지기도 했으며 주류 사회의 담론에 등장하지 못하고

소거되기 일쑤였다. 이럴 때 ‘캔디’라는 캐릭터는 90년대 소설이 새롭게

재현해낸 소수자 주체로 의미화 할 수 있다.

더욱이 ‘캔디’가 결국 이성애-남성으로 정체화하게 된다는 점은 이 소

설이 ‘남성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방증이 된다. 비

록 그것이 관습적인 이성애 남성성이라고 해도 ‘캔디’의 실패는 단지 남

성적인 것으로의 회귀로만 그려지지는 않는다. ‘캔디’는 ‘희’라는 “푸른

갈색 눈동자”의 여자아이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198) ‘나’는 ‘캔디’에게 이성애란 “자연스러운 것이며 누구나 생래적

으로 섹스하기에 적당한 육체적 정신적 구조를 지녔다”고 설명하면서

‘캔디’의 “새 여자애인”에게 “질투”를 느낀다.199) 그렇게 애인을 빼앗기고

‘나’가 총잡이 작품을 골몰하면서 소설의 말미에 방문하는 곳은 “카페

JIRISAN”이다.200)

그곳에는 이한열의 사진, 김귀정의 초상, 죽은 군인의 흑백 사진 같은

것들이 잔뜩 걸려 있었다. 카페의 주인은 그것을 “이 시대의 전체적인

상징”이라고 설명한다.201) 그리고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 뒤로 “변성

기가 막 지난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는 사창가에서의

무용담과 구름기둥 이야기를 어떤 여자에게 하고 있다. ‘캔디’에게는 이

제 턱 밑에 “잘 다듬어진 턱수염이 까뭇까뭇 덮여 있”다.202)

“저 빌어먹을 것들 때문에 여기만 들어오면 항상 제 머리

속에 뒤죽박죽 뒤엉켜 버려요.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저도 반장도 캔디도 아저씨도 항상 머저리에다 바

보일 수밖엔 없는 거죠? 호모가 아니면 발기부전, 아니면 변

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항상! 왜 다들 그렇게 될 수밖엔

없는 거죠?”203)

198) 위의 책, 121쪽.
199) 위의 책, 122-123쪽.
200) 위의 책, 127쪽.
201) 위의 책, 128쪽.
202) 위의 책,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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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카페 지리산의 사장에게 이런 사진들을 치우고 “비키니 파티 같

은데 나오는 여자애들 사진이나 갖다 놓으”라고 소리를 지른다.204) ‘지리

산’이나 ‘총잡이’가 연상하게 하는 그 남성적 혁명의 세계는 육중하게

‘나’를 압박해오고 결국 “캔디는 그렇게 해서 죽”게 된다.205) ‘카페

JIRISAN’은 ‘나’와 ‘캔디’가 고3 때 즐겨 찾던, 여러 마이클들의 브로마이

드가 걸려 있는 ‘Michael′s House’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공간처럼 보인

다. 이 소설이 DJ부스가 있는 한 다방에서 시작해 상장(喪章)을 두른 사

진들이 잔뜩 걸린 대학가 카페에서 끝난다는 점은 그러나, 그 공간이 공

히 남성적 세계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위대한 일탈과 전위의

아이콘도, 국가의 폭력에 희생되었거나 저항한 혁명의 불꽃도 ‘캔디’의

세계는 아니었던 것이다.

근대 서구 남성성의 역사를 추적한 코넬은 남성성을 하나의 속성이나

행동으로 보지 않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적 배치

의 형태로 정의한다. 그는 가족, 정치, 군사, 노동, 스포츠 등 다양한 영

역에서 남성의 신체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상세하게 따지면서 그 대안

으로 남성성을 해체하는 일련의 ‘몸들’, 즉 게이 문화를 끌어들인다. 특히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합리성’이라는 서구적 사고가 이성적 권위를 남

성에게 부여해왔다고 설명하면서 그것이 다양한 ‘남성성들’의 출현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었다고 쓰고 있는데 이는 곧 젠더 체계를 형성해온 이

성애적 역사를 퀴어적 실천으로 탈출해야 한다는 것이다.206)

주지하듯 ‘캔디’는 1980년대 텔레비전 만화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캐릭터이다. 소설의 말미에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로 시작하

는 유명한 주제가가 삽입되어 있기도 하다.207) ‘울지 말고 웃어야 한다’

203) 위의 책, 134쪽.
204) 위의 책, 133쪽.
205) 위의 책, 134쪽.
206) 물론 그는 “게이 커뮤니티가 대항적 남성성의 정치를 저절로 가져오지 않는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재배치’와 ‘도전’이 다양하게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한다. R.W. 코넬,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역, 이매진, 2013, 320쪽.

207) 『내가 사랑한 캔디』, 136쪽.



63

는 명제는 이 소설을 관통하는 비애의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퀴어적’ 암시를 강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비디오’ 세계의 캐

릭터라는 점 역시 중요하다. 그 압도적인 시청각적 재현의 세계를 경험

하면서 90년대의 인물들은 현실의 무기력과 무료함, 지겨움과 짜증, 비애

와 동정 같은 것들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2.2. 비디오 키드의 공포와 호환 불가능한 세대

백민석의 세계는 다시 『헤이, 우리 소풍 간다』(문학과지성사, 1995)

로 이어진다. 그의 데뷔작은 앞서 언급한 「내가 사랑한 캔디」이지만

첫 단행본 장편소설은 『헤이, 우리 소풍 간다』이다. 1995년 여름호에

데뷔작을 발표하고 1995년 8월에 『헤이, 우리 소풍 간다』를 발간하였

으므로 사실상 이 두 작품은 동시에 쓰이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모

두 데뷔작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듯하다.

『내가 사랑한 캔디』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스무살 언저리의 소

수적 주체의 비애를 보여주었다면 『헤이, 우리 소풍 간다』는 이십대

후반의, 이제 다들 어른이 되었으나 여전히 아이들의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캔디’와 마찬가지로 『헤이, 우

리 소풍 간다』에도 만화 캐릭터의 이름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한다. ‘K

들’로 지칭되는 그들은 각자 딱따구리, 새리, 뽀빠이, 일곱난장이, 마이티

마우스, 손오공, 집없는소년, 박스바니 등으로 명명된다. 잘 알려져 있듯

이 캐릭터들은 80년대 컬러 텔레비전 보급 이후 큰 대중적 인기를 얻었

던 만화의 주인공들이다. 1980년 이후를 폭압과 야만의 시대로 인식하는

세대와 화려한 문화의 향연으로 경험한 세대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텔레비전 키드’의 탄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208) 이 아이들을

세계에 대한 권태와 무기력에 대항하기 위해 유희로서의 놀이를 즐기는,

208) 신수정, 「텔레비전 키드의 유희」, 『푸줏간에 걸린 고기』, 문학동네, 2003,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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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피터팬 증후군’을 가진 존재들로 읽어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더욱 적극적인 아이-주체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이

들은 유년기를 추억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성장을 멈추

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현실에 대한 환멸과 두려움이 원인이

되어 유년기로 도피하거나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여전히 유년

기에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헤이, 우리 소풍 간다』는 워드프로세서에 소설을 쓰고 있는 ‘K’와

그의 연인 ‘喜’가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동시에 ‘딱따구리들’이라고 지칭

되는 일련의 그룹에 의해 엽기적이고 잔혹한 살해 장면들이 병렬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 두 서사의 관련성은 소설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밝혀

지는데 우선은 ‘喜’라는 인물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내가 사랑

한 캔디」에서 ‘캔디’가 이성애의 대상으로 선택하게 된 “푸른 갈색 눈동

자”의 ‘희噫’는 이 소설의 ‘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지만 남성

인물과 동행하면서 대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백민석 소설

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와 여성의 재현은 다분히 문제적인 지점이 있지

만209) 『헤이, 우리 소풍 간다』의 ‘喜’는 지옥에서 돌아온 앨리스를 자

처하며 이 소설의 파국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골목을 계속해

서 청소하라고 시키는 뚱뚱한 엄마를 떠나 커다란 토끼의 차를 타고 파

티에 갔던 앨리스, ‘喜’는 그곳에서 돌아와 엄마를 죽이고 ‘K’를 물어뜯는

다. 이 소설의 인물들이 모두 1981년 열세 살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때, 오로지 ‘喜’만이 자기 각성에 다다른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 소설에서 가장 강조되는 감각은 ‘공포’이다. ‘잔혹동화’를 연상케 하

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들의 이면은, 그것이 꿈과 희망 사이에 부정적인

면을 몰래 숨겨 두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로지 꿈과 희망이 강조되는,

저 밝고 화려한 빛의 세계가 그 자체로 무시무시한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테면 ‘喜’가 들려주는 앨리스의 이야기에서 자

209) 백민석이 강간 모티프나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종말의 감각을 극대
화시켜 재현하고 있다는 점은 비단 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압도적인 파국과 거
대한 절망을 위해 여성 캐릭터가 동원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1990년대 소설이 미
처 고민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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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골목 청소를 시키고 벌을 주는 엄마의 존재나 자신에게 쿵쾅거리

며 다가온 아주 커다란 장화를 신은 토끼가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 두려

워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포’의 감정이 아니다.

차창으로 사람들 얼굴이 언뜻 비쳐, 앨리스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지. 문방구 쭈글탱이 할머니, 칭얼대는 아이, 턱살이

늘어진 파란 대문집 아저씨, 다들 거기 타고 있는 거야. 아주

커다란 장화를 신은 토끼는 그 차 운전석에 올라타고는 손짓

을 했지, 앨리스,

앨리스, 이리 와, 이리 와서 놀자. 차창에 비친 얼굴들이

얼마나 많던지, 얼마나 많이 타고 있던지! 그 희끄무레하고,

희끄무레한.

엄마는 어떻게 됐어? K가 묻는다.

엄마? 엄마? 글쎄.

어떻게 됐을까? 글쎄, 喜가 저도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한다.210)

진짜 공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낯선 차에 실려 떠

나갈 때, ‘엄마’의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전히 ‘아빠’에 대

한 강렬한 기억과 의식을 지닌 ‘K들’과 달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그

러한 콤플렉스의 자장에 있지 않다. 시나리오 작가이자 소설가인 ‘K’가

끊임없이 아빠의 억압을 떠올리고 종내에는 연민하면서 ‘엄마’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왜곡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드러낼

때 ‘喜’의 앨리스는 모성의 부재라는 막연한 공포와 싸우면서 자신의 세

계를 찢고 나오는 강인한 주체성을 보여준다.

『헤이, 우리 소풍 간다』는 ‘K’와 ‘喜’가 해뜨는 새벽부터 시작해 산책

과 출근길을 거쳐 친구들을 만나며 연극을 관람한 뒤 철거촌과 “물댄동

산”, 그리고 학교 뒷산을 거쳐 길 위에서 소풍가는 밤중에 이르게 되는

210) 백민석, 『헤이, 우리 소풍 간다』, 문학과지성사, 1995, 52쪽.



66

일들을 그리고 있다. 정확히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그 시간 동안 이들

은 자신들이 여전히 81년 무허가촌의 “태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한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광선(光線)”이다.

출근길도 등굣길도 아닌, 그저 산책하는 길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저치들”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지표로 내리꽂히는 광선의 칼날들”은 드

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추악함과 더러움을 끝내 노출시키는 장치가 된

다.211) 그것은 햇살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를테면 “24시간 편의점”의

“세련되고 품격 있는” 조명은 낭자한 핏덩이들이 얼마나 더 매력적일 수

있는지, (…) 어떤 상품의 얼마큼 놀라운 색채 미학이더라도 그 신선한

핏덩이의 매혹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212) 즉 쏟아지는

햇빛과 휘황찬란한 조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그들을 세계에

‘노출’시킨다.213) 텔레비전과 비디오는 당연하게도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신, 내가 열어주지…… 하고 새리가 문을 열어제치자, 갑

자기,

문 저쪽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치 환한 광선들이 격렬

하게, K들을 향해 쏟아져나온다…… (…)

어쩌면 실내가 너무 환해 그런지도 모른다…… 진홍 벨벳

카펫 위론, 그 격자무늬 창살들과 지기 직전의 태양 광선들

이 엮어내는, 십자(十字) 모양의 환한 그림자들이 어지럽게,

드리워져 있다…… 수백 장, 창유리들을 통과한 광선들이 다

시, 수백 개 십자 그림자들을 온 사위에 환히 드리우고 있다.

K는 다시, 옅은 구토감을 느낀다.

211) 위의 책, 29쪽.
212) 위의 책, 33쪽.
213) 시인 김정환은 1990년대의 압구정동을 묘사하여 이렇게 쓴 바 있다. “현실 사
회주의 정치는 유토피아주의의 ‘누추함의 미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
우리는 억압의 역사를, 역사 발전을, 심지어 미래를, 24시간 편의점 실내만큼이라
도 밝게 그려본 적이 있는가!” 김정환, 「‘그 곳’에 대한 한 예술가의 단상(斷
想)」, 강내희 외, 『압구정동: 유토피아/디스토피아』, 현실문화연구, 1992,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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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리’의 안내에 따라 그들에게 ‘고아들의 노래’를 가르쳤던 ‘안선생님’

이 계신 “물댄동산”을 찾은 ‘K들’은 거대한 유리돔을 마주하게 된다. 해

질 무렵의 태양빛이 강렬하게 쏟아져서 그림자마저도 환한 그곳에서 그

들은 자신들이 ‘안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공유한다. 마이티마

우스는 “우리 속내의 하수도를 헤집고 다니는, 추악함과 더러움의 이름

으로서의 생쥐”이고 손오공은 “어디로 갈 것이냐”를 “끝없이 묻고 다녀

야 하는 운명”이며, 집없는소년은 “너 스스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집을

지어야”하고 뽀빠이는 “미국 남성 환타지의 전형”이며, 일곱난장이는 “일

곱 대죄의 은유”라는 것이다.214)

무허가촌 태생의 아이들에게는 잔혹한 만화의 진실만큼이나 현실 역시

공포였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죄다 태생이 좋지 않다”는 말 속

에 국가의 폭력에 저항하던 1980년의 ‘그것들’은 갑자기 사라졌다가 ‘괴

물’이 되어 돌아오고 이제는 모두가 떠나버린 그곳에는 “어떤 휘점(輝點)

들”만이 남아 있다.215) 잔혹한 살해 장면과 ‘K’의 여정이 교차하는 이 작

품의 서사처럼 이들에게 애니메이션과 무허가촌은 구분되지 않는다. 그

들에게 만화는 두려운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위안과 재미의 매체가 아니라

현실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드는 스펙터클인 것이다.

소설에서 ‘K들’이 마주하는 시위대가 더 이상 스펙터클을 형성하지 못

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루탄을 피해 도망치는 시위대 때문에 도로

가 막힌 상황에서 이들은 “요즘엔 화염병도 안 쓴다잖아, (…) 그럼 대체

무슨 재미로 저 짓을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짜증을 낸다.

최루 분말의 장막들과 그에 휩싸인 저 앞 도로들은 이제

조금씩 뚫리고 있다. 시위대가 물러난 것인지도 모른다. 나가

서 좀 볼래? K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쿡, 하고 최루

분말이 눈과 코를 찔러온다.

좀 전 보닛 아래로 굴러떨어졌던 여자애는 보이지 않는다.

희고, 누런 최루 분말들이 인도며 차도에 웅덩이처럼 고여

214) 백민석, 『헤이, 우리 소풍 간다』, 206-235쪽.
215) 위의 책, 118,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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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잔광들이, 희고 누렇게 거기서 튕겨오르고 있다. 광주

학살 원흉을 처단하자! 라고 씌어진 피켓이 보닛 아래 떨어

져 있다. K는 그것을 주워 거리 저편으로 치운다. K는 잠시

허리를 굽혀, 피켓을 들여다본다. 빌어먹을 딱따구리놈들……

차 지붕에, 아주 깊고 아주 긴, 긁힌 자국이 나 있다.

이 빌어먹을 도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나…… 어

디서부터 막히기 시작했나……216)

1980년대를 텔레비전과 비디오의 세계에 빠져 경험한 그들에게 광주의

원흉을 처단하자는 시위대의 구호는 “잔광(殘光)”으로 여겨진다고, 이 장

면을 읽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러한 세대 감각의 차이는 그다지 중요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최루탄을 피해 광주 학살 원흉 처단을 외치는 시

위대는 아마도 ‘K들’보다도 더 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전통적인 폭력, 즉 지배계급이나 국가 권력에 의한 외상은 더 이상 자극

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217)

비디오 키드에게 최상의 스펙터클은 죽음의 풍경이다. 정지된 이미지

로서, 혹은 잘 묘사된 죽음이 아니라 재생되고 진행되는 죽음, 즉 구체적

과정으로서의 죽음만이 이들을 열광시킨다. 피와 체액, 뇌수와 장기가 드

러나고 절단되고 파괴되는 신체의 스펙터클은 인류 최초의 살인을 상상

하게 한다. 아주 우연히 그리고 마침내 인류가 다른 인류의 머리를 내리

치던 그때, “인류 최초의 도구는 바로 살해 무기”였으며 바로 그 죽음

위에 문명이 세워졌다고 ‘나’는 말한다.218) 수백만 년 전의 “죽음과 공포

의 아우라”는 이제 “불안과 스트레스의 아우라”로 바뀌었고 그것들은

과식(過食), 과음(過飮), 물욕(物慾), 비탄(悲嘆), 복수(復讐), 병(病), 우울

(憂鬱), 노년(老年), 범죄(犯罪), 공포(恐怖), 과로(過勞), 탈진(脫盡), 광기

216) 위의 책, 213-214쪽.
217) 이들은 실제 총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라는 전자총, 광선총에서 나온 빛에 매혹
된다. 그리고 그것은 “빛-칼-글에 내포되어 있는 날카로운 그 무엇이 분노의 수
사학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라 설명될 수 있다. 김동식, 「코믹하면서도 비극적인
괴물의 발생학: 백민석론」, 《문학동네》, 2000년 봄호, 234쪽.

218) 위의 책,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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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狂氣), 폭력(暴力), 적의(敵意), 악덕(惡德)의 이름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

를 없앤다.219) 여기에서 탄생한 공간이 바로 “퐁텐블로”이다.

재즈 피아니스트 테드 다메론(Tadd Dameron)의 <퐁텐블로(Fontainebleau)>

는 1956년 그가 같은 이름의 프랑스 궁전을 방문하고 그 감상을 대규모 오

케스트라 편곡으로 발표한 곡이다. 소설 속의 ‘K들’이 ‘안선생님’의 지도 아

래 ‘고아들의 노래’를 합주하던 풍경과 재즈라는 장르가 가진 즉흥성과 개

별성, 그리고 혼종성은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안선생은 칠판에 어떤, 처음 보는 기괴한 기호들로 가득찬

악보를 그렸다. K들은 그 악보의 어떤 기호가 제 소리 낼 수

있는 것, 을 뜻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었다. 악기가 모자라

거나 합주 연습이 부족해, 애먼 책을 읽거나 산수 문제를 풀

지 않아도 되었다. 악보는 외울 필요도 없었고, 실수해도 좋

았다. K는 부담 없이 우윳병을 흔들었다. 각자 제 손에 들린

것에만 신경쓰면 되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반원으로 둘러

앉은 자기들로부터 리듬과 화음을 갖춘 어떤, 놀라운 울림들

이 음악실 하나 가득 퍼져나갔다. 그 울림은 아이들 내부의

어떤 공간 속으로도 퍼져나갔다.220)

이른바 불협화음이지만 그것이 “아이들 내부의 어떤 공간 속으로” 퍼

져나가는 일은 무허가촌의 아이들이 경험하는 최초의 섬광(閃光)이다.

유일하게 ‘K들’ 중 일찍 죽은 ‘박스바니’는 부모에게 쫒겨난 채로 동생과

함께 무허가촌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장난꾸러기에다, 말할 수 없을

만치 난폭했”고 “사나웠다.” “불안에 떠는, 늘 번뜩이는, (…) 거의 미친

듯한 안광(眼光)”을 가진 ‘박스바니’가 살해와 만화가 아닌 것에 열광한

것은 ‘합주부 연주’가 처음이었다.221) 바로 그 순간 이들의 시간은 더 이

상 흐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다. 마치 만화영화 비디오처럼 이

219) 위의 책, 154-156쪽.
220) 위의 책, 147쪽.
221) 위의 책, 128쪽.



70

캐릭터들은 자신의 역할을 매순간 반복하고 그 세계를 떠나지 못한다.

이제 무허가촌은 바로 ‘퐁텐블로’가 된다. 그리고 ‘물댄동산’이 된다. 반복

되는 시간이 흐르고 아무런 구체성과 의미를 띠지 못하는 공간, 내리쬐

는 온갖 빛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모든 일이 투명하게 재현되는 공

간, 태생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 죽음의 스펙터클을 향해 질주하는

공간, 바로 그곳으로 이들은 ‘소풍’을 떠난다.222)

『16믿거나말거나박물지』(문학과지성사, 1997)는 백민석의 세 번째 단

행본이자 첫 번째 소설집이다. 순서를 따지자면 그는 퀴어 정체성 서사

로부터 텔레비전 키드의 잔혹동화를 거쳐 세기말적 서사에 도달한 것이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실린 단편들이 대체로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쓰였다고 보면 동궤에 놓고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223)

총 16편의 작품들로 구성된 이 소설집은 다시 3부로 나뉜다. 1부가 믿

거나말거나박물지사(社)에 대한 일종의 소개라면, 2부에서는 일상 곳곳에

기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믿거나말거나박물지사의 에피소드가 이어지고,

3부는 본격적으로 믿거나말거나박물지사의 내부, 특히 음악인 협동조합

(音協)에서 겪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집 전반을 아우르는 감각은

물론 종말론, 세기말적 인식이다.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의 갤러리 코

미디즘을 통해 “봄날의 검뿌연 하늘”로 “21세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

작하는 이 소설은 “폐드럼통 같은 검은 덩어리들”이 강을 건너오는 장면

으로 끝이 나기 때문이다.224)

첫 작품인 「캘리포니아 나무개」는 친구가 취직했다는 갤러리를 찾는

것으로 시작한다.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어떤 것을, 늘 보고

싶어했지?”라는 친구의 질문처럼 ‘나’는 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지만

222) 1990년대가 연쇄 살인과 실종의 시대였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다. 특히 ‘지존파
살인사건’이나 ‘개구리 소년 사건’, ‘화성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유괴 살
해 사건’ 등은 90년대의 매체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생성하기에
충분했다.

223) 따라서 복거일이 백민석의 작품을 ‘리얼리즘→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의 진
행으로 읽은 것은 설득력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복거일, 「해설: 견딜 만한 지옥
의 지도」, 백민석, 『16믿거나말거나박물지』, 문학과지성사, 1997, 277-278쪽.

224) 백민석, 『16믿거나말거나박물지』, 14, 255쪽.



71

실패한다. 티비, 비디오, 영화, 소설 등은 이제 생산의 속도가 너무 빨라

의미의 속도를 추월하고, 인류가 상상한 모든 것은 이미 구현되어 있으

며, 이제 인류는 “인류가 상상해낼 수 없는 것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했

다.”225) 따라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욕망’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다.

이 빌어먹을 캘리포니아 나무개는 너무나 모순투성이모순

투성이모순투성이라서 그 앞에선, 뭘 먹는지 어떻게 생겼는

지 하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새삼스

럽지만, 어떻게 뉴질랜드산 괴물에 캘리포니아란 이름이 붙

을 수 있을까, 상업적인 배려일까.

심지어는 생물체인지 아닌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나 역시,

갤러리 코미디즘에서 나오며 내가 뭘 실제로 보긴 봤는지 스

스로 의문이 들었다. 그림자들일 뿐이었으며, 오줌일 뿐이었

으며, 기이한 웃음 소리일 뿐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 지금 내가, 뭣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조

차도 모르겠다. 그러니, 캘리포니아 나무개에 대해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226)

‘나’가 그곳을 방문해 ‘본’ 것은 캘리포니아 나무개의 실체가 아니었다.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것들은, 봐야만 믿을 수 있”는데227) ‘나’는 캘리

포니아 나무개의 움직임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쏟아지는 액체를 맞고 이

상한 웃음소리를 들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

일까, ‘나’가 본 것은 무엇일까, 그것들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반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어지는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에서도 마찬가

지이다. 갤러리에 전시될 파격적인 명물을 얻기 위해 미국 중서부 사막

지역에 살고 있다는 ‘완다’라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 ‘나’의 친구는 그곳에

225) 위의 책, 13쪽.
226) 위의 책, 22쪽.
227) 위의 책,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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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에게 완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그때의 원주

민들은 이미 지지난 세기에 멸절되고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228)

뉴질랜드에서 발견된 종에 ‘캘리포니아’라는 수식이 붙은 것처럼 이제 어

떤 존재들은 그 이름조차 근원을 찾을 수 없다. 동시에 더 이상 근원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박물지’라는 아카이브는 기원과 맥락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되는 전통적인 문화적 방식과 다르다. 독특하고 매

력적이며 기이하고 신기한 현상과 사물이 수집과 전시의 대상이 되는 것

이다. “한줌의 흙”이 서남아시아의 역사적 배경과 수많은 사건들을 견뎌

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흙에서 “음산하지만 어쩐지 신

(神) 적인 비장미가 느껴지는 낯익은 멜로디를 들은 듯”하면 명물이 되

는 것이다.229) 즉 그것이 아무리 비현실적이라도 내가 보았다면 믿을 수

있는 것이다(“SEE AND BELIEVE!”).230)

‘초인 그린맨’과의 인터뷰를 담은 「Green Green Grass of Home」은

본격적으로 종말론을 다루면서 자살 기도 후 “반인간 반식물”이 된 ‘그

린맨’을 등장시킨다. “일상적 존재의 차원을 초월하는, 그 무엇”을 꿈꾸

었던 ‘그린맨’은 세기말의 우울한 감각을 극복하고 “세기전의 차원으로

향했”다.231) 그리하여 그는 “만화사 박물관의 초라한 벽면에 걸린 알루

미늄 프레임 속”이지만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 그가 그렇게 ‘초인 그린

맨’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터뷰어인 ‘나’가 그의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다.232) 그의 몸이 광합성을 하고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

은 프레임 속의 이미지가 되어서야 ‘진실’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광고’와 ‘매거진’은 무척 중요한 매체가 된다. 아무리

믿을 수 없는 효과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감각이라도 그것이 ‘보

여지는’ 순간 믿음은 생겨난다.

그 사진들 아래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인류 최악의 적,

228) 위의 책, 36쪽.
229) 위의 책, 27쪽.
230) 위의 책, 16쪽.
231) 위의 책, 64쪽.
232) 위의 책,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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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진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을 부

인하느라 그토록 열심이었던 그 비만자들이 결국은 해피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233)

비만을 소재로 한 주체의 분열을 다룬 「믿거나말거나박물지식 달걀 다

이어트」에서 ‘나’는 결국 달걀 식단 다이어트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

“단일 주체”인 ‘돼지’로 남게 되는데 그가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가

하게 된 것은 『Believe it or Not Magazine』의 잡지 기사 때문이었

다. ‘실제로’ 전후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제시되는 특집 기사와

‘카운슬러’의 상담은 “모든 걸 한꺼번에― 모든 걸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세계의 유통 구조”를 보여준다.234) 즉 모든 것은 프로그램으

로 계획되어 있고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따를 것인지 그렇

지 않을 것인지일 뿐이다. 비디오 키드 세대에게는 이미 주어진 완벽한

표준형의 인간이 있다. 그것은 때때로 대중의 기준에 의해 변하기도 하

고 조금씩 다른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결국 ‘화면’에 등장한다는 본질은

같다. 상담원 ‘그녀’가 자신이 “아직 캘빈 클라인 속옷 광고에 등장할 정

도는 아니지만, 전 충분히 말랐”다고 말하는 장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 분」은 여러 등장인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한 순간을 그리는데,

아들의 헛소리에 짜증이 난 약국 주인, 수다를 떨며 어떤 남자를 욕하는

가게의 여점원, 신호 대기 중 옆자리의 친구에게 마누라 욕을 하는 사내,

집안 내력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거지, 그리고 ‘평촌팬더비디오’에서

“설을 풀고 있”는 ‘나’가 있다.

여점원은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너무 식상한

얘기라 듣기 지겨워요.” 여점원은 다시 몇 개의 비디오를 꺼

내들었다. “너무 식상한 얘기예요. 그건 클라이브 바커, 라는

233) 위의 책, 42쪽.
234) 위의 책,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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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의 주테마의 변종 같군요. 「헬레이저」 시리즈나,

「캔디맨」 시리즈, 혹은 「일루전」 같은 비디오가 벌써 나

와 있지요. 그런 건 공포 영화 장르의 영원한 테마라구요.”

“젠장,” 내가 답답해서 중얼거렸다. “없는 게 없군.”

“그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상

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까지 다 비디오 가게에 있죠.”235)

‘믿거나말거나박물지’의 장광설을 풀면서 그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로운

지 설득하려 드는 소설가는 ‘투명인간’이나 ‘살인들을 키우는 공장’ 따위

의 소재를 말하지만 비디오 가게의 여점원은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한

채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비디오 가게에 있다고 말한다. 수다와 배설, 욕

설과 혐오, 섹스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기말의 풍경 속에서 더 자극적이

고 신선한 것을 찾으려는 욕망은 더욱 강해지지만 그 시도는 번번이 좌

절된다. 미처 어떤 것을 상상하기도 전에 비디오들은 생산되고, 너무도

빠르고 손쉽게 대중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비디오대여점은 1990년대 초반부터 대도시 주택가를 중심으로 생겨난

도서대여점과 함께 급속도로 증가했고 영화, 만화, 소설, 음반 등 장르물

과 키치 문화의 보급소 역할을 했다.236) 단순히 영화를 가정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당대 서사물의 아카이브 역할을 ‘대여

점’이 했던 것이다. 소설, 영화 잡지와 더불어 비디오를 소개하고 분석하

는 비디오 잡지도 여럿 존재할 정도로 대여점 문화는 90년대 중반 성행

하고 있었다.237) 비디오대여점은 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991

년에 이미 3만 개를 돌파했고, 심지어 세탁소나 사진관, 가전수리점 등을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238) 1996년 말 도서대여점의 숫자가 8,700개 이상

235) 위의 책, 73쪽.
236) 「비디오文化 정착 都心대여점 盛業」, 《동아일보》, 1992.5.25.
237) 《월간 비디오》, 《비디오무비》, 《비디오플라자》, 《비디오훼밀리》 등이
있었고, 이들 잡지는 비디오 문화의 확산과 대중적 호응에도 기반을 두고 있지만
비디오 대여점주를 고려한 내용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문화 생산과
유통의 측면에서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신식, 「한국의
비디오 문화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VCR 수용자의 가정 내 영화 소비를 중심
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논문, 2011,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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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된다는 기록을 참고하면 비디오대여점의 영향력은 무척 컸음을

알 수 있다.239)

특히 비디오대여점의 주인은 단순히 가게의 운영자를 넘어 서사 문화

의 매개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마니아’였다.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

는 사람들에게 작품을 추천하거나 작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것은 다

반사였고 고객과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

기반 문화적 공동체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백민석의 ‘믿거나말거나박물지

사’는 결국 대여점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게 된다. 문화적 전위와 열광,

감각을 자극하는 매체적 경험, 가치의 전복과 저항을 꿈꾸는 일탈, 다른

세계를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쾌감 등 세상의 모든 이야기와 이미지가 모

여 있는 곳으로 ‘믿거나말거나박물지사’는 기능한다.240)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 혼란스런 입장들을 취하고 있

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많은 작가들 많은 영화인들 많은

내 또래의 창창한 한국 청년들이, 또한 백발이 성성한 많은

미친 과학자들까지 그것을 엉킨 실타래쯤으로 오랫동안 여겨

왔다.

어느 작가는 어느 책에서 백년보다 긴 하루에 대해 썼고,

나는 그 수년 간 씌어진 백년보다 긴 하루에 대한 노작을 약

일주일에 걸쳐 매우 지루하게 독파했던 경험이 있다. 또 어

느 영화인은 단지 2029년에서 현재로 넘어온 T-100과

T-800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전세계의 영화관·유선 방송망·

홈 비디오 배급망을 휩쓸어 버릴 수 있었다. 나는 핵먼지가

휩쓸어버린 세상의 이야기를 다섯 번이나 되풀이해서 보았

다. 또한 나의 재수 시설 한 친구는 1999년 7월에 대한 이야

기라면 하루종일이라도 수다를 떨 수 있었다.241)

238) 위의 논문, 34쪽.
239) 한국출판연구소, 「도서대여점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문화체육부 연구용역
보고서, 1997.12., 15쪽.

240) 1990년대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총체적 아카이브로서의 플랫폼은 이후 인터넷
시대를 거쳐 현재 거대 포털과 SNS, 유튜브로 진화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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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세계와 서사 세계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을 때, 혹은 그 차이를

인식하게 될 때 시간에 대한 혼란스러움은 늘어난다. 어떤 하루의 이야

기를 몇 시간만에 또는 며칠 동안이나 읽게 되는 전통적인 독서의 경험

에서 이제는 상상력이 가미된 가상 공간의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심지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도 끝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은 무수히 다양해졌다. 이른바

다양성은 개별 주체들의 차이와 반복에 의해서도 형성되지만 ‘시간의 공

간화’로도 확보된다. 다시 말해 개별적 시간의 경험은 다른 공간적 체험

과 직결되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종합하여 “살아

있는 현재”를 구성한다는 의미와도 같다.242)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

다는 사실과 아직 그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공

존하는 상황에서 현재는 재연된다. 이러한 비디오 키드의 속성을 더욱

잘 보여주는 키워드는 ‘리모컨’이다.

“이것 봐. 내게는 리모트 컨트롤이 세 개나 있다구.”

놈은 두번째 소주병을, 이빨로, 기분 좋게 따내면서 말했

다.

“하나는 비디오데크용. 이것은 금성 93년형 제품인데, 전

원·꺼냄·재생·2배속 재생·되감기·빨리 감기·정지 화면·정지·

화면 조정 등등의 기능 버튼들이 달려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92년형 태광 에로이카 컴팩트디

스크 플레이어인데 멋져. 비디오데크용과 같은 기능의 버튼

들말고도 무순서 연주·곡 소개·선곡±·곡간 무음·고속 탐색±·

표시±·게다가 직접 선곡 키라고 0부터 +10번까지 직접 곡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기능 버튼들도 달려 있지.”

“나머지 하나는 인켈 95년형 스테레오 인티그레이티드 앰

241) 백민석, 『16믿거나말거나박물지』, 80-81쪽.
242)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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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용인데, 좀 전에 말한 두 리모트 컨트롤과 같은 기능의 버

튼들말고도 폰·튜너·컴팩트디스크·예비 입력·테이트 1/DCC·

테이프2 등등의 입력 선택 버튼들과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버튼이 또한 달려 있지.”243)

이제 서사는 기계적 기능에 의해 조종되고 그 가치를 평가받는다. 얼

마나 다양하게 비디오/오디오를 조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빨라

지거나 느려지고, 분할되거나 정지되며, 흐려지거나 선명해진다. 따라서

리모컨의 고장은 그 자체로 무척 사소한 것이지만 “휴일을 아주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244) 「술집 가스등」에서 자신의 리모컨들

을 자랑하는 ‘놈’은 믿거나말거나박물지사에서 공연 사전 관리를 맡고 있

는 인물이다. 친구인 ‘나’와 일주일째 술을 마시면서 그는 슬픔과 무기력

을 느끼며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주요한 이유가 바로 리모컨의

고장이다. “리모트 컨트롤은 애프터서비스가 안 된다는” 것과 “같은 회

사, 동일한 세트로 제작되어 나오지 않은 한 리모트 컨트롤끼리 서로 호

환이 안” 된다는 것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245)

리모컨은 기계 부품의 매우 사소한 일부이지만 이를 통해 기계를 조작

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것이 고장나거나 없을 경우 무척 불편하

고 곤란하지만 기계의 작동에는 문제가 없고 대체로 수동으로 조작이 가

능하므로 상영이나 청취는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신호를 감지하여

자유롭게 대상을 조종할 수 있다는 감각은 쉽사리 포기되지 않는다. 리

모컨은 일종의 “장난감”이지만 그것 덕분에 “우리가 겨우 살아 있게 되

는” 것일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246)

“우린 과연 그 무엇과 호환될 수 있는 걸까? 호환 말야. 그게 과연 가

능하기나 한 일일까?”라는 물음에 다다르면 이제 리모컨은 이들을 상징

하는 알레고리가 된다. 너무도 사소한 존재이지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243) 백민석, 『16믿거나말거나박물지』, 113쪽.
244) 위의 책, 115쪽.
245) 위의 책, 114, 117쪽.
246) 위의 책,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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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체, 자신들을 대신하여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주체, 특정 회사나

모델이 아니면 호환되지 못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때 호환은 교환

이나 변환과는 다른 개념이다. 새로운 상황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다른 주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 그대로 머물 수 있다

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호환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성장과는 다르다. 수

직적인 발전 모델에 가까운 성장과 달리 호환은 수평적인 다양성을 상정

한다. 즉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만능 리모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것은 불가능하고 이들에게 남은 것은

기계를 부수는 것밖에는 없다.

『16믿거나말거나박물지』의 2부는 본격적인 믿거나말거나박물지의 세

계로 진입하기 위한 소품들로 채워져 있다. 앞서 1부에서 믿거나말거나

박물지 갤러리, 약국 등이 등장했던 것에 이어 믿거나말거나박물지 중환

자실, 버스 정류장, 유선 방송 등이 주요 무대로 설정된다. 이곳에서 그

들은 당대의 문화적 기호 속에서 어떤 종류의 환멸과 무기력, 절망을 경

험한다. 이를테면 「Café China」에서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김건모의

<스피드>와 김완선의 <탈렌트>를 들으면서 “아르바이트와 호러 무비와

TV 스타들, 그리고 팔세토 창법에 대해 얘기”한다.247) 또한 카페 차이나

에서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와 무라카미 하루키의 「중국행 슬로보

트」에 대해 얘기하면서 “주정현이가 광둥성으로 유학 갔다며?”라는 대

화를 나누는데 여기에는 ‘중국’이라는 기호 외에 그 어떤 의미망도 발견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연인’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 그들의 관계처럼

모든 언어들은 비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끝내 모호한 채로 남는다. 모호하

다는 것은 곧 선택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삶의 향방이 비

교적 명확했던 시대를 지나 20세기 말에 다다른 그들은 모든 것들에 주

저하고 망설이면서 부유한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무기력이나 세계

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데 이들에게 아직 “위대한 220V 전

원”이 있기 때문이다.248)

「음악인 협동조합」 연작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3부는 믿거나말

247) 위의 책, 150쪽.
248) 위의 책,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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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박물지에서 기획한 공연을 보러가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

인 협동조합’은 첨단 장치를 동원하여 이미 죽었거나 은퇴한 밴드들을

“3차원 디지털화”하여 “번쩍이는 레이저 광선”으로 재현할 예정이다.249)

호기심을 느끼고 그곳에 방문한 ‘나’는 ‘펨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소개하는 무대들은 ‘나’의 짐작과는 조금 달랐다.

“그럼 여긴 왜 온 거야?”

“설마 아들이 아버지를 연주하는 그런 무대를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건 구세대 것이야. 60년대에나 제법 인기 있었

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되물었다.

“아들이 아빠를 죽이고 제 엄마랑 씹하는 거 말야.” 펨프가

추억에 젖어서 중얼거렸다. “프로이트 이후로 가장 인기 있

는 무대였는데, 이젠 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들 하는데

어떻게 아빠를 죽이겠어? 차라리 발가벗은 아버지 열댓 명과

함께 한방에 들어가 노는 게 요즘 추세라고”

“그러다 맘에 드는 아빠 한둘쯤 하고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하지.”250)

감전된 채로 미소년(녀)을 갈구하는 동성애자들의 나체를 보면서 ‘나’

는 자신이 찾은 무대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다음 장소로 이동한

다. 그곳에서 만난 ‘사내애’는 ‘펨프’의 아들이었는데 이들이 공히 강조하

는 것은 바로 완전히 뒤바뀐 세대적 감각이다. ‘펨프’는 자신의 아버지가

“빡통에 대립해 투쟁하시다 그만 식중독에 걸려 옥사”했다고 하면서 “진

정한 펑크나 그런지는 아빠가 빵에 있고 엄마는 주정뱅이인 그런 애들한

테서 나와야”한다고 말한다.251) 이것이 1965년의 세대 감각이라면 그의

아들인 ‘사내애’는 “‘비트냐 펑크냐’”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이렇게 이야기

249) 위의 책, 169쪽.
250) 위의 책, 175쪽.
251) 위의 책, 170-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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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건 김지하, 라는 어떤 옛날 사람이 쓴 「諷刺냐 自殺이

냐」란 글에서 베낀 거거든요. 그 글 끝에 선택하라, 풍자냐

자살이냐, 고 씌어져 있었어요. 괜찮죠?”

“「諷刺냐 自殺이냐」를 끝까지 다 읽었어?” 놀란 내가 추

궁했다.

“아뇽.” 사내애는 부정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요?”

“아무튼 그 아저씬 좀 불쌍한 노친네더군요. 서울대학교까

지 나와서, 전과자에다, 직장도 없고, 정신병원이나 들락날락

하고, ‘죽음의 굿판’이니 뭐니 해서 깨지고, 지 이름 때문에

인생이 좆됐으니 이름을 바꾼다고 신문사에다 편지질이나 해

대고. 일간지들에 쫙 놨어요. 마누라한테 이혼은 안 당했는지

몰라.”

“그런 걸 다 어떻게 알았어?”

“PC 통신요.” 사내애가 짧게 대답했다.252)

1992년의 세대는 “생활의 절망이란 위력에 압도당한” 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치킨헤드족’ 사내애는 이제 ‘나’를 증오하며 음협(音協)이 누구에

게나 열려 있지만 그것은 표가 남아 있을때라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결국 그의 머리를 불태우면서 분노를 표출한다. ‘나’에게 그것은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253) “연민과 선행심과 포용력을 갖춘” 게

아니라 사납고도 무서운 투지, 독설가로서의 냉혹한 마음, 시비꾼으로서

의 시건방진 자질 같은 것들이 ‘나’에게는 인간적인 것이다.254) 그러나

‘사내애’의 세대에게는 그렇지 않다. 여전히 공연장은 열광적으로 달아오

르고 누군가는 실패하고 어떤 공연은 망하지만 무대는 늘 새로운 자극으

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저 “하나의 불가사의한 괴물 같은 존

252) 위의 책, 209쪽.
253) 위의 책, 184쪽.
254) 위의 책,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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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되고 싶을 뿐이다.255) 피학과 가학, 난교와 고문, 광란과 고행 등

은 현란한 “신디사이저와 앰프 그리고 와우와우―이펙트 페달”과 “그 셋

을 연결할 잭 몇 개와 플러그를 꽂을 220V 콘센트 몇 개”면 충분하

다.256) 그 속에서 <환상 속의 그대>를 부르는 서태지와 아이들이야말로

“진정 흥분할 만한 일”이다. “내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 멍청한 리버풀

의 네 애송이들인 비틀스나 다 늙어 쪼글쪼글해진 레드 제풀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257)

즉 자신들의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들’의 세대를 백민석은 상정하

고 있는 것이다. 유독 백민석의 소설에서 자주 쓰이는 아이(애)라는 말은

‘어른/아이’의 구도나 ‘부모/아이’의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들은 성년

과 대비되는 유년의 존재가 아니며 누군가의 핏줄로 한정되지도 않는다.

다분히 비평적 수사였지만 백민석이 ‘앙팡 테리블’로 불리게 된 것은 그

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강렬한 자의식이 기성의 것과 완연히 달랐기 때

문이었다. 믿거나말거나박물지사의 격납고를 순회하면서 ‘나’가 깨닫는

것은 자신도 이제 ‘아저씨’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마지

막 장면에서 ‘나’가 ‘펨프’와 함께 강을 건너오는 “아무도 보지 못했으면

서도, 누구나 공포를 품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목도하는 것은 세기말

의 풍경이라기보다 어떤 한 시대의 종말이자 세대적 종결을 의미하는 것

이다.

255) 위의 책, 185쪽.
256) 위의 책, 215쪽.
257) 위의 책,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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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수자-되기의 전략과 여성 서사

3.1. 자발적 망명을 통한 정체성 모색

1990년대는 여성 문학이 급부상한 시기로 여겨진다. 물론 이것은 1980

년대로부터 지속되어 온 여성 문학의 “빛나는 성좌”258)들과 남성 지식인

문학 사이에서 매우 드물게 형성된 “자매의 서사”259)에 기반을 두고 있

다고 보아야겠지만, 90년대 여성 작가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여성 주체

에 의해 새로운 서사가 대거 등장했다는 점은 확실히 주목할 만한 현상

이었다. 1980년대로부터 이어져오던 민족·민중문학의 논리가 정치성, 계

급성에 더해 여성의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리얼리

즘 문학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260) 여성이 글을 쓰고 자신들의 이야기

를 서사화하기 시작한 때부터 여성 문학은 늘 그 나름의 사적 전개를 이

어왔으나 금지와 기만, 부정과 오염, 이중 기준과 잘못된 범주화, 고립과

예외, 삭제와 회피, 비미학적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져 왔으며 그것은 비단

한국 문학사의 문제만이 아니다.26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라는 시

기가 여성 문학의 시대로 언급되는 것은 그 양적 증가에 따른 가시적 변

화의 면모에 있다.

무크지 시대라고 불리는 1980년대에 여성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정체성

을 서사화하면서 그 주체와 성격을 분명하게 표방한 여러 매체를 발간한

258)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호, 2016.6., 409쪽.

259) 손유경, 「여류의 교류―식민지 조선에서 전위가 된다는 것(2)」, 《한국현대문
학연구》 51, 2017.4., 403쪽.

260) 1990년대 초 리얼리즘 논쟁이 민족문학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었다면 90년대
중반 이후 그것은 민족문학이라는 개념 자체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쪽으로 나아
갔다. 동시대적으로 다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민족’의 범주가 계급, 성별, 지역 등
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과 입장 차이가 있었다. 이에 관
해서는 김경수·문흥술·장은수·방민호·신수정, 「특별좌담: 90년대 젊은 평론가들
이 말하는 90년대 중반기 문학」, 《문학사상》, 1996년 9월호, 84-102쪽 참조.

261) 조애나 러스, 『여자들이 글 못 쓰게 만드는 방법』, 박이은실 역, 낮은산,
2021, 4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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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 『여성해방의 문학』, 『여성운동과 문학』 등은 “이전까

지 ‘여류’라는 성별 주체로 한정되었던 여성문학을 ‘여성의 현실과 여성

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으로 전환”시켰다.262) 특히 복합적인 정체성의 교

차 국면에서 여성보다는 계급이나 민족, 노동을 앞세워야 했던 시기를

지나 여성이 그 자체로 남성 가부장제 사회의 착취와 억압을 견뎌온 소

수자였음을 드러내면서 1990년대는 본격적인 페미니즘의 시대로 접어들

게 된다.

90년대는 《여성과 사회》, 《또 하나의 문화》 등을 필두로 여러 여

성 비평가들이 문학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매우 극소수

의 비평적 목소리로 존재했던 여성 평론가들은 문학의 외연이 확장되던

시기에 ‘여성’을 주제로 한 문학장에서 조금씩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

었다.263) 특히 기껏해야 십수 명 남짓한 여성 비평가들의 존재는 여전히

양적으로 남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지만 페미니즘 이론을 본격

적으로 탐구하면서 같이 시기 등장한 여성 시인, 작가들과 더불어 “여성

문학의 비판적 자의식”, 그리고 “장르로서의 여성비평문학”을 만들어나

갔다는 점에서 1990년대 여성주의 비평은 새롭게 태동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264)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비평이 주로 여성작가의 작품 속 ‘여성성’

에만 그 논의가 한정되었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90년대 문학장에서 페

미니즘 비평이 어떤 한계를 가졌다면 그것은 그러한 문학장을 둘러싼 구

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대중적으로 각광받는 초대형 베스트셀러의

등장, 문체와 감수성에 기반하여 미학적 장르로 문학을 다시 바라보는

관점, 성 담론의 부상과 함께 여성 창작자들이 내몰리게 되는 현실, 거개

262)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학회》 24권 2호,
2018.6., 15쪽.

263) 앞서 언급한 바 이를 통해 박혜경, 황도경, 김미현, 최성실, 신수정 등의 여성
비평가들이 문학장에 등장할 수 있었다. 서재원, 「1990년대 한국 여성비평가 연
구」, 《여성문학연구》 제30호, 2013.12., 485-488쪽.

264) 김주연, 「현대 한국여성비평문학의 성장과 그 성격」, 《아시아여성연구》, 제
44집 2호, 2005.11.,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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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학 매체를 장악한 남성 권력들의 필요에 의해 호명되거나 정확히

‘여성’의 자리만 주어지는 담론의 배치 등이 그것이다. 신경숙의 『풍금

이 있던 자리』(문학과지성사, 1993)와 김인숙의 『칼날과 사랑』(창작과

비평사, 1993)을 다루면서 “90년대 여성의 삶을 그 내부”에서 그려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까지 여성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전망의 차원에 이르

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상반된 의견을 참고하자면,265) 여성의 문제를

이념의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탐구해나가야 한다는 논리와 현실의 여성이

처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타파해나가야 한다는 논리가 공존하고 있었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4년을 전후하여 한국소설은 여성문학의 관점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형성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신경숙과 김인숙의 소설집 외에도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살림, 1992)에 이어 공지영의 『무

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문예마당, 1993)가 큰 주목을 받으며 영화·연

극으로도 각색된 바 있고 신경숙의 『외딴방』 연재가 1994년 겨울 《문

학동네》의 창간과 함께 시작되며 은희경의 『새의 선물』(문학동네,

1996)이 제1회 문학동네소설상을 수상하며 출간된다. 공선옥과 한강의

첫 소설집 『피어라 수선화』(창비, 1994)와 『여수의 사랑』(문학과지성

사, 1995), 권여선의 데뷔작이자 제2회 상상문학상 당선작 『푸르른 틈

새』(살림, 1996)도 이 시기에 나왔다.266)

공지영이나 양귀자의 작품에 대한 대중적 호응과 달리 당대의 비평장

이 이에 대해 무관심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여성주의 진영 내에서

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후반의 직장여성, 30

대의 신세대주부”가 “주체적 삶에 대한 꿈”을 꾸다가 “실제의 직장생활

이나 결혼, 출산, 육아의 장에 들어서서” 그것이 깨어지고 “새롭게 정체

265) 강미숙·김양선, 「90년대 여성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신경숙과 김인숙의 근작
을 중심으로」, 《여성과사회》, 제5호, 1994, 162-163쪽.

266) ‘페미니즘 소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이경자의 『절반의 실패』(푸른숲,
1993)을 비롯해 이인휘의 『그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일터와사람, 1993), 정
인택의 『남자의 가정』(풀빛, 1993) 등 남성 작가가 쓴 여성 서사도 출간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양선, 「남성작가들이 쓴 여성문제 소설의 대중성과 반여
성성」, 《창작과비평》, 1994년 봄호, 455-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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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구성해야 하는 주체의 절실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에 도달

하는 서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1990년대 여성작가들의 작품은 새롭다”고

평가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267) 고등교육을 경험한 세대의 여성에게

가장 개인적인 활동으로서의 글쓰기가 문화적 생산양식으로 아주 적합했

다는 점은 이 시기 여성문학의 부상이 문학 비평장 담론의 바깥에서 시

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신경숙의 『외딴 방』이 남성-지식인 문학장에서 빠르게 승인되었던

이유는 “1980년대식 ‘노동’과 ‘지성’(글쓰기)의 분열”에 대한 하나의 문학

적 대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 여성주의, 여성문학

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기존의 문학적 ‘내면’이나 ‘사랑’의 문제로 귀속시

켜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268) 다양한 여성-서사를 단지 여성의 문제를

다룰 뿐이라는 한계로 평가하면서 또 동시에 진정한 여성 해방의 형상화

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할 때, 남성 중심적으로 젠더화된 당대 주류 비

평은 어떤 것을 매우 과소평가 하거나 과잉 해석하면서 페미니즘을 변방

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었다.269)

따라서 여성 작가들은 불가피하게 문단의 중심으로 이동하기 위해 “참

여주의적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270) ‘여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

성 작가들은 “남성과 부계를 표준으로 삼는 민족, 역사를 소설의 소재로

적극 끌어”와야 했고, 그 결과 남성 지식인에 대한 긍정적 묘사와 남성

의 폭력을 용인하는 한계를 노출하게 된다.271) 그러면서도 당대 여성 작

가들은 대중적으로 가시화되던 여성의 성과 사랑, 연애와 결혼, 가정과

267) 이상경, 「시대의 부채의식과 여성적 자의식에서 출발한 1990년대 여성소설」,
《실천문학》, 1999년 여름호, 47쪽.

268) 천정환, 「창비와 ‘신경숙’이 만났을 때―1990년대 한국 문학장의 재편과 여성
문학의 발흥」, 《역사비평》, 2015년 가을호, 289-297쪽.

269) 조연정은 김정란과 허수경이 1990년대 문단에서 호명되는 맥락을 분석하면서
“여성시의 성과가 실상 어떻게 축소되고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조연정, 『여
성 시학, 1980∼1990―‘여성’을 다시 읽고 쓰는 일』, 문학과지성사, 2021,
207-241쪽.

270) 김은하, 「살아남은 자의 죄책과 애도의 글쓰기: 공지영의 1980년대 소설을 중
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5호, 2015, 151쪽.

271) 노지승, 「여성 작가는 어떻게 ‘탈(脫)여류’를 했는가: 윤정모 소설에서의 상상
된 부계(父系)와 여성혐오」, 《여성문학연구》 제51호, 2020,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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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현해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가지고 있

었다. 여성의 삶과 현실이 본격적인 논의의 장에 등장하는 일이 잦아지

면서 자연스럽게 소설 역시 이념적, 정치적 경도를 벗어나 다양한 여성-

서사를 생산해냈고 이것은 그야말로 ‘억압된 것의 회귀’였다.272)

1990년대 여성 서사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여성 주체의 존

재론적 탐색이다. 대체로 남성적 특권으로 여겨져왔던 존재론적 서사는

여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후일담

류의 작품들이다. 이를테면 김형경의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

(민예당, 1994)는 학생운동 시절 만난 대학 동기 다섯 명의 ‘후일담’을 다

루고 있는데, 그 전형성과 감상성에도 불구하고 ‘최민화’라는 인물의 행

로와 죽음이 남아 있는 각각의 인물들에게 부여한 상처와 책임감에 의해

상투성을 극복하고 있다. 김이태의 『궤도를 이탈한 별』(민음사, 1997)

의 여러 단편들과 『슬픈 가면무도회』(해냄, 1997) 역시 ‘데모’의 공포로

부터 이탈하여 떠도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자 한다. 이 작품들은 운동권 대학생(지식인)의 고뇌와 로맨스를 결합한

전형적인 후일담 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인도, 칠레, 영국 등 이국의 공

간이 매우 중요하게 활용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한국 사회는 식민지 시기, 한국전쟁, 분단 등을 거치면서 20세기 내내

세계사적 격랑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산업화,

도시화를 거쳐 독재, 군사정권의 시대로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이념과

생존의 내부적 투쟁이 중요한 지향점이었고 폭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

한 문학적 모색에 여성 주체가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여성은 시

대의 피해자나 희생자로 등장하여 상처와 고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혹

은 관찰자로서의 역할에 동원되고는 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한

국 사회가 급격하게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273)되면서 외부적 시선이나

272) 김은하, 「민주화 이후의 여성문학: 억압된 것의 회귀와 성차화된 여성 주체의
등장」, 《Littor》, 2018.8/9월호, 24-29쪽.

273)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 등
을 거쳐 1989년에 시행되었다. 해외여행 시 반공 교육 의무 이수나 신원조회 등
도 1992년에 폐지, 간소화됨으로써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문화적 교류
역시 무척 활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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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등이 다시금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이것이 여성주의의 광범위한 전

개와 결합하면서 본격적인 여성 주체의 존재론적 탐색이 가능할 수 있었

다.

여기에서 주목할 지점은 이국적 시공간을 통한 여성 주체의 이방인 경

험이다. 자신이 기반한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시공간으로 진입하는 서사

자체는 자연스럽고 흔한 것이지만 90년대 여성 주체의 여정이 ‘자발적

망명’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사회의 구성원들

은 그간 자신이 ‘역사적 개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민족’의 개념

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동아시아 내에서 근대 국가(nation)로서의 문

제의식과 이에 따른 여러 논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인종(race)의

문제는 영토 바깥의 디아스포라를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형태로만 제기되

었고 그 결과 흔히 민족이라는 용어 대신에 ‘인종, 국민, 에스닉 집단(소

수민족)’이 빈번하게 쓰이게 된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은 ‘민족’이 모든

것을 포괄하게 되었다.274) 따라서 한국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민

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던 시공간에서 밀려나거나 사라짐으로써 획득된 비

자발적 마이너리티였다.

1990년대 한국문학에서 이방인의 서사가 주목되는 것은 자발적 선택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역사로부터의 이탈이 양가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

다. 자신이 살아온 시공간을 떠나는 일은 그 자체로 개인적·사회적 역사

를 벗어나는 행위임과 동시에 낯설고 새로운 역사로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은 더 광범위하고 근원적인 시공간적 인식을 도모하게

되고 이는 존재론적 여정과 맞닿을 수밖에 없다. 지배 권력의 폭압에 의

해 자신의 영토로부터 떠밀리는 난민과 달리 이민의 형태로 실현되는 자

274) 월러스틴은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의 기본적인 구조 아래 “유전적으로 연속적인
집단(인종), 역사적 사회 정치적 집단(국민), 문화적 집단(에스닉 집단)”을 구분하
고 그것이 계급과 어떻게 모순적으로 결합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같은 책에서 발
리바르 역시 민족 혹은 국민이 오랜 시간 동안 ‘기획’되어온 결과물이라고 주장하
면서 언어와 인종이 서로 경쟁하듯 만들어낸 “허구적 에스니시티”를 강조한다.
발리바르의 이 글(「국민 형태: 역사와 이데올로기」)은 서관모의 번역으로 《이
론》 1993년 가을호에 실리기도 했다. 에티엔 발리바르·이매뉴엘 월러스틴, 『인
종, 국민, 계급 모호한 정체성들』, 김상운 역, 두번째테제, 2022, 2장, 142-2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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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 망명의 경우 적극적인 소수자-되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지식인 남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 주체에 의해 이루어질 때

망명의 의미는 조금 달라진다. 재일조선인으로서 자신의 마이너리티를

‘반난민’이라고 언급했던 서경식의 사례처럼 민족과 국적, 국민과 언어

등 역사와 영토에서 경계에 서 있는 소수자는 자신의 외부자적 시선을

늘 의식하게 된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국가와 자신의 간격을 볼 수 있는 시각” 등을 자연스럽게 혹은 불

가피하게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275)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로 포섭되

는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역사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양상이 여성 주체

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지식인을 “대화를 하건, 글을 쓰건, 가르치건 텔레

비전에 출연하건, 표상의 기술을 소명으로 삼는 개인들”이라 정의한 바

있다.276) 나아가 ‘망명’을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합일되지도 못하고 그

렇다고 옛 거처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지도 못한, 반쯤은 소속되어 있으면

서도 반쯤은 배제된, 한편으로는 향수와 감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능숙하게 모방하거나 비밀스럽게 따돌림 받는 일종의 중간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이들은 지나치게 편안하거나 안

전하게 느껴지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하게 된다고 서술한다.277) 즉 자발

적 망명자의 이탈은 역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

을 넘어 더 본질적인 것을 탐색하는 여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여정은

하나의 ‘상태’로서 적응이나 정착을 거부한다.

1990년대의 소설 중 이러한 자발적 망명의 양상을 본격적으로 서사화

한 작품으로 허수경의 『모래도시』(문학동네, 1996)를 들 수 있다. 『모

래도시』는 계간 《문학동네》를 통해 1995년 겨울호-1996년 봄호에 걸

쳐 두 차례 연재되고 곧바로 출간되었다. 허수경은 시집 『슬픔만한 거

름이 어디 있으랴』(실천문학, 1988)와 『혼자 가는 먼 집』(문학과지성

사, 1992)을 통해 이미 유목민적 정서와 여성적 비애를 유려하게 형상화

275)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임성모·이규수 역, 돌베개, 2006, 233쪽.
276) 에드워드 W. 사이드, 『지식인의 표상』, 최유준 역, 마티, 2012, 27쪽.
277) 위의 책,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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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으며 92년 늦가을 독일로 유학을 떠나면서 정주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가 독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며 남은 생을 살아갔다는 점은

이후의 작품 세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대지의 상상력과 젠더적 사유

가 독특한 서정성을 형성한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독일로 떠난 이후 허

수경의 시적 세계가 크게 변화했다는 논의도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것은 이런 논의들에서 독일 이주 이후의 첫 작품이자 소설인

『모래도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래도시』는 시인이었던 ‘나’가 독일의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

에서 겪은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자전적인 요소도 분명하고,

허수경이 그려내는 상처와 고통, 슬픔과 연민의 마음이 소설 전반을 형

성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의 개인적 독일 체류 경험으로 읽히지 않는다.

나아가 이 여정은 여성 주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이방인들에 의해

서사화됨으로써 성별이나 민족, 인종, 계급 등을 가로지르며278) ‘글로벌

블루스’의 감각을 보여준다.279)

이 소설은 한국에서 유학 온 ‘나’를 비롯해 독일의 시골 마을 출신 ‘슈

테판’, 레바논 출신 ‘파델’, 그리고 이곳에서 자란 ‘클라우디아’ 등 네 사

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대학 기숙사를 중심으로 이들이 서로 어울리

면서 벌어지게 되는 사건들과 각자의 전사(前事)가 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 병렬적으로 전개된다. 소설은 ‘슈테판’이 할머니의 기억을 떠올리면

서 그 죽음을 수리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의 할머니는 단 한 번도

278) 대체로 여성적·모성적 시편으로 읽히는 허수경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아버지’로
대표되는 남성성의 재현에 관해 이를 ‘땅의 역사’와 연결짓거나 ‘규범적 젠더의
해체’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다. 이경수, 「1980년대 여성시의 주체와 정동—최승
자·김혜순·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3, 2017, 65-67쪽; 조연
정, 앞의 책, 225-234쪽 참조.

279) 허수경은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문학동네, 2011)에서 “울릉도산 취나물 북
해산 조갯살 중국산 들기름 / 타이산 피시소스 알프스에서 온 소금 스페인산 마
늘 이태리산 쌀 // 가스는 러시아에서 오고 / 취나물 레시피는 모 요리 블로거의
것 // 독일 냄비에도 독일 밭에서 자란 유채기름을 두르고 / 완벽한 글로벌 블루
스를 준비한다 // 글로벌의 밭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산에서 온 것들과 / 취나물
을 볶아서 잘 차려두고 완벽한 고향을 건설한다”(「글로벌 블루스 2009」)라고
쓰고 있다. 한지희는 이를 허수경 시학의 핵심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한지희, 「故
허수경의 글로벌 블루스 시와 목은 이색의 범세계주의 시가(詩歌)」, 《인문언
어》, 22권 2호, 2020.12., 73-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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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골 마을을 떠난 적이 없다. 남편은 멀리 떠났다가 죽었고, 아들은

서른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했으며 떠나버린 며느

리를 대신해 홀로 손자를 키우고 있다. ‘슈테판’은 그런 할머니가 사랑하

는 이 마을의 바닷빛과 청어의 비린내를 끔찍이 싫어하면서 멀리 떠나고

싶어 한다.

할머니는 가난한 과부로 나와 함께 살았다. 나는 열 살이

넘은 뒤부터 나를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돈은 내가 벌었다.

마을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책 제본소가 나의 어린 날, 직장

이었다. 나는 책 묶는 일을 했다.280)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만드는 일을 경험하면서 ‘슈테판’이 호기심을 느꼈

던 것은 별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마을의 한 늙은 공무원 집에 있는 천

체 망원경을 보면서 그는 “정확한 관측기로 운명을 관찰한다, 그리고 모

르는 시간을 미리 앞당겨 알 수 있다니.”281)라고 감탄한다. 책과 별은 이

소설이 보여주는 시간의 감각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책과 별은

새로운 것을, 혹은 앞날을 알 수 있다는 설렘을 주지만 사실은 지나간

일, 까마득한 과거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인물 ‘파델’의 경우 전쟁의 포화에 흽싸인 레바논 베이루트

를 떠나 온갖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독일에 와 있는데, 그에게는 탈출

직전 우연히 마주한 ‘후신’이라는 선생이 있었다. 남동생 ‘핫산’과 함께

공습이 시작된 베이루트에서 한 지하실로 숨어들었다가 그는 오래된 ‘쐐

기문자’를 처음 접하게 된다.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고향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다. 다, 다, 쓸려간다. 다, 다, 해체된다. 그리고 저런 문

서쪼가리 몇 개가 남는 거다. 넌, 알게 될 거다. 인간이 공동

체에 속해 있는 한 말이다. 전쟁이다. 베이루트는 그렇다. 넌

280) 허수경, 『모래도시』, 문학동네, 1996, 10-11쪽.
281) 위의 책,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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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할 수 있겠니, 인간의 세월에서, 지금에서 말이다, 삼천

년이 다시 흘러간다면 뭐가 남겠는지. 그 세월은 사람이 상

상해낼 수 없는 세월이다. 알았니?282)

‘후신’은 이들을 대신해 희생되었고, 고대문자가 “인간의 시간이 만든

것이지 누가, 특별한 어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델’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더듬고 해석하는 일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할 것을, 그러기 위해 반드시 가서 살아남으라고

말한다. 이윽고 ‘파델’은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 ‘텔하람’을 남겨

두고 그곳을 떠난다. ‘슈테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델’ 역시 시간을

찾기 위해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나’의 경우는 더욱 분명하다. ‘나’는 독일에서 늘 낯섦과 쓸쓸함을 느

끼면서 “왜 나는 내가 살아온 거리를 떠나 아무 작정 없이 이곳에 머물

고 있나, 혹은 또 어딘가를 향해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283)하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선배 세대들처럼 정치 혁명에 뛰어들 수도 없

었고, 자연에 기댈 수도 없었으며, 밥벌이에조차 쩔쩔매는 사람이었고 이

떠남에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저 자신이 ‘시인’이라는 사실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언니와 함께 아버지의 수술비를 인출했다가 도난 당하

는 일을 겪는데 잡혀서 끌려온 도둑이 ‘벙어리’ 청년이라는 사실에, 또

그 청년이 결국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을 보며 이 ‘모래도시’를 떠

나기로 한다.

일을 하면 그런대로 세 끼 밥을 먹여주는 그 눈물나도록

고마운 도시를 못 견뎌한 배은망덕한 나 같은 사람에게 도시

는 쓸쓸한 저녁으로 보복했고 나는 그 보복을 달게 받으며

돌아가봐야 어둠뿐일 내 방을 피하여 거리를 어슬렁거렸

다.284)

282) 위의 책, 234쪽.
283) 위의 책, 44쪽.
284) 위의 책,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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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떠남에는 방황을 향해 나아간다는 특징이 있다. 방황을 해결하고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목을 긍정하면서 삶을 지속하기 위

한 방편으로서 이방인-되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 소설의 서두에는 진

이정의 시 「등대지기」가 인용되어 있는데 1993년 세상을 떠난 동료에

대한 추모의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허수경이 상정하는 떠남의 의미를

잘 보여주기도 한다. 그것은 ‘안개가 있을 때 떠난다’로 정리할 수 있는

데 안개를 피하거나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 안개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는 다시 새롭고 오래된 언어를 찾아 떠나게 된다.

이러한 여정에서 ‘아버지’로 대표되는 남성성이 재현되는 양상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할머니와 함께 유년기를 보낸 ‘슈테판’에게 아버지는 아

예 존재하지 않고, 전사한 아버지를 둔 ‘파델’에게도 아버지는 거의 영향

을 끼치지 못한다. ‘나’에게 아버지는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강의 자리를

구하지 못해 도서관 사서로 지냈던, 결국 빚보증 실패로 집안을 풍비박

산 내고 쓰러져버린 유약하고 무능한 인물로 각인된다. ‘클라우디아’의

경우 아버지는 자신을 성폭행하고 억압하려 들었던 ‘악’으로 그려진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그 가시적 존재 유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다시 무능한 아버지와 폭력적인 아버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으로서 무능한 남성과 물리적·정신적 억압을 수행하는 가부장은 일견 자

주 반복되어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아버지를 극복/해결하는 ‘딸’의

여정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나’에게 있어 아버지

는 자신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한 인물로 기능

한다. 늘 책을 읽던 아버지는 다른 이들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가족들을 거리로 내몰게 되었는데 ‘나’에게는 여관으로 쫓겨나던 그 날이

죽은 강아지를 묻어주지 못했던 날로 기억되고 있다. 아버지가 돈을 빌

려준 대신 받아온 그 강아지를 데리고 뒷산에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강아지를 두고 겁에 질려 뛰어 내려왔던 일은 ‘나’가 이런 ‘벌’

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된다. 다시 말해 ‘나’의 불행은 아버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극복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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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 없이 흐르는 ‘시간’이다.

‘나’는 아버지가 들려준 나무꾼 이야기를 떠올린다. 어느 날 숲으로 갔

다가 신선들의 바둑을 구경한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 임산부였던 아내는

아흔이 되었고, 아기는 육순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멋모

르고 시인이 되었다가 오도가도 못 하고 머뭇거리다가 시간이라는 흐름

속을 빠져나온 무책임한 시인”285)이 된 자신을 들여다본다. 이 자기성찰

에 아버지는 지금 이 이야기가 회상되고 있는 ‘애기능’이라는 공간과 함

께 시간의 상징으로 등장할 뿐 혈육과 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다. 시간에 의해 철저하게 이방인이 된 나무꾼은 자신이 시간을 잃

어버렸다는 생각에 허탈해하지만 사실은 그 바둑판의 풍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즉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일로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보낸 시간이 결국 그 원인이었다

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축약되었지만 떠남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친족 성폭력의 가해자이자 딸을 육체적·정신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클라우디아’의 아버지의 경우 그를 살해하기 위해 각각의 시도가 이어지

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만다. ‘클라우디아’의 연인인 ‘파델’은 그를 죽

임으로써 ‘클라우디아’를 영원히 소유하려는 그의 욕망이 실현될지 모른

다는 두려움에 살인을 포기했고, 클라우디아는 스스로 아버지를 죽이고

자 했지만 차에 치여 생을 마감했으며, ‘슈테판’이 그 집에 불을 지르려

고 시도하지만 불길과 폭발은 ‘클라우디아’의 아버지 ‘흐린 눈’에 의해 발

생한다. 다시 말해 아버지에 대한 복수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흐린 눈’은

자살로 자신의 욕망을 완성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에 의

해 정반대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는 우리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자신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라고 ‘파델’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터를 들고 있던 ‘슈테판’의 뺨을 후려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라고 말하며 가자고 외쳤던 ‘파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

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베이루트의 전장에서 ‘후신’ 선생을 통

해 깨달은 것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기도

285) 허수경, 앞의 책,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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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클라우디아’는 “원죄”에 관해 말하면서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 두 명이

마을을 위한 우물을 파면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야기를 꺼낸다.

이들은 물줄기가 솟구치리라는 희망을 갖고 오랜 시간 동안 깊이 땅을

파 내려갔지만 소득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죄수들이 혹시 도망갈까

봐 우물의 뚜껑을 닫아 두었고 시간은 계속 흘렀다. 긴 시간이 흐르자

죄수들을 그냥 방면하기로 하고 우물의 뚜껑을 열었는데 그 순간 한 사

람은 빛을 보고 죽었고 한 사람은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이

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원죄’라면 구원을

소망하기보다 처벌의 시간을 멈추거나 거슬러 가야 한다. 이 이야기 이

후 바로 ‘클라우디아’는 ‘나’에게 자신의 몸에 그려진 꽃 그림들을 보여주

는데 이것은 인간의 몸에 시간을 고정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클라우

디아’의 직업이 분장사인 것을 감안하면, 또 그가 네델란드로 가 임신중

절 수술을 받고 왔다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시간을 멈추는 상징적 대상으

로 여성의 몸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슈테판’과 ‘파델’이 드러내는 남성성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슈테판’

은 유년기에 관습적 젠더를 학습하지 않은 인물인데, 그가 찾는 것은 혈

육으로서의 남성이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파델’을 향해 “너는 형이야.

난, 네 동생이야. 네가 나를, 구했어. 기억해라, 그거. 그날, 말이다, 그

날.”286)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대를 잇는

가부장적 남성에의 동일시가 아니라는 점은 중요하다. ‘파델’이 ‘클라우디

아’의 상실 이후에도 “그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 내가 아이를 낳을 수

도 있다는 것이 괴로웠다”287)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전형적인 가부장제

남성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슈테판’에게는 그러한 관습적 남성성

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동양인 여성인 ‘나’를 향해

보이는 ‘남자’로서의 애정은 멀리서 오는 ‘편지’로 상징되는 시간과 언어

앞에서 좌절된다. 시원을 갈구하면서 오래된 것들을 복원하는 고고학적

작업은 이성애 결합의 역사들을 필연적으로 되묻게 되고 그러한 젠더적

286) 위의 책, 215쪽.
287) 위의 책,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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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자체가 근대 합리성의 세계를 만들어왔으며 바로 그 세계에서 이들

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상실과 죽

음은 남성성에 대한 회의를 동반하고 이슬람의 ‘파델’에게도 그것은 마찬

가지이다.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해야 하고, 자신을 쉽사리 드러낼 수조차 없는

종교적 율법 앞에서 ‘파델’은 장남이라는 지위를 통해 중동의 포화를 벗

어날 수 있었다. 그의 남동생 ‘핫산’은 형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

장이 되었고, 어머니는 전적으로 그를 지지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파델’

로 하여금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여동생 ‘텔하람’이다. ‘텔하람’은

자유로운 삶을 꿈꾸었지만 아내로서의 역할만을 강요받아야 했고 약혼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곳에서 태어난 여자의 가장 큰 복은 늙어 나이가 들어

장남과 장남의 아내와 장남의 아이들을 앞세우고 양을 서너

마리 사서 근친을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해변에 서서 늙은

조개껍질과 같은 지붕에서 빛나는 햇빛을 오래오래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장남이 읽어주는 코란을 밤새워

듣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죽은 후, 항

상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다. 가장인 나에게 직접 하지는

못하고 그녀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저녁이면 혼잣말로 그

냥 중얼거리기만 했다.288)

‘파델’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관습을 거부하고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

의 기대를 배반한 채 떠나고 싶어 한다. 동시에 떠나는 일이 매우 불편

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유목하게 된 이유를 찾는다. 그는 자신이 공

들여 쓴 알파벳에 감탄하는 ‘슈테판’을 보면서 “남의 글을 평생 베끼며

살아가는 서기들의 글씨체나 중세영주나 수도원을 위하여 책을 베끼던

채식사들의 글씨체에 떠오르는 쓸쓸함”을 생각한다.289) 그 글씨에서 느

288) 위의 책, 208쪽.
289) 위의 책,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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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지는 “변방인의 아픔”은 바로 자신의 알파벳에 보이는 과거와도 같았

던 것이다. 그는 언제나 이곳에서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이 아닌 자로부

터 “위로받는 쪽이 아니라 위로하는 쪽이 되고 싶었”다.290) 그러기 위해

서 ‘파델’은 수메르어 같은 고대문자를 읽어내며 시원에 가 닿고자 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시원이 남성성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

다.

『모래도시』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자신의 시공간으로부터 떠

나지 못한다.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동네에서 떠돌이로 살아가는 여성,

아버지의 폭력과 감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종교와 율법에 괴로

워하는 여성, 단 한 번도 자신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을 떠난 적이 없는

여성 등이 그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슈테판’의 할머니가 죽음 직전 온전한

정신을 되찾아 식탁에 빈 의자들을 쭉 늘어놓고 “자, 이제 늙는 나를 위

해 떠돌아다니다 온 세상 이야기나 좀 해주시구려들. 난 한번도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으니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있어야지.”291)라고 말하는

장면은 일견 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이 닫힌 세계를 벗어나고 싶다는 의

지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이 가보지 않은 곳에서

온 ‘청어’를 계속해서 먹으며 먼 바다의 맛을 상상해왔다고 고백하는데,

‘슈테판’은 그것이 할머니가 자주 읽었던 프랑스 시 중의 하나라는 사실

을 깨닫는다. 즉 자신이 끔찍하게 싫어했던 그 청어를 할머니가 그토록

지겹게 먹었던 것은 정주(定住)의 애정이 아니라 유목에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건넨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 말하

지 않고 묻어두는 것들을 어디에서 도로 찾아오지? 말 좀 해

봐요, 그렇게 먼 길을 다녔으면 할 말이 있어야 할 것 아녜

요. 제발, 나를 봐서라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산 나를 봐서라

도. 너무 어이없이 그런 일들은 일어났고, 난 말 한마디도 못

290) 위의 책, 212쪽.
291) 위의 책,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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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일을 보고만 있었지. 당신이 죽었다는 지방신문을

보고도, 저 애가 그 불구동이에 있었다는 것을 공장주임에게

듣고도, 난 암말도 안 했는데. 안 하고 그냥 청어만 먹었는

데. 그냥 그랬는데.292)

할머니가 떠나버린 남편을 향해 쏟아내는 마지막 말들은 ‘슈테판’으로

하여금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먹도록 만든다. 그렇게 떠나온 곳에서 그가

동양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유학을 와 있는 ‘나’에게 이끌리게 된 것은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떠남을 감행

하는 여성 인물이다. 독일과 레바논이 아니라 동양의 한 여성이 이방인

의 여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소설의 이야기에서 ‘나’가 사실상 관찰자의

역할에 머무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리티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모습과 오래된 문서

를 해독하고 유물을 발굴하는 장면이 결합함으로써 ‘나’는 유목민적 ‘안

개’의 시공간으로 내던져진다. 어떤 공간이 모래처럼 흩어지는 것은 시간

에 의해서이고, ‘나’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하면서도 삶에 대한 희망

은 놓지 않는다. 소설 속 인물들은 ‘살아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어딘가

로 떠난다.

‘파델’은 ‘후신’ 선생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의 역사(驛舍) 앞에서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향한다. ‘후신’ 선생은

그곳에서 연필값을 받고 고대시의 한 구절을 낭송하고 있다. “내가 이

먼 여행을 한 것은 ‘머나먼 곳’이라 불리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입니

다.”293) 그가 실제 ‘후신’ 선생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은 기원전의 언어를 불러내 아득한 시간성을 강조함으로써 생의 방황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나’가 서울에서 연락하던,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도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너’의 존재와도 동일하다.

그 사람은 내가 만들어놓은 사람이야. 내가 살았던 서른

292) 위의 책, 38쪽.
293) 위의 책, 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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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짓한 세월이 만들어놓은 사람이라구. 너도 너의 세월로 어

떤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너에겐 그 일이 견딜 수가 없어져서 네가 살고 있

거나 걷고 있는 길 위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네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를 통과해 나와 너 앞에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건 꿈과 관련된 거지만 결국 꿈은 사는 그곳에서 나오니

까. 살아야 할 때, 살아가는 일을 멈출 수 없을 때 그는 올

거야.294)

‘나’는 모래도시에 있을 때 ‘너’가 보내주던 그 따뜻한 위로를 잊지 못

하고 여전히 낯선 독일의 도시에서 편지를 기다리지만 소식은 전혀 들려

오지 않는다. 결국 ‘나’는 그것을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시간 속에서 실종되었다고 여기게 되는데, 단지 그러한 사실

에 절망하지는 않는다. 누구나 제 몫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며 삶의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너’가 올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리하여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슈테판’과 ‘파델’, 그리고 ‘나’가 ‘슈테판’의 고향에 방문해

할머니를 만나는 것으로 끝난다.

다리, 다섯 있는 황소 울음소리를 들었단다, 얘들아. 그래

서 나는 너희들이 올 줄 알고 있었지.

다리, 다섯의 황소?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없는 것.

슈테판이 열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으므로 우리는 집으로

가야 했다.

(중략)

그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어서 좋은 것

이 있는 법이라 나는 그것을 천천히 알기로 했다. 우선은 슈

테판이 문제였고 우리는 마을 속으로 사라졌다.295)

294) 위의 책, 198쪽.
295) 위의 책,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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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다리를 갖고 태어난 황소의 이야기는 소설 전반부에 등장한다.

할머니의 ‘엄마’였던 ‘슈테판’의 외증조모는 프랑스인이고 예언가였는데,

그는 마을에 다리가 다섯 개 달린 암소가 태어나리라는 예언을 한다. 실

제로 기형 암소가 태어나자 그는 마녀사냥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그 소

는 주인이었던 농부에게 여러 좋은 일을 가져다준다. 이런 일들은 외증

조모에 의해 모두 예언되었고 농부는 그 소를 귀하게 여기게 된다. 하지

만 마을에 육종학을 연구하는 떠돌이 수의사가 나타나 그 소를 데려가고

자 했고 소가 곧 죽게 되리라는 외증모조의 예언에 농부는 소를 내어준

다. 암소는 마을을 향해 긴 울음을 내뱉고 다섯 개의 다리로 마을을 떠

나간다.

이 이야기는 이상한 신체로 상징되는 세계 바깥의 비관습적이고 비정

상적인 주체들이 시간 속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는 과정을 보여준다. 절

단되거나 변형된 기형의 신체는 대체로 불길함과 공포를 야기하지만 그

것이 충분한 시간에 의해 ‘지속’된다면 실체를 부여받게 된다. 다시 말해

모래로 상징되는 폐허나 황무지의 허무함은 그 속에서 과거의 시간을 발

굴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발견되는 것은 당연히 ‘이상

한’ 것들이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시원에 가까워질수록 이들이 자각하

게 되는 것은 관습과 질서 이전에 있던 삶의 흔적들이다. 물론 과거의

기억은 완벽하게 저장되지 않는다. “문자와 텍스트는 과거의 기록이 완

벽하게 재생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지만, 흔적 개념에서는 언제나

과거의 의미 가운데 일부만 복원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296) 이

에 따르면 ‘흔적’은 “기억을 망각과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하는 이중의 기

호”이다. ‘다리, 다섯의 황소’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라는 말을 바로 이를 뜻한다. 과거의 어떤 것이 시간이 지나 ‘기억’된다

는 것은 반드시 어떤 부분이 ‘망각’되었음을 의미하고, 무엇이든 존재할

수 있고 또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사유로 이어진다.

또 그 엄연한 시간성은 필연적으로 모종의 이동성(mobility)을 동반한

296)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채현숙
역, 그린비, 2011, 281-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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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유동적이고 유목적인 운동성은 때때로 ‘노마드’의 형태로 존

재론적 사유의 틀 속으로 낭만화되기도 하는데, 1990년대 실제로 마주하

게 된 이동의 속도와 양상은 새롭고 다양한 이방인을 탄생시킨다. 철도

등이 근대적 시공간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논의를 넘어 뒤이어 배수

아의 소설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의 재현이나 『모래

도시』의 경우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자발적 이주를 선택해 낯선 곳에서

삶을 시작하는 서사 등은 조금 더 의미 있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소설에서 ‘나’가 ‘모래도시’를 떠나게 된 이유가 견딜 수 없게 빠르고

동질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때문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기실 이방인은 공간

적 개념이라기보다 시간적 개념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고고학’이

나 ‘문헌학’을 전공하면서 과거의 삶을 재구하는 이들의 모습은 그러므로

일종의 저항이 될 수 있다.297)

3.2. 성장을 거부하는 여자-아이와 세속적 단독자의 여정

1990년대가 한국 여성문학의 양적·질적 발전을 이룩한 시기라는 평가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적인 여성성의 재현에 머물렀다거나 전복적

서사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배수아의 작품들은 훌륭한 반증이 될

뿐 아니라 그 등장 자체로 90년대 중반 한국소설의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는 한국문학에 대한 어떠한 환상과 부채 없이, 말 그

대로 한 사람의 작가로 나타났다. 한국문학의 전통이나 흐름과는 무관하

게 스스로로부터 발현된 서사의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배수아는

새로운 여성-서사의 장면들을 연출하기 시작했다.

297) 현대의 시간성을 “권력-크로노미터”라고 정의한 사라 샤르마에 따르면 정밀하
게 사회를 통제하는 현대의 시간은 “본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여성의 시간이 아니
라, 사회적 재생산 노동을 깎아내리면서도 상찬하는 가부장제의 시간 논리”라고
설명된다. 그는 이성애/백인/남성 중심적이고 생산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적 체
제를 거부하고 ‘시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시간은 분명히
젠더적인 개념이다. 사라 샤르마, 『틈새시간』, 최영석 역, 앨피, 2022, 1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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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는 이유는 그때에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화실에

서 어린 여자아이들과 같이 아그리빠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일에 지쳐 스케치북을 침대 위 구석에 넣어 버리고는 PC에

앉았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 겨울 동안 처음으로 완성한 단편이

었다. 그리고 여름에는 창 밖으로 쏟아지는 폭우소리를 들으

며 써 놓은 글을 읽으니 그 안에 외로움 타는 내 모습이 있

어서 좋았다. (…) 서툴게 화장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퍼머넌

트 머리를 하고 찍은 어색한 증명사진처럼 쑥스러워 남에게

보여 주지 못했던 글이 인쇄된다니 부끄러워지는 기분이다.

내가 글을 쓴다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연애소설이냐고 묻는

다.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데 벌써 가을이

다 가 버린다.298)

스물여덟의 여자는 어느날 서점에 갔다. 파스텔 컬러의 표

지가 예쁜 잡지가 눈에 띄었다. 그것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

와 소설을 써서 보냈다. ‘문예지’가 뭔지도 몰랐던 여자는 그

리하여 ‘소설가’가 되었다. 이건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배씨의 실제 이야기다. 이화여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93년에

데뷔작을 발표하기 전까지 그는 소설을 써본 적도, 자신이

작가가 되리라고는 한번쯤 꿈꿔본 일도 없다고 한다. 그러니

까 이를테면 운명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전 운명이나 그런 건 믿지 않아요. 뭔가를 믿기엔 전 심

하게 게으르고 신념이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변덕이 심하

니까요.”299)

가장 처음에 끝까지 완성시킨 소설은 그 순간에 너무나 감

298) 배수아, 「당선소감」, 《소설과사상》, 1993년 겨울호, 208쪽.
299) 「1년간 독일 여행하고 돌아온 소설가 배수아 직격 인터뷰」, 《여성동아》
467호,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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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이다. 자기애의 결정, 그 자체가 아닌가. 하여튼 난 천구

백구십일년 가을에 쓰기 시작해서 천구백구십삼년 이른봄에

그걸 완성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하여튼 나도 보통사람들 이상으로 감격스러웠던 것은 사실이

다. 가끔 질문을 당한다.

어째서 그걸 쓰게 되었나요?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면서,

하고. 사실 그건 그냥 워드연습이었을 뿐이다. 그때 누군가가

가져다준 컴퓨터가 시간이 한없이 많았던 나에게 워드 연습

을 하게 해주었고 정말 막간을 이용해서 난 워드연습을 했던

것이다. (…)

누구나처럼 그렇게 시작하다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길어

진 것이 소설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무척 오래 걸렸다. 일

년이 넘었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난 타자 실력이 별로 빠

르지 않다. 내가 그것을 완성시켰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

아서 어떻게 나같은 애가 원고지 백장이 넘는 길고 긴(그때

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줄거리를 잊어버

리지도 않고 집중할 수 있었을까 혼자서 의아해 했다. 프린

터로 출력한 다음에 그걸 읽고 또 읽었다.

뭔가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긴 시간동안의 무위의 생을 나

도 참 싫어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소설

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 그것은 나에게 자아

도취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

거나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 난 속으로 이건 내가 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난 이걸 좋아해. 하지만 다른 사

람들,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시시하고 유치할 거야. 반드시 그럴거야 했던 것이다.300)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방

300) 배수아, 「작가 배수아의 문학세상-12 습작과 제목 그리고 뉘앙스」, 《부산일
보》, 1997.6.24.



103

병무청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소설가로 데뷔한 이 작가에게는 소위 신세

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나 문학적 전사(前事)나 지향은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이력에 고등학교 때 유치한 내용의 단편소설

을 쓰기는 했으나 소설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1984년 대학

진학 후에는 오랫동안 소설은 쓰지도, 읽지도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1993년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무척이나 오랜 방황을 하고 다녔다는 생

각이 들고 생의 권태가 견딜 수 없어졌다”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301) 이

돌올한 출현이 포즈나 ‘겉멋’302)이 아님은 이후 배수아의 행보를 통해 증

명되는데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이자 번역가로 지내면서 꾸준

하고도 다양한 글을 써왔고 실험적 형식의 협업이나 시도도 마다하지 않

았다.

배수아의 첫 소설집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고려원, 1995)는 그가

데뷔 이후 1년여간 썼던 소설들을 고스란히 모은 것이다. 당선작이 된

첫 작품 「천구백팔십팔 년의 어두운 방」303)으로부터 시작해 총 일곱

작품이 너무도 정직하게 순서대로 실려 있다.

데뷔작인 「천구백팔십팔 년의 어두운 방」은 ‘미진’과 ‘철희’ 커플의

주도로 떠나게 된 동해안 늦가을 여행의 하룻밤을 그리고 있다. 대규모

의 ‘비지니스적’ 여행이 되어버린 그 바닷가에서 밤늦게 뿔뿔이 흩어져버

린 일행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파국에 이르는데 ‘나’는 ‘미진’과 시인 ‘김

301) 배수아, 「배수아 연보」, 『랩소디 인 블루』, 고려원, 1995, 334쪽.
302) 배수아는 자신의 첫 작품을 유일하게 문학을 전공한 주변 사람에게 용기를 내
딱 한 번 보인 일이 있는데 “너, 겉멋이 들렸구나.”라는 반응을 받았다고 한다.
배수아, 「작가 배수아의 문학세상-12 습작과 제목 그리고 뉘앙스」, 《부산일
보》, 1997.6.24.

303) 작가에 의하면 이 소설의 투고 당시 제목은 「사촌」이라고 한다. 배수아의 소
설에 ‘사촌’이 얼마나 자주, 다양하게 등장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평범한 제목이
오히려 더 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제목이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제목은 ‘사촌’이었다(난 그것의 제목을 그때서야 정했다). 그런
데 출판사에서는 그 제목이 너무나 촌스럽다고 했다. 왜 글은 모던한데 제목이
이렇게 시골스럽죠 하고 그들이 물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감히 말을
못하고 제목을 ‘천구백팔십팔년의 어두운 방’으로 바꾸고 말았다. 그래서 참으로
개인적인 상상력만의 글이 시대적인 우울을 암시하는 뉘앙스를 가지게 되었다.
나도 무척 우울한 상황에 빠져 있을 시기이긴 했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바
꾸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하고.” 배수아,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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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화가인 ‘이경주’와 함께 한 호텔에 당도한다. ‘나’와 ‘미진’은 열 살

차이가 나는 사촌지간이며 ‘나’의 대학 동창인 ‘철희’는 지금 ‘미진’과 연

인 사이가 되었다.

때로 생(生)은 거짓말 같기도 하였다. 내가 그랬고 미진이

그랬다. 미진은 전혜린처럼 되고 싶어했다. 나는 사랑에 빠졌

고 미진은 독일 유학을 준비하였다. 트리폴리로 떠나면서 사

막은 뜨거울 거라고 막연히 상상하였다. 나는 즐거이 떠났다

가 홀로 돌아왔다.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미진이 사

랑에 빠지고 나는 전혜린같이 외로이 되었다.304)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서 리비아의 트리폴리로 떠났던 ‘나’는 연인과 헤

어진 채로 쓸쓸히 돌아오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뒤 “모든 조롱과 동정

을 말없이 받”으면서 “철희를 다시 만나”고 있었다.305) ‘나’가 돌아왔던

그 1988년은 서른 살이 되는 해였고 ‘미진’은 그때 스무 살이 되었다. 이

후 ‘미진’은 ‘철희’와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연인이 되었고 ‘나’는 결국 “서

른네 살의 직업을 가진 독신여자”가 되었다. “나는 정말로 내 모습이 싫

었”으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프

랑스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원초적이고 즉흥적이며 방황하면서 빛나는

그 광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시기에 대해 “누구에게나 그 비슷한 시절이

있다”고 추억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306)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여행마저도 추억하고 있다. 이 기묘하고도 낯선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 갑작스럽고도 평온하게 다가온 ‘철희’의 죽음, 우

연하게 마주한 과거의 자신, 독일로 떠나버린 ‘미진’까지, ‘나’는 “아무것

도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다.307)

304) 배수아, 「천구백팔십팔 년의 어두운 방」,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고려원,
1995, 28쪽.

305) 위의 책, 32쪽.
306) 위의 책, 36, 43쪽.
307) 위의 책,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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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는 그날의 일들을 떠올릴 때면

이상하게 나른한 기분이 되곤 하였다. 어둡고 두려운 바다,

우울한 비, 소식을 알 수 없는 미진의 연인과 그들의 일행.

이 모든 것들을 바람에 날려보내듯이 시인의 손가락 끝에서

필터까지 타들어 가던 마일드 세븐. 어두운 가족 호텔의 로

비와 정신병동의 회상. 그토록 회색일 수 있을까, 그날의 휴

가는.308)

나는 그날의 휴가 이후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을 아무도 다

시 만난 일이 없다.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니던 사람, 긴 머

리를 하고 모래가 묻은 검은 재킷을 걸쳤던 남자와 통통하게

살찐 하얀 여자. 그리고 바랜 청바지를 입고 농구화를 신거

나 혹은 값비싸 보이는 영국제 캠핑복을 입고 말없이 담배만

피우다 떠난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나의 폴라로이드 사진

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것도 다시는 볼 수 없었다.309)

배수아의 소설이 회화적이라거나 이미지 중심이라는 분석은 바로 이러

한 묘사들에서 온다.310) ‘나’에게 그날은 “회색”이며 사라져 버린 “사진”

처럼 색과 형태만이 잔상처럼 남아 있다. 이것은 특히 ‘폴라로이드 사진’

을 통해 재현되는데 1988년의 ‘나’와 ‘김성희’를 잇는 매개이면서 그 여행

에서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작가에 의해 억지로 찍힌 폴라로이드 사진은 “먹물 같은 배경에

308) 위의 책, 48쪽.
309) 위의 책, 57쪽.
310) 신수정은 배수아 소설에 무수히 등장하는 ‘엄마들’, ‘아이들’, ‘’공주‘와 ’이혼녀‘
등이 “구체적인 감각적 현실에서 출발하여 그것의 본질을 추상화한 이미지를 제
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미지, 미리 만들어진 가상에 의해 실재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한국어로 표현된
공주가 아니라 영어로 발음되는 프린세스”의 감각을 포착했던 김동식의 시선과도
맞닿아 있다. 신수정, 「포스트모던 테일―배수아론」, 『푸줏간에 걸린 고기』,
문학동네, 2003, 157-162쪽; 김동식, 「우리 시대 공주를 위하여」, 《문학과사
회》, 1996년 여름호, 7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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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얼굴을 찡그리듯이 하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비정상적으

로 번쩍거리는 사진”이었다.311) ‘나’는 그 사진을 주머니에 구겨 넣고 심

지어 그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사진은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 ‘나’에

게 건네진다. 이것은 곧 하나의 ‘상(像)’이 자신에게 들러붙어 있다는 의

미와도 같은데, 시를 쓰는 ‘김성희’와 소설을 쓰는 ‘나’에게 여성 창작자

로서 작품을 내보이는 과정과도 상통한다. 여성 잡지나 “주로 전철역이

나 버스 터미널에서 팔리는” 잡지에 시와 소설을 싣는 일은 마치 갑작스

럽게 찍힌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 생생함을 노출시

키는 것과 같다.312)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소녀 취향”이라거나 “유행

가 가사” 같다는 평가를 늘 감당하면서 “워드프로세서”와 “자동응답전화

기뿐”인 극도로 절제되고 잔잔한 일상을 영위할 때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것이 된다.313)

이러한 인식은 표제작인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로 이어진다. 역시

나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는 통화를 하면서 ‘나’는 일전에 떠났던 한

여행을 떠올린다. 한 국도변에서 ‘나’는 푸른 사과를 팔고 있는 여인들을

마주한 일이 있는데 거칠게 짠 목도리를 두르고 초라한 거리에 서서 달

려오는 차들을 바라만 보고 있던 그 여인들이 왜인지 자신의 미래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왜 그런가는 나도 몰라.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늙고 초라

하여져서 먼지투성이 국도에서 사과를 팔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을 뿐이야. 그것도 형편없는 푸른 사과를. 저녁이 되어

아무도 이 푸른 사과를 사러 오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확실해

질 때까지. 내가 영원히 가지 못할 먼데로 나 있는 길을 바

라보면서 손으로 짠 두꺼운 스카프로 얼굴을 가지로 아주 어

두워질 때까지 그렇게 있을 것 같은.”314)

311) 위의 책, 20쪽.
312) 위의 책, 41쪽.
313) 위의 책, 47, 56쪽.
314) 위의 책,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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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나’를 늘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지금

‘나’는 가족들이 있는 집을 빠져 나와 몰래 백화점의 판매원으로 취직해

있다. “여자 의사나 동시통역사, 하다못해 번듯한 오피스 걸조차” 될 자

신이 없던 ‘나’는 “아버지나 오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여서 친정에서 김치

를 가져다 먹으며 끊임없이 애를 낳으면서, 시집간 사촌 언니처럼 그렇

게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여동생 ‘은경’처럼 “귀엽고 똑똑하고 애교

가 있”지도 않고, ‘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사촌’처럼 부유한 와이프가

될 수도 없었다.315)

맑은 구두소리를 높이 울리면서 건물의 그늘과 하얗게 투

명한 햇살의 경계 부분을 빠르게 걸어가는 십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아이가 우리 쪽을 향하여 고개를 돌렸다. 창백

하게 화장한 두 뺨이 아름다웠다. 여자 아이의 치맛자락 근

처로 아직 푸름이 가시지 않은 나뭇잎들이 사정없이 흩어지

도 있다. 여자 아이의 검은 머리칼도 그녀의 창백한 뺨 근처

에서 흔들리고 있다. 여자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책으로 바

람을 피하듯 얼굴을 가리고서는 건물과 건물 사이 어두운 그

늘의 모퉁이로 사라져 버린다.316)

그리고 ‘나’는 자신이 결코 될 수 없었던 “여자 아이”를 본다. ‘여자 아

이’는 배수아의 소설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의 형상으로 재현되는데

단순히 어린 여성을 뜻하지는 않는다.317) 자신이 과거나 현재, 또 미래에

도 가 닿을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존재이자 스스로 여성이라는 것을 분명

315) 위의 책, 105쪽.
316) 위의 책, 111-112쪽.
317) 문예지는 “배수아의 소설들에 나타난 소녀고아와 여성청년 인물들의 관계성을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부재, 가족의 해체라는 조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여성들
의 자리바꿈이 그들로 하여금 실존적 소외와 불안의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을 분석”하고 이것이 남성 세계관에 포섭되지 않는 “소녀-되기의 생성”을 보여주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 문예지, 「1990년대 전경린·배수아 소설에 나타
난 ‘여성-되기’의 정치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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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자각하고 그 정체성에 기반하여 해방을 꿈꾸는 주체이다. ‘나’에게는

스물 다섯이라는 나이가 “열다섯 살처럼 생기 발랄하지도 않고 서른다섯

살의 오후처럼 지쳐 있지도 않”은 불안함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은 단순

히 ‘나’가 늙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다.318)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자아

가 결코 실현되지 않으리라는 자각이 생겨난 것이다. 멋지고 부유한 결

혼 생활을 영위하는 사촌을 보면서 “여전히 이태리제 청바지 광고 모델

처럼 생기발랄하고 만족하는 듯한 미소를 하고 있어도 옛날의 오래 된

사진관에서 빛나는 한여름의 거리로 뛰쳐나오던 불타는 뺨을 가진 소녀

는 어느 순간엔가 죽어 버린 것”이라고 ‘나’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미래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애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고민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으로는 그 무

엇도 성취되지 않는다. 오히려 친구 ‘소영’은 주방용 가위로 손목을 그어

자살하고 ‘나’는 어떤 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나’는 결혼식장에서, 공항에

서, 지하 바에서, 백화점에서 무수한 ‘여자 아이’를 본다. 결혼을 하고 싶

은 것은 아니지만 올드미스가 되고 싶지는 않아 끊임없이 화장을 고치는

그들은 결국은 어딘가로 떠나게 된다. “나는 비행기를 탈 거야. 나를 막

지 마. 미워하면서 헤어지고 싶지 않아.”라고 남자에게 선언하는 한 ‘여

자 아이’처럼 ‘나’ 역시 소설의 말미에서 국도변의 사과 파는 여인이 된

다.

배수아의 소설에서 ‘여행’은 무척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연인과 떠나

는 유원지나 해변가로의 드라이브부터 시작해 계획에 없이 진행되는 여

정, 나아가 한 여자 아이가 상상하는 세련되고 화려한 미래까지 ‘여행’은

확장된다. 그리고 배수아의 질문은 ‘여자 아이는 떠날 수 있는가’로 이어

진다.

「엘리제를 위하여」는 이제 열세 살의 여자 아이들을 등장시킨다. 시

장통 2층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라는

어머니의 바람에 따라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다. ‘나’의 옆에는 순대집

딸인 친구 ‘경혜’가 있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 아이 ‘석이’도 있

318)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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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버지는 진작 집을 나가버렸고 동생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으며 어

머니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열세 살의 그 해는 사실 “나는 내가 피아니

스트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문득 생각”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건 내게 너무나 흥미 있는 일이었다. 이혼, 그것 말이다.

나는 그때서야 가난이나 무지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편인

경혜가 석이 모자를 경멸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의 어

머니도 이혼은 아마 꿈도 꾸지 못했을 거다. 그건 아무나 하

는 게 아니었다. 영화배우나 가수가 하는 일이다. 이혼.319)

‘경혜’에게는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있

고, ‘석이’에게는 이혼하고 떠나버린 멋지고 잘생긴 아버지가 있지만 ‘나’

에게는 저능한 남동생에게 “유전적 결함”을 남기고 사라진 아버지가 있

을 뿐이다.320) ‘나’가 마주하며 겪고 있는 열세 살의 일상들은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자신이 결코 이 삶을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명백한 증거

가 될 뿐이다.

“나는 내가 언제나 봄햇살을 잔뜩 받은 노란 병아리처럼

슬픈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아버지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예쁘고 피아노를 잘

친다고 말해도, 피아노 학원의 귀여운 여자 아이와 친구가

된다고 해도, 그 아이가 나를 위해서 『폭풍의 언덕』을 빌

려 준다고 해도. 생은 변경될 수 없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

다.”321)

그러므로 여자 아이는 떠날 수가 없다. 어머니가 죽고 남동생은 요양

319) 위의 책, 77쪽.
320) 위의 책, 69쪽.
321) 위의 책,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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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향하고 ‘나’는 이모를 따라 사촌들이 있는 부천으로 이사를 가는

것 정도가 ‘나’에게 주어지는 여정이다. ‘경혜’는 “교문을 나서고 있는 여

대생들을 바라보며” “난 나중에 저 언니들처럼 되고 싶”다고, “우리 엄마

처럼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집을 나갈 거야”라고 말하지만 그렇

게 될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다. 이 작품도 다른 단편들처럼 서술자와

인물 간의 거리가 분명하고, 과거와 미래는 현재와 뒤섞여 독특한 시간

성을 만들어낸다.

나는 오래 된 나무 냄새가 나는 창턱에 두 팔을 괴고 아주

조금씩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려고 애썼다. 석이가 너를 좋아

할지도 모른다. 그 애 말대로 네가 예쁘고 하얗기 때문에. 네

가 어두운 시장 거리를 달려 밤마다 경혜의 집에서 돌아오는

것을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몰래 따라왔을 것이다. 그

나이의 소년은 누구나 고독하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나

이 어린 네 명의 동생들 때문에. 그러나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불행한 소년이 너를 좋아한다고 해서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시간이 되면 돌

아와야 하는 집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거기에 그냥 있을 뿐이

다. 너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앉아 있게 될 것이다.322)

‘나’였던 서술자는 ‘너’로 ‘나’를 지칭하면서 “너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앉아 있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서술은 일견 이미 성장한 ‘나’가

회상의 자리에서 과거의 ‘나’에게 건네는 말로 읽힌다. 그런데 서술자는

왜 “―될 것이다”라고 썼을까.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추측하는

방식으로 왜 그 문장을 써야 했을까.

근대에 있어서 자유는 “주로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구속에서 개인을 해

방시키고, 각자의 의지에 따라서 개방적인 사회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현대적 삶에서 자아는 점점 더 단독적인 ‘나’, 고유한

322) 위의 책, 9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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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문제 삼게 되고 역설적으로 사회관계를 “적극적으로 산출하지 않

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때 주체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강함, 욕망, 장래의 모습 등을 발견”해 가야 하는데, 이것이 곧

‘나 자신이고자 하는 충동’이다.323) 이 되풀이되는 자기 참조의 반복은

스스로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자기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든다. 다시 말해 성장의 필요성이나 욕망을 느끼지 못하는 현

대적 ‘아이’들이 탄생하는 것이다.324) 이들은 고립이나 유폐를 선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실의 조건들은 향유하면서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 배수아 소설의 여자 아이는 남성들에 의(위)해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미 그들은 미래를 알고 있고 이미 완성되어버린 자신을 끊임없이 확인

하는 일만이 남은 것이다.

“여자 아이는 낡은 먼지빛의 모자를 쓰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문장

으로 시작하는 「여섯 번째 여자 아이의 슬픔」은 사촌 ‘준영’이 대학교

앞 호프집의 아르바이트생 여자 아이를 사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

리고 있다. 그 여자 아이는 “여섯 번째 여자 아이”였는데 만두 가게를

했던 아버지 밑에 여섯 명의 여자 아이와 한 명의 남자 아이가 있었고

결혼한 다섯 명의 언니들과 군대에 간 남동생, 무허가로 만두 가게가 철

거된 아버지를 제외하면 유일한 노동인구였다. ‘준영’이 그 여자 아이를

만나는 동안 ‘나’ 역시 일 년 후배 ‘기윤’을 만나고 있었는데 이모집을 나

와 동거를 제안하는 ‘기윤’에게 오빠가 돈을 보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나’는 이를 거절한다.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난 ‘준영’을 위해 ‘나’는 알리

바이를 제공하고 ‘준영’과 여자 아이는 주문진으로 향한다.

“난 임신했어.” 여자 아이가 마치 바다새들의 자유에 대해

323) 구라카즈 시게루, 『나 자신이고자 하는 충동』, 한태준 역, 갈무리, 2015,
310-314쪽.

324) 신승엽은 배수아 소설에서 ‘아이’라는 명명이 부여되는 경우를 상세히 분석하면
서 그것이 “기억의 현상학”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그것
이 성장 이후의 회상이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도 강조하는데 이는
탁월한 지적이다. 다만 그 핵심에 계급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더 논의
가 필요해 보인다. 신승엽, 「배수아 소설의 몇 가지 낯설고 불안한 매력」, 《문
학동네》, 1997년 겨울호, 546-5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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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말하듯이 그렇게 시작하였다. “수술할 생각이야. 시집간

언니가 돈을 주었어. 난 강원도가 처음이야, 친구들은 모두

여름이면 강릉이나 속초로들 가곤 하잖아. 난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자기 의견도 칼날처럼 분명하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말하지. 하지만 모르겠어. 세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325)

언니들이 모두 시집을 가고 어린 남동생과 함께 집에 남았던 ‘여섯 번

째 여자 아이’의 슬픔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 배수아의 다른 여자 아이

와 마찬가지로 그도 “겨우 걸음마를 하는 남동생의 손을 꼭 잡고서” “큰

언니가 사라져 버린 전철역 쪽을” 바라보던 노을빛이 진하던 그 여름날

에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임신’이나 ‘걸레’라는 말은 ‘여

섯 번째 여자 아이’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그는 그저 다른 친구들처

럼 여름에 강원도로 떠나보고 싶은 것이다.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며 오

로지 떠나고자 하는 어떤 여자 아이는 배수아가 만들어낸 새로운 주체의

양상이다.

「아멜리의 파스텔 그림」에서는 ‘선영’과 ‘선화’ 두 자매가 대조적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비오는 밤에 돌아갈 집이 없거나 마른 타월로 머리

칼을 말려 줄 사람이 없다면, 전화벨 소리가 기다려지는 그

런 사람이 없다면, 자기들의 귀여운 아이의 따뜻한 숨결도

없고 우유 냄새 나는 아이의 포근한 잠이 없다면 생이 얼마

나 허무할까. (…) 집 밖에서의 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아름다운 여주

인공의 의상과 같은 거다. 연극이 끝나면 아무런 사랑도 받

지 못한다. 집은 안전하였다. 사랑도 안전하였고 텔레비전으

325)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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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경하는 번지 점프도 재미있기만 하였다.326)

‘선영’은 치과의사 남편 ‘철수’와 예쁘고 착한 두 딸을 가진 안정된 가

정의 소유자이다. 그에게 ‘선화’는 그런 삶의 중요한 부분을 깨닫지 못하

는 이해할 수 없는 여동생이었다. 그런 ‘선화’에게 ‘선영’은 자신이 우연

히 알게 된, 아멜리라는 카페에 그림을 그렸다는 어떤 남자를 소개해주

려 한다. 하지만 이미 그 남자는 ‘선화’와 관계가 있었고 징집을 거부하

기 위해 함께 강릉으로 달아날 계획까지 세웠었다. 결국 계획은 무산됐

고 이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한낮이었다. 유리벽 안에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청바지를 입은 젊은 남녀가 한 개비

의 담배를 서로 나누어 피우고 있었다. 밝고 평화로운 느낌

이었다. 저곳은 뜨거운 아스팔트도 없고 전쟁에 나가는 어린

군인의 불안이나 머리칼 사이로 흐르는 땀, 그리고 무거운

쇼핑백도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다.327)

‘선영’은 자신의 대학 동창이었던 그 남자를 소개해 주려 했던 그 밤이

지난 뒤 우연히 한 카페의 풍경을 보게 된다. 그런데 ‘아멜리의 파스텔

그림’을 ‘선영’은 어렴풋이 그 밤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마치 처음 접한

것처럼 바라본다. ‘선화’에게 “많은 가슴 설렘과 비극에의 예감이 있었지

만 결국은 그녀의 생에 아무런 결정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선영’ 역시 자산의 생에서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임을

깨닫게 된다.328)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이 그렇게 그들의 생이 흘러갔다”인데, 이는 곧 그들이 어디로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선영’도, 생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하던 ‘선화’도 모두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326) 위의 책, 179쪽.
327) 위의 책, 198쪽.
328) 위의 책, 197,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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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레드의 지붕」과 「검은 늑대의 무리」에서야 이제 그들은 떠

나기 시작한다.

‘나’의 연인인 ‘연이’는 남동생 ‘준’에게 가기 위해 길을 떠난다. 지금

해변 근처 친구집에 기거하는 ‘준’은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데려온 남동생이었고 꽤나 복잡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는데 암에 걸려 투병을 하고 있는 자신의 엄마

에게 가기 위해서였다.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바닷가에 사람이 없고 붉은 지붕을

가진 집이 있어.”

“인디언 레드의 지붕이야. 근처에는 호수가 있고 밤까지

영업을 하는 주유소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호수로 올라가

볼 수도 있는 곳이야. 주유소에는 반짝이는 종이로 만들어진

무수한 바람개비들이 쉴새없이 돌아가고 있고.”329)

‘나’와 ‘연이’가 ‘준’을 만나 늦은 밤 호숫가에 올랐던 그 날 이후 이들

은 모두 달라진다. ‘나’와 ‘연이’는 헤어지고, ‘나’는 ‘포니테일의 여자 아

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연이’는 독립을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간다. ‘준’

은 일본으로 건너가 엄마의 죽음을 겪은 뒤 작은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

고 있다. 돌아오지 않는 남자 주인공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결국 “배

를 타고 떠나기로 결심”하는 한 중국 영화의 결말처럼 이들은 떠남 이후

에 삶의 향방을 바꾼다. 배수아의 소설에서 거의 대부분 여행이 등장하

고, 또 그것이 대체로 즉흥적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 배수

아 소설의 인물들은 대체로 ‘길 위’에 있다. ‘집을 나가는 여자’로 대표되

는 새로운 여성 주체의 등장이 근대소설의 한 국면을 보여준다면 배수아

의 초기작은 ‘길 위의 여자’를 통해 그간 거의 재현되지 않았거나 여성의

상처와 고통에 기반한 방황 정도로 그려졌던 떠나는 여자들을 서사의 중

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길 위의 삶에 대해 강

329) 위의 책,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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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한 이끌림과 공포를 동시에 느낀다는 점이다. 앞서 「푸른 사과가 있

는 국도」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 있지만 이 양가적 감정은 배수아 소설

이 대체로 여성의 연애와 사랑이라는 로맨스의 외피를 쓰고 있으면서도

늘 떠남에 대한 욕망과 단독자로서의 욕구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로부터의 지배, 친구나 사촌으로

부터의 영향에도 여자 아이의 내면은 언젠가부터 완벽하게 닫혀 있고,

이러한 ‘킨트’330)는 현실 세계로부터의 성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배수아가 찾는 존재론적 기원은 이른바 무경계의 상태이다. 누구나 들어

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머무를 수는 없는 공간, 예를 들어 유원지나 휴

가지, 해변, 호텔, 동물원 등의 장소가 배수아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이

유가 그것이다.

「검은 늑대의 무리」는 한여름의 유원지 동물원 입구에서 시작된다.

차라리 시내의 영화관이나 부둣가 부근의 시설이 좋은 호

프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남자 아이는 그런 생각도 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이곳으로

오자고 한 것은 나였다. 이런 바닷가의 도시에는 동물원이

있게 되어 있어. 오래 된 중학교 건물과 전쟁 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 놓은

아파트 단지의 그네들. 그런 것은 아주 좋다.331)

자신의 고향이었던 항구에서 벽돌공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죽고 ‘나’는

오빠, 엄마와 함께 도시의 낡은 빌딩 지하실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오빠는 항구에 있는 동물원에 일자리를 구했다면서 떠나 버렸고 ‘나’는

만나고 있던 ‘남자 아이’와 자주 다투며 지내고 있었다. 오빠를 찾기 위

해 항구를 방문한 ‘나’는 오빠의 연인이었던 ‘여자 아이’를 만나고 오빠에

관해 묻지만 소식을 알 수는 없었다. 그곳에서 ‘나’는 ‘검은 늑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그리고 분명히 존재했었다고 여겨지지만 누구도 기억

330) 아이[독]Kind. 배수아의 『동물원 킨트』(이가서, 2002)에서 빌려왔다.
331)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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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나’는 생각한다. 사라진 검은 늑대의 무리라든

가 신문에 나지 않는 블럭공의 죽음, 구두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도 신경쓰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 마피아의 두목이라든가 아름다운 여

배우라든가 한다면 이야기는 다르”고, 텔레비전의 “구두 광고” 속 여자

의 “하얀 다리”만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럴 때 이 세계는 “갑자기 아

주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도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

껴지고, ‘나’는 “나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어쩌면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는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된다.332)

이제 오빠는 찾을 수 없고, ‘나’는 법률사무소에 취직해 새로운 남자와

오스트레일리아를 갈지도 모르고, 헤어진 ‘남자 아이’는 구두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지는 못하고 공장에 취직한다. 항구의 동물원을 찾은 뒤 또 모

든 것은 바뀌었다.

이 세상에는 몇 개인가의 블랙홀이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익숙하였던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그곳으로 빠

져들게 되면서부터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되어 버린

다. 사람들의 표정이나 쇼 윈도의 마네킹이나 뜨거운 햇빛이

나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지만 그곳에서 일어나거나 알 수

있는 것들은 뭔가가 아주 다르게 된다. 모자의 안과 겉처럼

그것은 다르다.333)

모자의 안에서는 겉은 볼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대체로 모자의 겉이며 안은 아주 가끔 들여다볼 뿐이다.

이리저리 살펴보고 만져보면서 그 실상을 가늠할 수는 있지만 겉과 안을

만나게 할 수는 없으며 모자는 더 이상 자라거나 바뀌지 않는다. 배수아

소설의 여자 아이는 스스로 자각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끝내 그 순간

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어느 순간 블랙홀로 빠져 든다. 기억나지 않지만

‘나’가 동물원에서 검은 늑대를 보고,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한 순간 이미

332) 위의 책, 262-263쪽.
333) 위의 책, 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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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모양은 결정된 것이다. 그 모양을 확인하려면 이들은 다시 떠나보

는 수밖에 없다.

배수아의 『랩소디 인 블루』(고려원, 1995)는 작가의 첫 번째 장편소

설이다. 첫 소설집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간된 이 소설은 데뷔 지

면인 《소설과사상》에 1995년 세 차례 연재된 후 출간되었다.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와 동시기에 쓰였기 때문에 『랩소디 인 블루』는 여

러 부분을 그와 공유하고 있다. 아멜리의 파스텔 그림이라든가 검은 늑

대 무리 같이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모티프도 등장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순간 이후로 변하고 사라지는 사람들, 연애와 결혼 사이에서 갈등

하는 인물들, 유년기에서 시작해 서른 중반에 다다르는 서사 등이 상당

부분 겹쳐진다.334)

주인공 ‘미호’는 “문득,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는 문장으

로 이 소설을 시작한다. 경어체의 어투로 쓰인 부분은 ‘미호’가 어떤 시

점에서 자신의 생을 누군가에게 회상조로 토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무척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다. 물론 회상 속에 등장하는 ‘당신’이

라는 지칭과 몇몇 상황들은 ‘미호’가 마지막으로 떠나온 ‘선생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를 준다. 하지만 여러 지점에서

이 회상의 서술들은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어딘가로 떠난 ‘미호’가 시간

이 꽤 흐른 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정도의 감각만 있을

뿐, 다른 정보는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서 이야기의 처음은 없다. 난 언제나 시간을

334) 윤지관은 이러한 서사를 “자아의 내면성이 낯선 세계와 만나고 자기 변화를 통
해 의미를 획득하는 서사”라고 설명하고 『무정』과 『광장』으로 이어지는 교양
소설의 계보 속에 배수아의 『랩소디 인 블루』를 위치시킨다. 그는 “『랩소디
인 블루』의 인물들이 나이와 상관 없이 ‘아이’로 지칭되는 것은 다분하게 의도적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파편화된 현실”이나 “모더니즘의 형식”으
로는 “빌둥의 상상력이 제 힘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탈근대
의 한 국면을 반영”한다고 평가하면서 근대적 사유로 다시 환원시키는 논리는 다
소 납득하기 어렵다. 윤지관, 「빌둥의 상상력: 한국 교양소설의 계보」, 《문학동
네》, 2000년 여름호, 434, 455-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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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해 버리는 것이다. 그해 여름에 피서 갔었던 서해안의

어느 어촌 마을의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오래 된 집이라든

지. 어느 해 오월에 친구 누구의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그들

이 신혼여행을 떠난 태백산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그보다

한참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내 기억의 처음 부분을 잡으려

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모든 얼굴들과 소리들이 깊은

강물 속으로 가라앉아 가고 있는 머리칼처럼 끝도 없는 침묵

과 완벽한 혼란 속으로 빠져 버리게 된다.335)

오빠인 ‘준호’에 의해 강물에 빠져 머리를 다친 기억을 시작으로 고등

학교를 그만둔 뒤 들어간 입시학원에서 부유하고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

상인 사촌 ‘윤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고학 중인 ‘신이’, 영화배우가

되고 싶은 여자 아이 ‘신유리’ 등을 만나게 되는 것이 소설의 출발점이

다. 이후 이들이 관계는 매우 미묘하게도 복잡하게 얽히면서 대학교 졸

업 즈음 떠난 강릉 여행의 파국을 거쳐 각자의 선택으로 흩어지게 되는

데 갑작스럽고 예고 없는 장면이나 서술의 전환을 통해 그 시간성은 무

척 복합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창문을 조금 열어 놓아. 바람 냄새가 너무 좋아.

하지만 춥지 않을까.

이맘때 부는 바람은 열다섯 살 때 생각하던 세상이랑 같

아.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어디로 날아가고 있

는 것 같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

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하얀 지붕들 위로 내가 둥둥 떠

다니고 있는 거야.

맥주, 더 마시겠니?

난 어른이 되기 싫어.

창문을 열어 놓았더니, 미호 네 스커트가 바람에 날리고

335) 배수아, 『랩소디 인 블루』, 고려원, 1995,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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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336)

이를테면 ‘미호’가 자신과의 결혼 및 도피를 져버리고 결국 훌쩍 떠나

버린 ‘신이’를 찾기 위해 ‘오케스트라의 남자 아이’를 통해 정보를 얻으려

는 이 장면에서는 몇 겹의 서술이 겹쳐져 있다. ‘미호’인 ‘나’와 ‘오케스트

라 남자 아이’의 발화 속에 끼어 있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영원

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문장과 “미호 네 스커트가 바

람에 날리고 있어”라는 말로 환기되는 신이가 스무 살에 사 주었던 그

빨간 스커트까지, 이 짧은 대화를 통해 다양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난 어른이 되기 싫”다는 말은 이 소설을 관통하는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결국 ‘미호’는 어른이 되지 않기를 선택하고 떠났기 때

문이다.

너의 아버지와 엄마를 좀 봐라. 고모들은 말한다.

사람은 안정되게 사는 것이 좋아. 아주 잘 정리된 클래식

음악 같은 생이 너에게 있게 될 거야. 너는 따뜻한 담요와

푹신한 카펫, 잔디가 있는 가을 정원을 갖게 될 거야. 맨발로

새벽 이슬을 밟을 수도 있고 집 근처로 강물이 흐르고, 초록

빛으로 칠한 그네가 포치에 있고 얼룩 무늬 사냥개들을 기를

수도 있어. 네 아빠는 결혼하면서 너에게 주려고 집을 사 두

었다. 댐 근처에 있는 아주 좋은 곳이야. 네가 결혼하게 되면

그 집에서 살아도 좋아. 도시보다는 공기가 좋아서 두통도

사라질 거고 마음만 먹으면 쇼핑하러 서울로 나오기도 좋은

곳이지. 때로는 가든 파티를 열어도 좋을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했었다.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말이야. 할머니의 시골 과

수원보다 더 꿈 같은 무엇이 있다. 나는 한번도 보지 못한

곳에 가고 싶기도 하다.337)

336) 위의 책, 210쪽.
337) 위의 책, 110-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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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혼을 거듭한 가정에서 자란 ‘미호’에게 ‘안정’이란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이 아니었다. 누구나 선망하는 혹은 누구나 그렇게 될 것이

라고 예상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전혀 알 수 없고 경험해 보지 않았지

만 무언가 다른 삶이 있으리라고 ‘미호’는 생각한다. 고모들을 비롯한 여

러 인물들을 통해 강조되는 가난과 부유함, 대학과 공장, 이혼과 결혼,

불륜과 재혼 등의 도식적 구분과 그에 따른 선택에의 강요는 늘 ‘미호’를

숨막히게 한다. 그가 꿈꾸는 것은 “한번도 보지 못한 곳에 가고 싶”다는

것이다. 배수아 소설에서 늘 강조되는 이 떠남과 자유로움에 대한 절대

적 갈망과 추구는 필연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을 동반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순간 우리 생의 인상이다. 이제부터

가려고 하는 먼 길,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 대학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랩소디 인 블루>와

창으로 스며드는 아침의 냄새, 어린 시절에 입었던 낡은 분

홍빛 잠옷의 느낌, 병에 걸린 정희 고모의 머리칼, 타이피스

트의 향수, 빈 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 선생님이 그림을 그

리면서 한 손으로 만지던 내 둥근 어깨, 연극이 시작된 어두

운 극장에서 내 무릎에 쏟아지던 차가운 코카콜라, 겨울 공

원을 달리던 자전거 위의 붉은 스커트, 그리고 보랏빛 버스

와 양양으로 가는 길. 나는 바다에 두 손을 담근다. 모래밭에

는 트럭이 서 있다. 트럭과 나 사이에는 한없이 길고 검은

모래가 펼쳐져 있다. 내 흰 드레스는 모래와 먼지로 얼룩져

있다. 선생님이라면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할지도

몰랐다. 선생님은 상상력이 스며 있는 내용의 그림을 좋아하

였다. 샤갈. “왜 직접 그리지는 않아요” 하고 내가 물으면,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고 말하곤 하였다. 하이웨이를

달려온 트럭은 잠든 짐승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잠든 짐승처럼 외롭다.338)

338) 위의 책, 312-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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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한 지점에서 우리가 깨달은 그 순간의 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

는다.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희미해질 수도 있으며 가끔은 잘못된

형태로 떠오르지만 그 ‘인상’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은 어떤

시간들 이후로 늘 반복일 뿐이다. ‘미호’가 그 모든 일들을 결국 내팽개

치고 도망치듯 양양으로 향한 것은 트럭 운전수가 되었다는 ‘신이’를 찾

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이’를 만나 일반적인 재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피할 필요는 없”다는 것, “정말로 아

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뿐이다.339) 그것은 누구의 잘

못도 아니며 설령 그들의 약속이 지켜졌다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난 잘 알 수가

없어서 아직도 그런 사랑에 빠져 보았노라고 아무에게도 자

신 있게 말하지 못하였어요. 난 당신이 남자여서 좋았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케스트라의 남자 아이도 그

랬고 그리고 지금은 만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남자 아이들

도 언제나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이상의 무엇이 이 세

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난 아무것도 알 수

가 없고 자신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어쩐지 슬퍼지는 느

낌입니다.340)

열렬하다거나 강렬하다는 것에 대해 ‘미호’는 알 수가 없다. “당신이

남자여서 좋았”다는 말은 특별한 자의식이나 관계가 아니라 그저 세속적

인 만남의 형태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즉 생의 무의미나

허무함 따위를 고민하는 인물이 특별한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헤매는 것과 달리 배수아의 인물은 혼란스러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평

범한 관계들을 수긍한다. 어딘가로 늘 떠나는 배수아의 소설이 흔히 ‘혈

339) 위의 책, 303쪽.
340) 위의 책,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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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끊기’로 대표되는 단독자의 형상과 사뭇 차별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

다.

나는 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아버지의 눈에서 그런

것을 읽었습니다. 저 아이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한심하다.

왜 준호처럼 집을 나가 버리거나 보통 아이들처럼 결혼을 해

서 아이를 낳고 살지 않을까.341)

“잡지에다 대고 뭐라고 했는데.”

“전업 주부로 젊은 날을 보낸 여자들이 이혼하게 될 때 남

자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한다든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 아, 그리고 재혼으

로 이미 완성된 가정에 들어가게 된 여자들이 겪는 스트레스

에 대한 기사도 읽었던 것 같아.”

“아아.”

“새엄마는 그게 페미니즘이래.”342)

남자들처럼 집을 떠나 완전히 떠돌며 사는 것과 평범하게 결혼하여 아

이를 낳고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여성이 택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 또한 가부장제 가족 내에서 여성으로서의 지위와 자격 등을 인정받

는 것이 여성주의라는 것에 대해 ‘미호’는 동의하지 못한다. 그에게 두려

운 것은 오히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게 되는 일이다.

완벽하게 자유로운 개인이 되기 위해 모든 사회적 구속이나 관계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동화’에 배수아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어차피 인간

은 모두 외롭고 고독한 존재이므로 단독자가 아니라 ‘독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43)

341) 위의 책, 300쪽.
342) 위의 책, 270쪽.
343) 배수아의 『독학자』(열림원, 2004)는 존재의 ‘지적 투쟁’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조금 더 폭넓게 읽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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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속에서 ‘미호’는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어

린 여자 아이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들려준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란 그 아이는 예쁘게 땋은 머리와 예쁜 옷을 좋

아하고 다른 여자 아이들을 질투한다. 빵 공장의 여공으로 일하면서 오

로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장의 지배인과 스캔들을 일으

키고 공장의 다른 남자 아이와 약혼을 하고 그리고 셋집의 주인 남자를

밤마다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인다. 결국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갖게

되고 “뾰족하게 만든 뜨개질 바늘을 이용한 낙태에 실패”하고 공장 “세

탁실에서 아이를 낳아 염화칼슘 용액으로 아이를 익사”시킨다. 여자 아

이는 “유아 살해죄로 교수형에 처해”지는데 그때의 나이는 열일곱이었

다. 이 이야기의 끝에 ‘미호’는 이 여자 아이를 죽인 것이 “여성도 아니

고 사회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혼란스러웠을 따름이라고, 마

치 “한밤의 고양이처럼 생선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미호’는

말한다. 즉 그 여자 아이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을 뿐

이었다. “완벽하게 혼자이게 될 때 내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택한 여

자 아이의 행로는 여성학이나 사회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

다.344)

또 ‘미호’가 아주 어릴 때 읽었던 한 동화책은 “아름다운 공주”가 “진

흙 속에 살고 있는 왕”에게 “시집가는 이야기”였다. ‘미호’는 그 진흙 속

이 어떤 세상일지를 상상하면서 자신이 오빠에게 밀쳐져 강물 속을 빠졌

던 일을 떠올린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진흙의 강 속으로 시집가는 공주

는 이미 한 발을 담가 버렸으므로, 그리고 자신은 “공주도 아니고 너는

왕도 아니”기 때문에 더는 달아나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고 ‘신이’

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왜 ‘미호’는 이 이야기를 ‘오빠’에게 할까.

오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였던 제인 에어가

그녀의 사촌 오빠에게 미움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빠가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 얼마 전에

344) 『랩소디 인 블루』, 301-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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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온 오빠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난 어른인 오빠가 내

방의 창가에 기대 서서 잠이 깨어 나는 나를 보았을 때, 처

음부터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르던 감정이었어요. 오빠

가 날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어. 난 아무도 없는 걸. 낯선 남

자 아이들은 언젠가는 모두 떠나지. 그런 건 싫어.345)

근친상간에 대한 암시로 연결되는 소설 말미의 이야기는 ‘미호’의 양양

행과 더불어 환상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기는 하지만 남자/오빠, 아이/

어른의 구도로 스스로의 내면을 고백하는 방식은 무척 다층적인 해석을

낳게 한다. 핏줄로 이어져 있는 관계에 대한 비가역성을 인식하면서 상

정되는 단독자의 형상,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어른에게 기대려

는 아이 등은 꽤나 모순적인 인물로 느껴진다. 그러나 배수아 소설의 인

물들은 해방적 주체로서의 여성이나 근원을 탐색하는 존재의 양상과는

변별된다. 유리된 현실을 통해 신화적인 세계로 곧바로 뛰어드는 관념적

서사와 배수아가 구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호’는 결별이나 실종,

죽음 같은 것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난 여행이 떠나고 싶기

때문”에 길을 나선다.346) 특별한 깨달음이나 각성의 순간은 찾아오지 않

고 여러 시간들이 뒤섞인 채로 ‘미호’는 ‘지나간 미래’를 본다.

오케스트라의 아이에게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질서 있고 아

름다웠다. (…)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 미호는 그것을 본다.

오케스트라의 아이는 졸업생을 위한 연주회에서 <랩소디

인 블루>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서부터 앞으로 십일 년을 더

살게 된다. 오케스트라의 아이와 결혼한 여자가 노란색 스웨

터를 입고 어린아이 하나 없는 한낮의 아파트 앞 광장에서

슬피 운다. 미호와 오케스트라의 아이는 음악이 연주되는 동

안 붉은 사막과도 같은 서로의 생의 마지막을 보게 된다.347)

345) 위의 책, 302쪽.
346) 위의 책,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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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가 보았거나 볼 것이 아니라 ‘보게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의 마지

막 문장이다. ‘나’의 일인칭 고백으로 쓰이던 문장들이 ‘미호’라는 삼인칭

으로 바뀌는 순간도 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이다. ‘미호’가 자신의 정

체성을 끝내 찾지 못한 비관적이며 허무한 결말로 이 소설을 읽을 수 없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호’는 이미 오래 전에 모든 것을 ‘보았기’ 때

문이다. 그는 돈 때문에 사라졌거나 가족들이 걱정하게 될 실종을 선택

하지 않았다. 친구 ‘정이’의 말처럼 “미치게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다니고

싶다고, 다른 것은 모두 사소하다고 했”던 ‘미호’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

니”다.348) 어른이 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해서 그가 유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장이나 정체, 어른과 유년 사이에서 배수아의 인물

들은 자리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동하려 하고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열망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배수

아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

또한 쉽사리 현실에 매몰되거나 복속되지도 않는다. 이른바 세속적 단독

자 혹은 사회적 독학자의 형상으로 그들은 떠나면서 머물러 있다.

『랩소디 인 블루』에 등장하는 수많은 엄마들, 이모들, 고모들, 할머

니들, 친구들은 이 작품이 ‘미호’의 이야기로만 읽히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버지와 재혼한 ‘새엄마’ 타이피스트의 삶, 아버지와 이혼하고 새

로운 가정을 꾸린 ‘엄마’의 삶, 요양원행을 택하는 ‘정희 고모’, 자신을 학

대하기 시작한 영화배우 ‘신유리’, 보석을 좋아하던 ‘외할머니’, “하지만,

가난한 것은 싫어. 대학도 꼭 가고 싶어. 결혼을 한다면 잘생기고 유능한

남자와 하고 싶어. 그런 것이 왜 나쁘니?”349)라고 고교 시절 물었었던

친구 ‘정이’까지, 배수아 소설의 여성들은 무척 다양하게 재현된다. 흔히

배수아의 작품이 관념적이고 몽환적인 서사로 여겨지는 것과 달리 이들

이 매우 ‘리얼’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347) 위의 책, 321쪽.
348) 위의 책, 317-318쪽.
349) 위의 책,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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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아의 두 번째 소설집 『바람 인형』(문학과지성사, 1996)은 앞선

초기 작품들에서 조금 더 작가 특유의 스타일에 가까워진 단편들이 실려

있다. 여전히 ‘아이’의 어떤 순간에 붙들려 있다는 점과 그것들이 매우

건조한 묘사로 서술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제 배수아의 인물들은 시

공간적으로 더 멀리 떠나간다.

「갤러리 환타에서의 마지막 여름」은 매우 짧은 소설이다. 빌딩 지하

세탁소에서 일하는 ‘나’가 여름 휴가에 ‘갤러리 환타’를 구경하면서 한 군

인을 만나 세월을 보낸 이야기이다. 꽤 긴 시간과 기억을 짧고 건조하게

묘사하는 방식은 배수아의 소설에서 자주 보이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

소설은 특히 그것이 강조되는데, 결혼 후 이십 년이 지난 뒤 그 ‘갤러리

환타’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쓰고 있

다.

나는 더 이상 어린 세탁부가 아니고 남편도 더 이상 어리

고 신비한 얼굴을 한 군인이 아니다. 남편은 오 년 전에 직

장을 잃고 실업 상태로 지낸다. (…) 나는 마흔다섯 살이 되

었다. 두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모두 죽었다. 남편은 방사능

제거 작업을 하는 부대에 있었고 그것이 원인이라고 하였

다.350)

눈에 띄는 것은 ‘군인’이라는 정체성과 ‘방사능’이라는 소재이다. 아이

들의 죽음을 피폭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이 부분은 배수아 소설에서

더 이상 휴가지의 바닷가가 긍정적인 떠남의 공간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소설집에 자주 등장하는 ‘군인’ 역시 군대를

가야 하는 이십대 초중반 남성 인물의 일반적인 행로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나 위기의 불안과 공포를 암시하는 소재가 된다.

이는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형성된 세기말의 감각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나 『랩소디 인 블루』에서

350) 배수아, 『바람 인형』, 문학과지성사, 1996,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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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졌던 시공간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떠남의 여정이었다면 불과 1년

여 만에 배수아의 세계는 회의적인 귀환에 가까워졌다. 「마을의 우체국

남자와 그의 슬픈 개」는 특히 이를 잘 보여준다. 오염된 우물과 열병을

앓는 아이들, 전원생활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부모, 아픈 남동생과 함께

자란 사촌들 사이에서 ‘나’는 서른 살이 넘었지만 “아직도 내가 다 자랐

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351)

시골에 있는 부모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그들은 ‘나’를 “불결

하고 또 불결”하다는 식으로 대한다.352) 부모들은 세속적인 삶의 큰 회

의를 느끼고 환경 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요, 엄마. 난 그냥 보통의 여자애

야. 인류의 정의를 위한 투사가 아니라구요.”

“넌 비싼 옷을 입고 있구나. 디자이너의 이름이 있는 금

목걸이를 하고 귀를 뚫고서. 하지만 넌 그때 내가 부탁한 단

체의 기부금을 거부했다고 들었다. 그러고서는 너보다 어린

남자애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엄마, 그 돈은 나에게 큰 돈이고 그리고 난 위험한 일에

뛰어들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읽으라고 준 에코토피아라는

책은 재미있었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

았어요. 엄마는 정말로 어느 날 이 세상의 모든 공해와 모든

핵이, 모든 부조리가 없어지리라고 기대하나요.”

“넌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난 결혼이 하고 싶어요.”

생태주의자가 된 ‘엄마’는 이를 실천하지 않고 결혼이라는 의미 없는

관계를 가지려 하는 ‘나’를 계속해서 다그친다. 『에코토피아』는 인류의

생태적 유토피아 공동체를 상상한 어니스트 칼렌바크의 소설이며 한국에

서는 1991년에 번역, 출간되었다. 또 잘 알려져 있듯 같은 해에는 《녹색

351) 위의 책, 60쪽.
352) 위의 책,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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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이 창간되어 문명 비판적 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1996년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10주기이기도 했으며 기름유출, 페놀 방류,

산성비, 핵실험 등 각종 환경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했던 시기이기도 했

다. 2000년대를 앞두고 ‘밀레니엄 버그’ 등 인류의 발전된 과학 기술이

큰 재앙으로 돌아오리라는 불안함, 각종 종말론의 횡행 등 90년대 중반

이후는 세기말적 징후가 팽배했었다. 그러나 ‘나’에게 그것은 별다른 두

려움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계는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일뿐

더러 자신의 삶 자체를 이해하는 것조차 버겁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는, 낯선 남자를 그리워하는 나는 이 세상의 오

염이 낳은 아이였다. 어머니는 나의 노란 스커트를 우물에

던지고 내 머리칼을 보기 흉하게 잘랐다. 어린 나는 그때 알

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때 정말 우물에 던지고 싶어한 것은

내 노란 스커트가 아니라 어린 나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울

음을 그쳤다. 나는 죽었다. 우물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머리에

붉은 리본을 달고 얌전히 누워 죽은 내가 보인다.353)

이제 ‘나’는 스스로의 기원을 자각된 최초의 ‘죽음’에서 찾는다. 과거의

‘나’, 최초의 ‘나’가 어느 순간 죽었고, 그 이후 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인식하는 감각은 배수아의 어떤 근원적인 지점이 된다.354) 그것은 어떤

시원적이거나 근본적인 삶의 의의를 찾는 여정이 아니라 더 이상 불결하

거나 오염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된 자아

를 뜻한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극복하는

것이지 세속적 윤리나 위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355)

353) 위의 책, 62쪽.
354) 최근 발표한 산문에서 배수아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추락의 경험을 언급
하면서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의 내가 죽기를 원했고, 그
래서 계단 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곳은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
야외 계단이었고,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것은 생애 최초의 자살 시도였어요.”라는
고백과 함께 그것이 “글쓰기의 기원”을 고민하다가 떠오른 기억이라고 쓰고 있
다. 배수아, 「헝가리 화가의 그림」, 《문학동네》, 2021년 가을호, 524쪽.

355) 류보선은 90년대 소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최근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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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기분이다. 내가 다시 한번 더 따뜻하고 보호받는 느

낌의 그 날의 저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니까, 나는 지금 자

리에서 일어나 스커트에 묻은 풀잎을 털지도 않고 그대로 거

리로 나가 군인들이 가득한 트럭이 다니고 있는 길의 한가운

데를 달려올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면 그것뿐이다. 나는 그것

을 안다. 그런데 나는 모른다. 이 나른한 한여름의 풀벌레 가

득한 집에서 내가 그냥 앉아 있는 이유를. 정말로 내가 원하

고 간절히, 간절히 또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행동하

지 않는 아이로 자라버린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알 수가

없다.356)

「검은 저녁 하얀 버스」에서 ‘나’는 자신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

다는 것,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앞으로의 삶이 나아가게 되리라는 예감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다만 이것이 일종의 원체험을 얻기 위한 폐쇄적인

회고로 일관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배수아의 여자 아이들은 과

거를 현재화하여 미래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나’의 사촌과 사촌이 좋아한 여자 아이와 사촌이 좋아한 여자 아이의

남동생들, 군복을 입은 남자들과 사촌의 오빠와 사촌의 오빠가 사랑하는

서울의 여자 아이가 무수한 소문과 불길함에 시달릴 때, ‘나’가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결혼’ 때문이었다. 마치 많은 탈영병들이 사

소한 이유로 탈영을 했다가 대부분 돌아오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탈영

병들이 있는 것처럼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는 ‘나’가

들은 외부적 환경 혹은 낯선 세계의 미메시스를 통하여 ‘불문명한 나’에서 보다
‘분명한 나’ 혹은 ‘낮은 차원의 나’에서 ‘보다 고차의 나’로 발전해나가는 삶을 살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쓰고 있다. 이는 다양한 마이너리티가 90년대 한국소
설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류보선, 「전환기를 건너는 법」,
《문학동네》, 1997년 겨울호, 526쪽.

356) 『바람 인형』, 33-34쪽.



130

있다. ‘나’는 불을 질러 버리자는 사촌의 제안에 “정말로 그렇게 하면 재

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무엇

을 한다, 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기로 한다.”357) 여기에서 몇 차례 강조되는 것이 ‘기분’이라는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하지 않겠다’, ‘할 필요가 없다’, ‘알 수가 없다’와

같은 부정적인 감각이라기보다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

이다. 동시에 이 순간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강렬한 예감

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기분’은 설명할 수가 없다. 배수아의 다음 작

업들이 환상성이 강조되고 ‘나’가 아닌 미지의 아이들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이 ‘기분’을 설명해보고자 함이다.

「내 그리운 빛나」, 「포도 상자 속의 뮤리」, 「프린세스 안나」 이

세 작품은 제목에서 연상되듯 어떤 독특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빛나’는 “먼 바다의 꽃에서 태어난 아이라고도 말하고 아주 아득한 북쪽

중국의 사막에서 온 말 못 하는 아름다운 처녀가 낳은 아이라고도” 말해

진다. 아홉 형제들이 있는 삼촌과 숙모에 의해 길러지는 ‘빛나’는 희귀한

병에 걸려 눈이 멀게 된다. 아마도 전사(戰死)한 것으로 추측되는 ‘빛나’

를 사랑한 남자 아이가 자신의 눈을 주는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이

소설은 다양한 여아 동화 모티프를 변주한다. 이복동생들까지 합해 열두

명이나 되는 남매들과 숙모의 손에 자라는 「포도 상자 속의 뮤리」의

‘나’ 역시, 아버지가 엄마와 헤어지고 이모와 결혼한 뒤 삼남매와 함께

크는 「프린세스 안나」의 ‘나’도 마찬가지이다. 아름다운 동화나 디즈니

만화 영화 속의 인물들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슬픔을

모조리 견디면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숙모의 아이는 한번도 본 일이 없는 나에게 포도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너무나 먼 길을 온 것이다. 숙모의 아이가 없는

동안에 걷지 못하는 아기 염소 뮤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

을까. 걷지 못하는 아기 염소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357) 위의 책,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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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피할 수 없는 운명, 이라고 부르는 한 종류의 일일 것

이다. 나에게 이복 형제들까지 합해서 열두 명의 남매들이

있었던 것이나 눈물 많은 여자 아이의 약혼자가 여자 아이에

게 전화하지 않고 있는 것, 혹은 그 옛날의 숙모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런 종류일 것이다.358)

「포도 상자 속의 뮤리」에서 숙모의 심부름으로 포도를 가져다 주기

위해 먼 길을 온 아이를 보내면서 ‘나’와 ‘여자 아이’는 “저 아이는 정말

작고 더 이상 자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359) 그들은 각자 스물 다섯,

스물 아홉이라는 나이를 이제야 서로 확인한 회사 동료인데, ‘저 아이’는

“숙모가 다시 결혼했다는 경기도 어디에서 염소를 키우고 있다는 남자의

아이일 것”이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자란 ‘여자 아이’와 부모의 존재를 알

수도 없는 ‘나’에게 ‘저 아이’의 미래는 너무도 분명하다. 그 ‘아이’는 “가

난한 농장의 걷지 못하는 아기 염소로 태어”난 ‘뮤리’의 이야기를 통해

생을 견뎌나갈 것이고, ‘나’와 ‘여자 아이’ 역시 그래왔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이상하였다.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었다. 이모는 우리를 야단치지 않았고 언제

나 맥주를 주었고, 목욕탕에서 우리 형제들은 모두 옷을 벗

은 채로 물을 끓여서 목욕을 한다.360)

「프린세스 안나」의 이 ‘이상한 가족’과 지하철 밑바닥에 사는 ‘아이

들’은 형부의 죽음을 통해 겹쳐진다. 아버지와 결혼한 이모와 함께, 또

그 이모가 낳은 아이와 함께 사남매가 자랐어야 했고, ‘언니’는 스무 살

에 곧바로 결혼해 이제 막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형부’는 지금 바깥으

로만 돈다. ‘나’는 형부를 증오하고 ‘언니’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시작

한다.

358) 위의 책, 96쪽.
359) 위의 책, 99쪽.
360) 위의 책,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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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줄은 네가 잘 알고 있

지. 네 언니도 대학 같은 데는 갈 생각도 못 해봤어. 네 동생

들도 생각해봤니.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학교로 가는 네

남동생이나 한겨울 내내 겨울 코트도 없이 다니는 저 아이를

봐, 넌 뭐든지 다 하지. 대학도 갈 거고 미술 학원에도 다니

잖아. 밤에는 한번도 집에 돌아오는 일이 없고. 넌 네 아버지

를 닮았어. 넌 네 가까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지.”361)

자신의 딸들은 다 예쁘고 강하다는,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

는, “말을 타고 중국의 황야를 달리는 젊은 날의 강청” 같은 사람이 되

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전언은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나’로 하

여금 모종의 결심을 내리게 한다.362) 자신이 쿠바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우편 배달부의 실종된 마지막 아들 ‘노아’, 지하철 깊은 터널에

살면서 깊은 밤 오토바이를 끌고 나타나는 난폭한 ‘핑크’와 귀여운 여자

아이였던 공주 ‘안나’는 형부의 죽음을 공모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강

하고 아름다운 프린세스 안나가 가족의 해방을 이루는 결말로 끝나지 않

는다.

형부는 집으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마침내 죽었다.

어린 그 아이는 슬피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울지 않았고 큰

언니는 우는 시늉만 하고 만다. 작은언니는 형부가 벌을 받

은 거라고만 한다. 왜 형부가 벌을 받는가. 형부는 어린 그

아이에게 잘해주었다. 난로를 피워주고 과자도 사주고 다정

하게 말도 붙여주었다. 가족 중에서도 어린 그 아이에게 말

을 붙이는 사람은 배다른 오빠와 형부뿐이었다. 큰언니와 형

부가 싸울 때 언니는 날카롭게 소리지르면서 형부에게 대들

361) 위의 책, 124쪽.
362) 위의 책, 115쪽. 강청(江靑)은 모택동의 부인이자 문화대혁명의 지도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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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납게 굴었지만 형부는 말이 없었다. 큰언니는 형부의

가족들을 욕하고 형부가 돈도 못 벌어오는 무능력자라고 욕

한다. 큰언니에게는 공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많았다. 자

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이외의 것에 관심을 보이면 그것

을 못 참아하였다. 어린 그 아이는 홀로 집에 남아 그 싸움

을 지켜보았다. 형부가 짐을 싸고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어린 그 아이는 따뜻한 부엌에 앉아 지켜보았다. 어

린 그 아이가 아직 모르는 많은 슬픔들이 이 세상에는 있을

것이다.

오래지 않아 잊혀질 이런 날들을, 살아간다.363)

불행은 다시 다른 여자 아이에게로 이어진다. 전쟁이라도 일어나길 간

절히 바라지만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크고 작은 고통만이 반

복될 뿐이다. 언제까지 이것이 반복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채로 삶은 진

행되고 동화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 이제 불가피하게 배수아의 이

야기가 닿아야 할 곳은 ‘사람의 모양(人形)’이다.

헝겊 인형은 검은 비단실로 만든 눈동자를 감으면서 생각

한다. 기억이란 무엇인가. 가장 처음이라는 것, 이 세상의 처

음. 헝겊 인형은 자기기 이제 태어났다는 것을 안다. 아기 염

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울음 소리, 마른 풀들이 저녁 바람

에 스치는 소리. 벌떼들의 마지막 잉잉거림. 지는 들꽃의 보

랏빛. 헝겊 인형은 안도감과 따뜻함을 느낀다.364)

우연히 발견된 한 헝겊 인형이 지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난다. 자신을 데려온

‘바람’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외로운 여자 아이, 무서운 오빠, 다

리를 저는 아버지, 가난한 자매들, 축축한 방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363) 위의 책, 133-134쪽.
364) 위의 책,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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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억을 잃은 공중곡예단의 남자 아이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곡예단에서 이 년 정도 사랑했던 그들은 다리 저는 아버지가 여자

아이를 찾아 데리고 가고 남자 아이가 공중에서 떨어짐으로써 완전히 잊

힌 것이다. 시간이 흘러 회사원이 된 그들은 다시 우연히 조우해 이 년

을 만났다가 헤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헝겊 인형’

이다. 인형은 홀로 남은 남자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의 곁을 지킨다.

『부주의한 사랑』(문학동네, 1996)은 배수아 소설의 불온함을 더욱 확

대시키고 있다. 소설은 네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주문진의 언니에게로

향하던 어머니 ‘미령’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때 ‘어머니’는 ‘나’를

낳기 직전이었고 언니네에 아이들을 맡기고 그림을 그리며 여행한 뒤

‘나’를 낳으려 했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일찍 ‘나’는 미숙아로 태어나

고 가족들은 다시 아이를 먹이고 키우는 일에 전념하게 된다. 이 과정에

서 ‘나’의 집에 와 있던 이모 ‘모령’의 딸 ‘연연’은 보모의 역할을 하게 되

고 이모부이자 아버지와 연인을 맺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령’이 죽고

아버지가 ‘연연’을 도끼로 살해하면서 아직 갓난아기였던 ‘나’는 양부모에

게 입양된다.

사람들은 길에다 아무렇게나 침을 뱉고, 시장 여자들은 촌

스럽고 우악스러운 말투를 쓰고 젊은 여자들은 집에서 재봉

일을 배우면서 딱딱거리며 껌을 씹고 싸구려 향수를 뿌리고

다녔다. 사람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인 줄만 알지 그 이

상의 다른 것은 상상하기도 싫어하였다. 언제나 곗돈 얘기

아니면 남녀가 선보는 이야기, 시장터에 사놓은 가게 세가

올랐다는 그런 말들뿐이었다. 그것이 전부인 인생이었다. 미

령은 다른 삶이 자기에게만은 가능하리라 느꼈다. 돈 같은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샤갈의 그림처럼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365)

365) 배수아, 『부주의한 사랑』, 문학동네, 1996,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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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은 ‘미령’과 ‘모령’ 자매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전후의 가난하고 황

폐한 시공간이 등장하면서 배수아의 소설은 세기말의 부유와 방황으로부

터 조금 더 뻗어나가는 셈이 된다. 부산의 피난민이었던 아버지는 두 번

의 결혼을 해 강원도 횡성에 자리를 잡았고 서로 다른 핏줄을 가진 자매

를 두었는데 둘은 나이 차가 있는 편이어서 서로에 대한 기억은 희미한

편이며 ‘모령’이 일찌감치 결혼하여 집을 떠났었다. 그때 ‘미령’은 자신은

결코 ‘싸구려’ 인생을 살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그냥 아이를 낳고 평범

하게 살아가는 것 이상의 무엇”을 위해 “화가”가 되어서 “내 인생을 확

실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령’에게도 자신을

존중해주는 ‘어린 남자’가 있었고 결국 “아이 같은 낳지 않고 일생을 살

겠”다는 다짐은 실패하게 된다.366)

이후 서술되는 ‘모령’의 삶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나’가 사실은

‘미령’이 아닌 ‘모령’의 딸임이 밝혀진다. 폭력적이었던 남편이 결국 죽고

‘모령’에게 남은 것은 “첫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세 명의 아이들과

병을 앓는 큰딸과 이미 죽어버린 두 아이의 무덤과 가장 나이가 어린 사

내아이와 연연, 얼마간의 빚과 마을에서 떨어진 산기슭에 있는 방 하나

짜리 집”이었다.367) 그런 ‘모령’에게 마지막 아기가 또 찾아온다. 아비는

누구인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나쁜 피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면서 결국 마흔의 나이에 큰딸마저 절에서 죽고 혹한의 강원도 겨울에

그 아이를 낳게 된다.

나는 기억의 처음에 모령의 몸 속에서 말한다.

이건 아니야. 이것은 내 처음이 아니야. 햇님이 하늘거리는

여름날에 나는 태어나고 싶어. 어머니, 나는 태어나서 흰 그

네를 타고 싶어. 나는 어머니의 딸 연연처럼 되고 싶어. 그런

데 어머니는 내가 죽기를 원해요. 이제 나는 어머니를 보지

않겠어요. 일생 동안 만나지 않겠어요. 어머니, 나는 이제 죽

366) 위의 책, 46-47쪽.
367) 위의 책, 49쪽.



136

을 때까지 어머니의 아이가 아니겠어요. 바람처럼 떠나겠어

요.368)

‘모령’은 간장을 들이키고 뜨개질 바늘을 몸 속에 집어넣으며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나’를 낳게 된다. 그는 무수한 노동으

로 지쳐가면서도 악착같은 생활력으로 아이들을 먹이지만 끝내 ‘나’ 역시

‘연연’처럼 ‘미령’에게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소설의 초반부에서

화자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가 태어나던 때

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쓰고 있고 “프랑스인 사설 탁아

소의 임시 식모였고” 가난한 주문진 여자였던 이가 엄마일 것이라 추측

하기도 한다.369) 즉 ‘모령’이 ‘나’의 엄마라는 사실은 화자가 설정한 또

하나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결국 양부모에게

입양된 ‘나’가 ‘김연연’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간다는 점이다.

나는 태어난 지 육 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름이 없다.

오래된 작은 방울을 빼면 장난감도 갖고 있지 않고 연연말고

는 안아주는 사람도 없다. 나는 아기다. 아직도 맑고 고운 눈

동자를 갖고 있고 이름이 없다.370)

그 날의 슬픔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누구인가 나를 안고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갔다.

이 아이가 연연이야. 가장 어린 아이. 자라면 언니들처럼

귀여워질 거야.

나는 연연(蓮蓮)이 되었다.371)

368) 위의 책, 59쪽.
369) 위의 책, 10-11쪽.
370) 위의 책, 19쪽.
371) 위의 책,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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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가 연연이에요. 가장 어린 아이죠. 아직 말도 못하

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아기가 울면 뜨거운 햇빛 아래 내

어놓으면 기분 좋아하죠. 설탕을 넣은 우유로 자랐어요. 학교

선생 부부가 강원도로 여행한 다음에 데리고 온 아기예요.’

양부모를 데리고 온 사람이 양부모에게 나에 대해서 말하

고 있다.372)

죽은 연연은 아버지의 애인이라고 소문이 났고, 그 아버지가 연연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얼른 지워져야 했다. ‘나’는 그 ‘연연(蓮蓮)’의

이름을 받아 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삶과 연

꽃이 갖는 불교적 의미 등을 떠올릴 때 ‘나’의 생이 수많은 여성들의 생

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 모녀나 자매 혹

은 그 너머의 여러 관계망으로 맺어진 여성 인물들은 서로 다르지만 비

슷한 생의 국면을 맞이한다. 그것은 바로 ‘부주의한 사랑’인데, 본래의

‘연연’이 아버지이자 이모부와 맺었던 관계, ‘나’가 어쩌면 같은 엄마를

가졌을지 모를 ‘남자아이’와 유부남인 그의 ‘사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어린 남자를 만나 결국 아이를 낳은 그 많은 엄마들까지,

이들은 모두 그토록 경계하고 두려워했지만 부주의한 사랑에 빠지고 만

다.

‘미령’과 ‘모령’ 자매의 이야기가 끝난 뒤 소설은 ‘나’가 1989년 강원도

를 여행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가까워진 ‘남자아이’의 어머니는 그를

낳고 이유 없는 병을 얻어 절에 들어갔고, 그 길로 출가하여 지금껏 살

고 있는데 한번 찾아뵙는 게 좋겠다는 숙모의 연락을 받고 둘은 새벽에

강원도의 작은 사찰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누군가를 만나 차를 마시고 내려오는데 ‘나’는 사라진 ‘모령’을 떠올린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언제나 밤이면 쓸쓸하게 바람 부는

어두운 강가에 홀로 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발밑에서부터

372) 위의 책,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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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다가오는 지진. 기억 이전에 있는 고통스러운 사랑

안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는 걸. 홀로 침대에 누워 죽어

가고 있는 미령의 마지막을 언제나 가쁜 숨소리처럼 가깝게

느끼고 살아갔다는 것. 앓어 있는 내 어린 자매가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마지막 태양이 지는 붉은 하늘을 향해 오빠,

은행에 갔었어? 난 배가 고파. 하고 외치는 소리를 실제로

들었다는 것. 난 양부모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슴 저민

저 밑바닥 어디엔가 있는 모령의 모습도.373)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연연’이라는 이름을 갖고 양부모 밑에서 평

범하게 자랐던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과거를 모조리 기억하고 있는 것

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과

거는 내 그림자에 비쳐지는 희미한 거울의 뒤편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374) 그러므로 ‘나’가 글을 쓰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꿈에 관한 내 책에서 나는 썼다.

‘나는 연연이다. 나는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연연

은 내 자매이고 그리고 연연보다 더 나이가 많은 자매가 있

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 나이 많

은 자매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고 연연은 내가 한 살도

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누구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도리어 나에게 뭔가를 숨겼다. 은밀하고 어두운 이야기가 스

며 있기 때문이다.’375)

너무나 많은 아이를 낳게 되는 여자들과 그만큼 너무 일찍 죽는 아이

들 사이에서 이들은 어떻게든 살아간다. 사랑은 그것의 원인이면서도 삶

373) 위의 책, 103쪽.
374) 위의 책, 98쪽.
375) 위의 책,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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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뎌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인연과 혈연이 계속 생성되면서 불행

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비극은 반복된다. 이는 지나간 시간이 회귀하여

자꾸만 현재가 되고 미래마저 운명적으로 감지되는 서사로 재현된다. 배

수아 소설의 여자 아이들은 ‘고아’가 아니라 ‘사생아’에 가깝고 부도덕하

고 비윤리적인 부주의한 사랑의 결과이며 동시에 그 원인이다. ‘나쁜 피’

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으며 그 불온함과 오염을 배

수아는 인정한다.

조금 더 나이를 먹은 뒤, 사람들은 나에게 말했다.

‘너의 인생은 사촌 때문에 나쁘게 되었어. 점점 더 행복에

서 멀어지고 마침내는 죽을 때까지 불안밖에 없을 거야. 인

간의 관계는 그렇다. 나쁜 것은, 매력적이고 진지하고 치열하

고 강하다. 인생을 오래 살게 되면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그리고 그런 병은 절대로 낫지 않는 거야.’376)

배수아의 인물들은 ‘나쁜 것’이 매력적이고 강하다는 것을 안다. 동시

에 그 일탈과 파격이 대단한 황홀함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삶의

어떤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혼란과 어지러움을 적극적으

로 받아들이면서 수많은 자매들의 생을 수리하는 일이 배수아 소설이 보

여주는 핵심이다. 따라서 이 배수아의 작품은 충분하게 남성을 대상화한

다. 가부장제 남성 권력으로 재현되면서도 이들은 여자 아이들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실패와 좌절은 이미 예정되어 있을 뿐 아니

라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재하는 어머니를 찾아 떠나야만 한다”는 것

이기 때문이다.377)

에이드리언 리치는 “여성 시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당시 ‘완전한’ 여성의

삶으로 규정되었던 모습을 모두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20

대 초반에 결혼 생활에 뛰어들었고 서른이 되기도 전에 세 아이를 낳았

다”고 회고한다. 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376) 위의 책, 135쪽.
377) 김미현, 「해설: 이미지와 살다」, 위의 책,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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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흐름에 떠밀려 들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일”이라고

쓰고 있다.378) 이때 리치가 강조하는 것은 자유로운 예술가가 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의 여성적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성적

인 예술가와 사상가의 신화”이고 여성은 이 “충돌”을 통해 더 많은 가능

성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다.379) 배수아가 그려낸 여자 아이

들의 세계는 남성에 의해서만 표상되어온, 혹은 가부장제에 저항하기 위

해서 재현되어온 서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체화해가는 과정이

다.

자라지 않는다는 개념은 성장을 전제했을 때라야 가능하다. 또한 어떤

미성숙함과 의존성을 상정하고 그것을 설정된 정상성이나 독립성과 비교

하면서 성장의 필요성은 자주 요구된다. 배수아의 서사에서 흥미로운 지

점은 그가 그러한 개념의 성장을 거부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점이

다. 이것은 성장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거나 성장을 멈추고 싶다는 어

떤 의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마치 인형처럼 영원히 자라지 않

는 여자-아이는 자신이 가진 인식의 한계 속에서 정보를 쌓아나갈 뿐이

다. 누적된 정보는 주체를 자라게 하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게 만든다.

즉 수직적인 자람이 아니라 수평적인 확장이 존재론적 핵심이라는 점을

배수아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것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양적인 면이다. 고통의 깊이가

아니라 결핍의 다양성이 주체를 본질적인 곳으로 데려간다. 미성숙한 자

아를 성숙하게 만드는 근대적 남성 서사가 아니라 수많은 미성숙함 속에

서 그 차이들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여성 서사가 1990년대 배수아를 통

해 재현되고 있다.

378) 에이드리언 리치,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이주혜 역, 바다출판사,
2020, 36-37쪽.

379) 위의 책,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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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수자 영토의 확장과 마이너리티의 형식들

4.1. PC통신 문학장의 형성과 퀴어 판타지

1990년대 문학에서 ‘컴퓨터 글쓰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것

이 통신망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시청각적 매체의

발달과 그 파급력으로 인해 전통적 문자 텍스트가 주도권을 상실하리라

는 예측과는 달리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연결’은 언어 소통의 즉각적인

효율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했다. 특히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적지 않은 양의 문자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문학 유통의

새로운 장을 열게 했다. 1990년대에 폭발적인 대중문화의 영향력과 스펙

터클한 시청각적 매체, 글로벌한 문화적 수입 등은 문학이 ‘위기’를 느끼

게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PC통신망 보급, 이후의 인터넷 시대380)를 거치

면서 오히려 문자의 효율성, 문학의 더 큰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 되

었다. 거대 서사가 사라져가고 더 이상 문학이 담론의 주도적 역할을 하

지 못할 때 이것은 문학 전체의 ‘위기’가 아니라 어떤 문학, 다시 말해

지식인 남성의 전통적인 문학의 위기였다.381) 새로운 세대의 문학은 가

벼움에 열광하고 키치적인 것을 숭배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기성의 담론

에서는 여전히 역사의식에 바탕을 둔 ‘진정성’이 중시되었다.382)

380) 90년대 중반에 이르면 80년대 후반 시작된 PC통신의 세계는 이미 인터넷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1991년 9월 인터넷에 연결된 국가는 총 93개국이었는데, 1995
년 6월에는 173개국으로 늘어났다. 전길남, 「인터넷의 기원과 전망」, 《과학사
상》, 1996년 가을호, 83쪽.

381) 또한 그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자본에 의해 상업화되어가는 문학의
흐름 속에서 ‘창작-비평-출간’을 둘러싼 문예지, 출판사, 광고, 문학상 등 문학의
‘남성적 구조’에 의한 위기이기도 했다. 이에 관해서는 이성욱, 「문학과 ‘벌거숭
이 임금님’」, 『비평의 길』, 문학동네, 2004, 38-67쪽 참조.

382) <한국 문학: 걸어온 길,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특집 아래 김병익, 유종호,
백낙청, 김윤식 등이 《문학과사회》 1997년 여름호에 글을 실은 바 있다. 이 지
면은 “90년대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단절의 상상력을 넘어서고, 신세대 중심의 문
학 담론에 세대론적인 균형을 부여하고, 문학 내부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조금이
나마 흐트러트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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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기 붐 못지않게, 글 쓰기 공장이 세워진 것도 글을

쓴다는 작업의 신비를 벗겨내는 데 큰 공헌을 해왔다. (…)

인물 성격과 성격의 변형과 심리와 일탈이 조사되고 수집되

어 정리 분류될 필요가 생겼고, 필연적으로 조사 수집부가

생겨났다. 몇 명으로 처음 시작된 조사 수집부는 이제 가장

큰 글 쓰기 공장의 경우 수천 명에 이르는,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숨쉬는 필연적인 존재가 되었다. 조사 수집원들은 목적

에 따라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기도 하고 밝히지 않기도 한

다.383)

1990년으로부터 약 20여 년이 흐른 근미래를 배경으로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상상하는 송경아의 「신세대?」에서 글은 이제 공장에서 생산되

는 하나의 제품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설정이 책의 종말

이라든가 작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쟁이’들의 표현과 사

고가 더 풍부해지고 나아가 글쓰기의 혁신으로 연결되었다고 서술한다는

점이다. 돌아가신 엄마가 책이 되어 돌아와 ‘어머니-책’을 읽으며 나 역

시 책을 쓰게 된다는 「책」에서도 결국 읽기-쓰기에 대한 가능성에 송

경아는 무게를 둔다. 인생이 하나의 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인물이 “위

조본, 복사본, 파본, 앞의 반은 똑같고 뒤의 반이 틀린 두 개의 책,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문체가 다른 책들, 한 장이 틀린 책, 단어 하나가 틀린

책, 글자 하나가 틀린 책, 판본이 다른 책, 장정이 다른 책” 등 자신의

삶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쓰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나-책

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대목384)은 포스

트모더니즘에 입각해 전통적인 문학 관념을 거부하는 90년대 작가의 의

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385)

의 가능성과 그 의미에 관해서는 대체로 언급이 없으며,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인
식이 도저하다. 『문학과사회』 편집 동인, 「편집의 말: 단절의 감수성을 넘어」,
《문학과사회》, 1997년 여름호, 466쪽.

383) 송경아, 「신세대?」, 『책』, 민음사, 1996, 51-52쪽.
384) 송경아, 「책」, 위의 책,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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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에는 ‘디지털 시대’, ‘전산통신망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

등으로 당대의 매체적 변화를 언급하면서 컴퓨터 글쓰기의 가능성과 한

계를 타진했던 논의가 여럿 등장했다. 문학이 ‘위기’라는 인식하에 전개

되었던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새로운 매체를 통한 글쓰기를 ‘정전’, ‘본

격문학’, ‘문학 중심부’와 대립시키면서 기성 문학의 우위를 확인하거나

문학 일반에 대한 낙관이나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어졌다.386) 특

히 PC통신을 통한 문학의 유통은 “지나치게 일회적인 재미에만 매달려

있으며, 그 문학성은 아마추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폄하

되기 일쑤였다.387)

하지만 컴퓨터와 PC통신을 통한 다양한 문학적 시도는 큰 변화를 가

져왔다. 김병익은 컴퓨터 글쓰기의 특징으로 ‘워드 프로세서에 의한 문체

의 변화’, ‘작가-독자의 새로운 유통 경로를 통한 문학의 민주화’, ‘쌍방향

/집단 창작 등 하이퍼텍스트 출현’, ‘독창적인 작가로서의 ’저자‘ 개념 변

화’ 등을 짚어낸 바 있다.388) 또한 전체적인 플롯의 일관성이 중시되던

과거와 달리 컴퓨터 글쓰기는 언제든지 그 단편적인 구조와 체계를 바꿀

수 있고 “변화된 생산방식은 논리적 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물을 인식하

는 방법을 뒤바꿔 놓”게 된다.389) 언어는 다른 모든 소비 대상과 함께

385) 한편 당시 대표적인 컴퓨터 글쓰기 작가로 호명되던 구효서는 원고를 ‘날리는’
공포, 늘 초고 상태라는 불안, 물성의 부재가 주는 허무함 등에 관해서도 언급하
고 있다. 구효서, 「하지만, 오늘도 키보드다」, 《소설과사상》, 1994년 봄호,
223-234쪽 참조.

386) 다음의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다. 김병익, 「컴퓨터는 문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동서문학》, 1994년 여름호; 정과리, 「문학의 크메르루지즘―컴퓨터
문학의 현황」, 《문학동네》, 1995년 봄호; 김병익, 「신세대와 새로운 삶의 양
식, 그리고 문학」, 《문학과사회》, 1995년 여름호; 복거일, 「전산통신망 시대의
문학하기」, 《문예중앙》, 1995년 가을호; 이성욱, 「키보드 문학세대에 관한 스
케치 또는 단상」, 《문학동네》, 1995년 가을호 및 <특집: 컴퓨터 시대의 글쓰
기>, 《현대비평과 이론》 4호, 1992년 가을·겨울호; <특집: 우리 소설의 새로운
환경Ⅱ―컴퓨터 시대>, 《소설과사상》, 1994년 봄호; <특집: 뉴미디어 시대의
문학을 전망한다>, 《문학사상》, 1994년 11월호; <창간 기획: PC통신, 그 한계
와 가능성>, 《REVIEW》, 1994년 겨울호 참조.

387) 장석주, 「글쓰기와 글읽기의 혁명적 전환」, 《문학사상》, 1994년 11월호, 120
쪽.

388) 김병익, 「자본―과학 복합체 시대에서의 문학의 운명」, 《문학과사회》, 1997
년 여름호, 504-5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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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화’되고 문자 텍스트는 이제 ‘코드화’되어 전달된다. 한편 남성적 펜

글쓰기와 여성적 컴퓨터 글쓰기를 대비시킨 정정호는 “가벼움, 탄력성,

환희성, 다양성, 불확정성, 비억압성, 관능성, 유희성, 비원형성, 비논리성,

자유주의, 보편내재성” 등을 여성적 컴퓨터 글쓰기의 특징으로 보고 그

것이 기존의 문학과 문화적, 정치적, 해방적으로 변별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390) 즉 컴퓨터 글쓰기가 단순히 문자를 기입하는 방식의 변화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젠더와 수용, 유통 등 본질적인 전환을 가져왔

다는 것이다.

진희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HWP를 두드리고,

거기다 15포인트 글자로 커다랗게 <아기: 과연 나한테 필요

한가?> 하고 쳤다. HWP 화면은 하얬다. (…) 진희는 한참

동안 넋을 놓고 HWP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의 위에서 아

래로, 화소들을 가로지르는 주사선을 타고 시간이 물방울처

럼 똑똑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

무것도 없었다.391)

나한테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연말에 주소록을 타이핑할

때였어. 내가 하는 일은 늘 어떤 사람들에게 안부 편지를 보

내고 업무상 편지를 보내는 일이잖아. 그 일이 모두 결산될

때가 연말이지. 인간들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 번호, 직함, 직

장 주소, 우편 번호. 그 가운데 서 있으면서, 정보들이 급류

의 휘말림처럼 몰려드는 곳에 있으면서, 내가 느끼는 짜릿한

희열감을 알겠니?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곳을 내 손에 움켜

쥐고 있을 때, 정보는 힘, 권력의 왕좌에 올라서 있는 것은

강 이사님이 아니라 바로 나야. 강 이사님은 내게 타이핑을

389) 김진송, 「압구정동: 꼴라지된 환영의 현실」, 강내희 외, 『압구정동 : 유토피
아 디스토피아』, 현실문화연구, 1992, 113쪽.

390) 정정호, 「컴퓨터 시대의 글쓰기의 명암―기계/타자와 인간/동일자 대화적 상
상력을 위하여」, 《소설과사상》, 1994년 봄호, 210쪽.

391) 송경아, 『아기 찾기』, 민음사, 1997,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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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드는 허수아비일 뿐이고, 실제로 그 모든 주소들을

지켜보고 다루는 것은 나의 일이지.392)

송경아의 첫 장편 『아기 찾기』는 주인공 ‘진희’가 일반적인 의미의

‘아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불현듯 아기를 찾아야겠다고 결

심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진희’는 컴퓨터를 켜서 워드프로세서

에 이를 입력해보지만 전혀 진척이 없다. 이윽고 ‘진희’는 PC통신 채팅

에 접속해 “아기 찾기”라는 방을 만드는데 ‘강치훈’이라는 인물이 입장해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사건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두 번째 장면

은 남성 권력자를 대신해 비서인 여성이 ‘타이핑’을 하고, 정보를 관리하

는 장면이다. 비서인 ‘미스 임’은 ‘강 이사’를 대신해 많은 개인정보를 입

력, 관리하는데 그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언급한다. 20세기를 전후해

“쓰기-기계”를 통해 등장한 여성 타이피스트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와 더불어 ‘사이보그-되기’를 수행한다.393)

이 장면은 90년대 컴퓨터 글쓰기의 핵심이 키보드를 통해 워드프로세

서 프로그램에의 입력이 아니라 통신망을 통한 ‘소통’ 혹은 ‘활용’에 있음

을 잘 보여준다. 송경아는 ‘통신에서 글 쓰기’와 ‘통신에 글 올리기’를 구

분하고 전자는 오히려 종이 위에 글을 쓰는 행위와 더 가까워 보인다고

하면서 “골방에서의 ‘고독한’ 글쓰기를 벗어난, 외롭지 않은 글쓰기”로

후자를 설명한 바 있다.394) “문명의 기원에 관한 서구의 설화에서 글쓰

기, 권력, 기술은 오랜 공범자”라고 언급했던 해러웨이는 그 메커니즘의

경험을 바꾼 것이 “소형화”라고 지적하고, 또한 그 소형화는 아름답고

위험하다고 서술했다.395) 모니터의 하얀 화면과 입력되는 글자들, 까만

392) 위의 책, 59쪽.
393) 해러웨이가 “종래의 남성주의적 정치의 거리 투쟁보다 사이보그 권력망을 정확
하게 읽어내는 비자연적 유랑민 여성들”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참조하자면 이를
“기술 매개 사회에서 생겨나는 대안적인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 도나 해러웨이,
「사이보그 선언: 20세기 후반의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 앞의
책, 27-29쪽.

394) 송경아, 「통신 글쓰기의 여러 가지 모습」, 《오늘의 문예비평》, 1997년 여름
호, 32쪽.

395) 도나 해러웨이, 앞의 책,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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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 타이핑을 기다리는 손가락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타인들 등은 전통적인 남성적 주체와는

다른 형상이다. 몸에 대한 인식, 특히 여성의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 경

험, 사유들은 엘렌 식수, 뤼스 이리가레 등을 통해 ‘여성적 글쓰기’로 개

념화되어왔고, 남성을 통해 타자화되고 대리 경험되는 여성의 몸이 아니

라 더 넓은 스펙트럼의 몸, 즉 젠더/장애/인종/국가 등을 가로지르는 다

양체로서의 몸이 글쓰기에 있어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논의를 참

고하자면 여성의 타이핑은 ‘기계’의 소수성과 연결된다. 모더니티가 “의

식적인 합리적 자아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대되던 실체로서 주체를 정의

하는 전통적 정의의 실패”라고 본 브라이도티에 의하면 합리적 도구라

일컬어지던 이성은 기계라는 테크놀러지의 관점으로 흡수된다.396) 건장

한 남성 신체가 전통적인 합리적 이성의 세계에서 유일한 주체로 여겨졌

던 것과 달리 변화하는 테크놀로지에 따라 ‘괴물’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사유가 소설이라는 영역에서 SF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우선 과학기술에 대한 담론이 1990년대를 전후하여 매우 활발하게 전

개되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이 문예미학

적인 텍스트의 측면에서만 조망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및 미래학의 차

원에서도 이루어졌음은 이 시기 매우 중요한 이론적 맥락 중의 하나이

다. 90년대 초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것이 ‘과학

기술’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 계급 문제가 기

술과 정보의 발달로 인해 사무직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과 맞물려

있듯 포스트모더니즘 역시 자본과 기술, 과학의 힘에 의해 ‘일원화’되는

세계에 대한 반성이자 회의의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본래 역사철학적 용어에서 문화적 개념으로 변모해가던 흐름을 하버마

스, 리오타르, 들뢰즈, 푸코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 김성기의 글은 초창기

담론의 양상을 잘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로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 운동의 형태로 논의되던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을 사회 구조적 방

향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는 “포스트모던의 문제틀로서

396) 로지 브라이도티, 『유목적 주체』, 박미선 역, 여이연, 2004,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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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되는 과학적 다원주의·차이성·비동시성·탈중심화” 등의 원리가 곧

“비동시성적 저항이라는 포스트모던의 정치(학)”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사회적 “실천”의 영역임을 강조한다.397)

한편 김진석은 ‘해체’의 개념에 주목해 포스트모더니즘을 ‘탈놀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중심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탈’은 필연적으로 ‘가면(탈)’을 쓰는 가상이나 허구의 형태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탈남’이나 ‘강탈’ 등 추방에 노출되는데 이를 ‘놀이’로,

즉 무한히 확장하여 완전히 열려 있는 실천적 해석의 단계를 도모하는

것이 “해체하는 텍스트”398)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그는 ‘탈언어’와

‘기억의 정치경제학’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컴퓨터의 정보 처리 속도 및 그것의 집적 능력이 “현단계의 자본주의 사

회는 더 이상 ‘노동의 정치경제’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는 것이다.399) 초기 산업사회 노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계의

활동은 생산력에 있어 인간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기억을

복제하고 저장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그

는 오늘날 ‘정보’는 전통적인 의미의 ‘지식’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인간이라는 주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나 제임스 글리크의 『카오스』, 칼

세이건의 저작 등이 두루 소개되고 PC통신 및 컴퓨터의 발달, 멀티미디

어, 인공위성, 이동통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SF 장르 역시 문학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다. 복거일은 과

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과

학소설’이라고 언급하면서 어떤 미래학 저서도 널리 알려진 과학소설의

영향력을 넘지 못한다고 쓰고 있다. 그는 좋은 문학 작품이란 결국 “세

계와 사람에 대해 근본적 물음들을 던진다는 점”이라고 말하면서 과학소

설의 가능성과 새로움을 강조한다.400)

397) 김성기, 「포스트모더니티의 사회 이론」, 《문학과사회》, 1990년 봄호, 376쪽.
398) 김진석, 「‘탈’의 놀이―니체와 데리다의 해체 작업의 예」, 《문학과사회》,
1990년 여름호, 857쪽.

399) 김진석, 「해탈에서 탈로, 인간에서 의인으로」, 《문학과사회》, 1991년 여름
호, 5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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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SF장르가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으로 논의된다.

근대문학 1세대 작가들에게서 ‘과학’은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품에

반영되어 있고 본격적인 SF가 번역, 번안되어 소개되기도 했다. 한국SF

의 효시로 불리는 김동인의 「K박사의 연구」(1929)와 해방 후 한낙원

등에 의해 명맥을 이어오던 SF소설은 1965년 문윤성의 『완전사회』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한다.401)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잡지

《학생과학》을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SF작가클럽’은 비록 1970년대 후

반 여러 이유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한바 있다.402)

이후 대체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작품을 통해 간헐적으로 이어져오던

SF의 흐름은 1990년대 PC통신의 등장으로 완전히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된다.

1989년 최초의 PC통신 문학 작품으로 언급되는 이성수의 『아틀란티

스 광시곡』(햇빛출판사, 1991)을 시작으로 임준홍의 『네메시스의 서』

(명지사, 1993), 염승호의 『하이브리드』(홍익출판사, 1995),403) 김도현의

『로그인』(창작과비평사, 1996) 등을 비롯해 다양한 앤솔로지 기획도

이루어졌다.404) 또한 해외의 SF작품이 무척 활발하게 소개되는 시기이기

도 했는데, 출판사를 옮겨가며 발간되었던 <과학소설걸작선> 시리즈를

비롯해 『세계 SF 걸작선』(고려원미디어, 1992), 『시간여행 SF 걸작

선』(고려원미디어, 1995), 『코믹 SF 걸작선』(고려원미디어, 1995),

『세계 SF 걸작선』(도솔, 1993), 『세계 휴먼 SF 걸작선』(도솔, 1994),

『세계여성소설걸작선(전2권)』(여성사, 1994)405) 등을 통해 아서 클라크,

400) 복거일, 「미래의 여러 모습들」, 《문학과사회》, 1994년 봄호, 476쪽.
401) 『완전사회』는 1965년 《주간한국》 주관 제1회 추리소설 공모 당선작이었고,
1967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최근 복간되어 재출간되었으며, 22세기 여성들
만 살아가는 지구에 냉동인간인 남성이 깨어난다는 설정을 갖고 있다.

402) 고장원, 「우리나라 과학소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박상준
외,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 케포이북스, 2016, 200-201쪽.

403) 이 소설은 1994년 천리안 주관 제1회 컴퓨터 통신문학상의 수상작이기도 하다.
404) 이성수·윤태원·임준홍·김호진 외, 『창작기계』, 서울창작, 1993; 이영수·김종준·
송세현·김창규, 『사이버펑크』, 명경, 1994; 하이텔문학관 엮음, 『비트시대―한
국PC통신 하이텔 이용자문학 우수 소설집』, 토마토, 1996; 하이텔문학관 엮음,
『주목받는 여성 신예작가 신작9인선』, 청아출판사, 1996; 김영하 외, 『창작도
발』, 오늘예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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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작 아시모프, 로버트 하인라인, 조안나 러스, 어슐러 르 귄 등 대표

적인 SF 작가들의 작품들이 번역되었다.406)

특히 복거일이 자신의 소설 『파란 달 아래』(문학과지성사, 1992)를

하이텔문학관에서 연재하면서 PC통신 문학은 큰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

다.407) 잘 알려져 있듯 복거일은 일반적인 문단 작가의 이력을 밟아오지

않았고 『비명(碑銘)을 찾아서』(문학과지성사, 1987)라는 ‘대체 역사’ 소

설로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일련의 해석과 상상

력을 동원한 형식은 한국문학사에서 그리 낯선 것은 아니었다. 특히 고

전적 설화나 신화, 역사적 사건이나 특정 시공간 등을 패러디나 다시 쓰

기의 방식으로 접근한 경우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시도가

대체로 ‘민족’과 ‘국가’의 현실에 대한 통찰로 귀결되는 것은 한국문학의

특징인데, 복거일의 작품 역시 이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다양성과 새로운 유통 방식에 복거일의 시

도가 미쳤던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 그 스스로 밝히고 있듯 “전산통신망

에 소설을 맨 처음 발표한 것은 전산통신망을 운영하는 회사의 격려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한 비전업작가들”이고 “그런

자발적 연재가 여러모로 상징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사실이다.408) PC

통신 기반의 소설 쓰기는 지식인 남성 중심의 제도권 문학장을 벗어나

여러 아마추어 글쓰기의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

들 중 아주 일부만이 파편적인 자료로 남아 있어 그 실상을 확인하기 어

려운데, 복거일은 전통적인 형태로 그 기록을 남겨 두었다.

2030년 달 기지를 배경으로 그곳에 가 있는 북한 출신 기지원들이 ‘조

405) 90년대 한국 과학소설의 담론은 필연적으로 페미니즘과 결부되어 전개될 수밖
에 없었는데 그것은 소수의 마니아를 확보하고 있던 SF장르와 일부 페미니즘 독
자에 국한되어 있었던 여성주의 진영이 “전략적인 제휴”를 맺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허민석, 「1990년대 비남성 작가 SF 소설의 젠더 정치적
의미―송경아와 듀나(DJUNA)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1, 2020.8.,
323-333쪽 참조.

406) “포스트모더니즘 걸작선집”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된 시리즈의 1권 『사랑은 오
류』(웅진출판, 1994)에도 일부 소개되고 있는 작품들이 있다.

407) 「컴퓨터소설 큰 인기―복거일씨 「파란 달 아래」」, 《한국일보》, 1992.7.2.
408) 복거일, 「작가 후기」, 『파란 달 아래』, 문학과지성사, 1992,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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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월면 공화국’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통일 한반도를 꿈꾼다는 『파

란 달 아래』의 줄거리는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한 전망과 작가 자신의

민족주의적 열망이 성급한 신념 아래 결합하여 그다지 의미 있는 서사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책에 부기되어 있는 <자료집>과 <작가로부

터의 편지>는 당시 SF소설의 유통과 PC통신 연재 플랫폼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해준다.

달과 우주에 관한 천문학, 물리학적 자료와 북한의 행정구역이나 방언

등을 정리해 놓은 부분은 독자로 하여금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공간

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함일 것이다. SF가 무엇보다도 그 세

계의 과학적 정합성과 기술적 정밀함, 논리적 추론성에 중심을 둔다고

했을 때 그 기초자료를 독자들과 공유하는 것은 과학소설의 유통에 용이

한 방식이다. 또한 이 소설이 PC통신을 통해 ‘연재’되었기 때문에 당시

독자들의 이해를 곧바로 돕기 위한 장치도 필요했을 것이다. 연재처였던

<하이텔문학관>에서는 작품에 대한 의견이 활발하게 실시간으로 개진되

었고 작가는 이에 대해 충실하게 응답했다. 이야기의 전개에 대한 응원

이나 우려, 비판을 포함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속도감에 맞

는 소설의 진행 속도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409) 과학기술이 중심

이 되는 과학소설이 당대의 첨단 과학기술 플랫폼에 의해 유통되는 장면

은 이전의 문학 텍스트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고 이 감각은 이후 90

년대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 발표된 대부분의 창작 SF는 과학적 소재나 미래사회

에 대한 예측, 기술적 상상력 등에만 골몰하여 의미 있는 텍스트를 생산

하지 못했다. 이를테면 김도현의 『로그인』의 경우 90년대 이공계 대학

(원)생들의 현실을 무척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한 위성 프로젝트의 음

모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다루는데, 문제는 이것이 자립적 민족과학기술

을 위한 젊은 과학기술도의 각성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SF장르가

가상의 시공간을 설정하여 그 경이감을 통해 윤리적 질문을 던지는 장르

라고 할 때, 90년대 한국 SF는 우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설

409) 위의 책, 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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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90년대 한국 SF소설의 전개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과학 기

술 발전에 따른 경제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소위 화이트칼라 노동자

에 대해 소련의 ‘과학기술혁명론’에 입각하여 계급분석을 시도한 당대의

논의410)를 비롯해 80년대의 그것과는 다른 ‘과학성’에 대한 관심과 강조

는 낡은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시도

는 과학기술 역시 노동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나 여전히 자본은 소

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며,

심지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반론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사회 전반의 물적

토대를 재사유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문학적 시도의 바탕이 되었다.411)

또한 92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가 과학기술을 세계 상위 7위권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G7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93년 대전 엑스포가 개최되면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과학기술에 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

다.412)

『사이버펑크』(명경, 1994)는 당대의 PC통신 글쓰기를 가장 전위적으

로 이해하고 소개하는 작품집이다. 「사이버펑크, 그리고 컴퓨터 세대의

글쓰기」라는 머리말에서 “20세기 통신 및 제어이론인 인공두뇌학을 의

미하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와 기존 사회질서에 반항하는 말썽꾸

러기를 뜻하는 펑크(Punk)의 합성어인 사이버펑크(Cyberpunk)는 사전적

으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최첨단기술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편집광

410) 이영희, 「‘과학기술혁명’과 화이트칼라 노동자―비판적 검토」, 《창작과비
평》, 1990년 여름호, 383-407쪽 참조.

411) 《창작과비평》 1990년 여름호 문화시평에 「과학도서 출판의 현황과 과제」
라는 글을 실은 ‘과학세대’는 “과학기술의 올바른 대중화를 위해 과거의 과학기술
관계 출판이 지닌 결함을 극복하고자 젊은 과학기술 전공자로 1989년 10월에 구
성된 모임”이라 스스로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후 1991년 4월 《과학세대》를
창간하고 ‘미래과학총서’ 시리즈를 펴내는 등의 활동을 했다. 또 1992년 봄에는
계간 《과학사상》이 창간되었으며 PC통신 기반의 잡지들도 속속 모습을 드러냈
다.

412)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 정부의 정책적 전문성이 결
여되어 있다는 지적, 과학기술자의 처우에 대한 반발과 투쟁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청년과학기술자협의회,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 한길
사, 1990; 과학기자 모임, 『新한국 과학기술을 위한 연합 보고서』, 희성출판사,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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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집착을 가진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413) 이들은 기술에

만 의존하는 해커나 폭력적인 일반 펑크족과 구분되며 음악, 미술, 의학,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시대의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적 흐름으로

이해된다. 미국 사회에서 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가시

화된 사이버펑크는 이전의 비트 세대나 히피 세대들과는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인터넷 등의 사이버스페이스나 가상현실 같은 첨단기술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또한 자본주의를 배격하지 않고 그 체

제하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사회 시스템에 대한 국지적 저항을 시도한

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때 사이버펑크 이론가들은 ①모든 정보에게 자유

를 부여하라 ②나 자신과 세계를 컨트롤하라 ③집중화를 배격하라 ④최

첨단을 모색하라 등의 명제를 내세우면서 “역사를 생각하기보다는 미래

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고 주장한다.414)

특히 컴퓨터 글쓰기가 “글의 물질적 흔적을 지워버린다”는 점에서 순

간을 포착하고 공유해야 하는 이러한 방식이 새로운 차원의 커뮤니케이

션 형태를 탄생시킬 것임을 예고하기도 한다.415) 기억이 불가능한 글쓰

기는 소재면에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게 되고 발췌과 인용이 원활

하다는 측면에서 패러디가 중요한 형식이 되며, 개별성과 독창성보다는

‘전문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과학소설의 특징이기

도 하며, 동호회 활동을 통한 아마추어 글쓰기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잘 알려져 있듯 90년대는 본격적인 ‘팬덤’의 형성이 시작된 시기이다.

특히 문화예술 장르에서 각자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장르를 선택하고,

그러한 관심과 애정을 공유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장이 PC통신을 통해

펼쳐졌다. 송경아나 김영하 같은 작가가 활동하던 하이텔 <이야기나라>,

<바른통신모음> 등의 문학동호회를 비롯해 각종 장르적 공동체가 생겨

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SF의 경우 천리안 <멋진신세계>, 하이텔 <과학

소설 동호회>, 나우누리 <SF2019>, 유니텔 <SF Odyssey> 등이 활발

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작품의 생산과 유통뿐만 아니라 그 비평적 기능까

413) 이영수·김종준·송세현·김창규, 『사이버펑크』, 명경, 1994, 8쪽.
414) 위의 책, 9-10쪽.
415) 위의 책,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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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행하고 있었다.416) 앞서 언급한 여러 국내창작 SF, 해외 SF의 번역

과 선집 출간을 비롯해 2000년대 이후로 이어지는 과학소설 문학장의 대

부분이 이 동호회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흐름들은 흔히 포스트모더니즘적 주체가 해체적으로 여겨지지

만 “사회적 역동성이 더이상 근대성에 고유한 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역동성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했던 마페졸

리의 논의를 참조하게 한다.417) 개인주의로의 전환이나 과거의 공동체로

회귀하지 않는 오늘날의 사회적 집단에 대해 그는 ‘부족’이라는 개념을

동원하는데, 초창기 통신 기반의 소모임과 마니아들의 출현은 이러한 맥

락에서 설명될 수 있고, 그것은 한국문학사에서 그간 삭제되어왔던 것이

기도 하다.418)

1990년대 중후반 PC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던 문학을 ‘사이버문학’이라

고 명명한 이용욱은 PC문학, 통신문학, PC통신문학 등이 “창작에 사용

되는 매체나 문학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특수성을 염두에 둔 단선적

인 용어”라고 지적한다.419) 아마추어 글쓰기의 해방적 공간으로서의 속

성이나 소재적·장르적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한 채 기성 문학 제도와 대

립되는 형태로만 PC통신문학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창기

PC통신문학이 소재주의나 선정주의, 독자추수주의(조회수) 등으로 비판

받았던 상황에서 기성 문단이 애써 외면했던 것이 ‘상상력’의 문제라고

그는 역설한다. 그러나 그 상상력이 ‘환상성’과 그다지 구분되지 않고 SF

나 판타지 등의 장르문학과 최수철의 『알몸과 육성』(열음사, 1991), 윤

대녕의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중앙일보사, 1995)를 등치시킬 때 유

효한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420)

416) 이지용, 『한국 SF 장르의 형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81쪽.
417) 미셸 마페졸리, 『부족의 시대』, 박정호·신지은 역, 문학동네, 2017, 37쪽.
418) 보편주의라는 환상을 반박하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공간에 대해 ‘부족주의’
라는 명명으로 강조한 마페졸리의 논의는 특히 부르디외의 ‘구별짓기’와 비교될
수 있다. 어떤 문화적 현상과 취향이 그 계급적 배경과 밀접함을 보여주는 사회
학적 관점은 ‘근대’의 논리라고 마페졸리는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위의 책, 51쪽.

419) 이용욱, 앞의 책, 85쪽.
420) 그는 ‘사이버문학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본격문학과 사이버문학의 접점을 통
해 “시뮬라크르 미학”을 달성한 사례로 이러한 작품들이 언급하고 있다. 이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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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적 변화에 따른 감각의 이동에서 더 중요한 것은 소재적 상상력이

나 유통 시공간의 전환이라기보다 글쓰기 자체의 에피스테메라 할 수 있

다.421) 푸코가 강조한바 한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그 시대 지식의 총체

혹은 연구의 일반적 스타일이 아니라 다수의 과학적 담론들의 관계들,

차이들, 대립들, 거리들, 편차이다. 또한 감추어진 거대 이론이 아니라 분

명이 기술 가능한 열려진 장, 분산의 공간이며 특수한 잔류 효과들이 펼

치는 하나의 동시적 놀이이자 연속적인 간격들의 복합적 관계이다.422)

즉 1990년대 다양성과 소수성을 기반으로 한 문학적 재현의 감각이 매체

의 변화를 통해 확보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PC

통신의 ‘동호회’ 문화는 기존의 관계망이나 소속, 권위, 책임감 등이 통용

되지 않는 ‘탈영토화’된 공간이다. 각자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소통하는 소규모 공동체는 여전히 검열과 삭제가 이루어지던 90년대 문

학장의 현실 속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익명의 개인이 창작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러한 환경은 필연적

으로 글쓰기 자체에 대한 성찰과 상상을 동반한다. 로지 잭슨은 비평적

용어로서의 ‘환상’이 사실적 재현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문학적 경향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왔다고 하면서 문학적 환상의 가장 큰 특징은

“‘실재적인 것’ 또는 ‘가능한 것’의 일반적 규정에 대한 완강한 거부, 때

로는 격렬한 대립에까지 이르는 거부”라고 규정한다.423) 이를 통해 ‘경

이’와 ‘기괴’ 등을 환상성의 특성으로 언급하면서 “인물의 통일성”이 해

체되는, 즉 하나의 정체성으로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는 자아의 출현을

강조한다.424) 이러한 논의는 토도로프가 ‘환상적인 것’의 범주화를 통해

장르로서의 환상문학을 규정했던 것에서 나아가 탈중심화된 담론의 주체

로 파편화된 인물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국 환상성이 사

위의 책, 92-93쪽.
421) 푸코가 이러한 개념을 역설하면서 과학과 기술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인식론적
인 사유를 전개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422) 허경은 푸코의 에피스테메 개념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그것이 비담론적인 것으
로서의 ‘제도’와 함께 “장치(dispositif)”로 포섭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허경, 「푸
코의 에피스테메 개념」, 《에피스테메》 창간호, 2007.12, 209-232쪽 참조.

423) 로지 잭슨, 『환상성』,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문학동네, 2001, 24쪽.
424) 위의 책,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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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주의적 재현을 부정하고 작가-인물의 관계와 형상화를 전복시킬 수

있다면 메타픽션의 개념과 만나게 된다.

메타픽션은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개스(William H. Gass)가 1970년 자

신의 저서 F iction and the F igures of Life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이

후 다양한 형태의 ‘반소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를 본격적으로 이

론화한 퍼트리샤 워에 의하면 메타픽션은 “픽션과 리얼리티와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가공물로서의 그 위상에 자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허구적인 글쓰기를 가리키는 말”이라 정의된다.425) 또 그는

흔히 근대소설 이전에 자주 등장했던 작가적․편집자적 논평이 때때로

그것이 “메타언어적”일 수는 있지만 결국 현실과 허구를 연결하는 역할

과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메타픽션적”이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면

서 메타픽션의 장르적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하기도 한다.426)

소설 텍스트로 국한하여, 리얼리즘과 대립되는 모더니즘의 개념은 텍

스트가 갖는 인공성(Artificiality)을 강조하는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해

소설은 거짓으로서의 현실, 재현 불가능한 현실만을 보여줄 수 있을 뿐

이라는 ‘허구적 상상력’을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메타픽션은 이렇듯 단순히 현실을 언어로 재현해낸다는 것이 불가

능하다는 측면에만 집중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

로 “어떤 것을 ‘묘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

는 것이 메타픽션의 핵심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427) 소설의 작가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세계를 관찰하여 제시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시에 그 주관성을 작가

의 고유함이나 내면 풍경으로 이해하여 다시 그것을 보편적 사유로 환원

하는 ‘픽션의 과정’을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메타픽션은 그 과정 자체

에 관해서 ‘불신’하기 시작한 일련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428) 또한

425) 퍼트리샤 워, 메타 픽션, 김상구 역, 열음사, 1989, 16쪽.
426) 위의 책, 51쪽.
427) 위의 책, 18쪽.
428) 퍼트리샤 워는 “누군가가 세계를 ‘재현하고자’한다면 그는 세계란 ‘재현될’ 수
없음을 곧 인식하게 된다”고 쓰면서 그것이 일종의 “딜레마”라고 설명한다.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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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마주하는 언어의 실감과 텍스트의 재현을 통해 전달받는 언어

의 감각이 결코 일치할 수 없다는 “형식상의 불안정”은 “자아반영”과 더

불어 메타픽션의 특징으로 지적되기도 한다.429)

언어에는 “다양한 문장의 종류”가 있고 그래서 “원리상 한계가 없다”

는 비트켄슈타인의 언어적 다양성에 관한 주장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언어게임”이라는 개념을 만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언어게임은 “언어

적 활동형식들과 비언어적 활동형식들의 결합”이다.430) 흔히 실제 발화

주체의 발화와 바디랭귀지의 결합으로 예시되는 이러한 개념은 메타픽션

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언어 그 자체와 그 언어를 둘러싼 형식들의 결합

으로 확대, 적용해 볼 수 있다. 비트켄슈타인은 이러한 언어게임의 테제

가 “언어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 관계는 “재현주의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431) 언어가 어떤 대상을 대리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으

로 언어와 세계의 관계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표현들이 언어

게임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에 의지”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것은 메타픽

션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언어가 지시하는 텍스트 외부의 대상

들에 있다기보다는 허구적인 문학텍스트 내의 기호들 간의 관계 속에

있”다는 설명과 상통한다.432) 비트켄슈타인이 결국 “한 낱말의 의미는

언어 속에서 이 낱말의 사용”이라는 “의미=사용”(meaning is use)의 결

론에 도달하는 것처럼433) 소설의 언어는 그것이 어떻게 배치되고 구성되

는지에 따라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메타픽션이 갖는 이러한 독특한 성격은 재현적(mimetic)이면서 동시에

기호적(semiotic)이어야 한다는 말로도 설명해 볼 수 있다.434) 이때 기호

429) 위의 책, 16쪽.
430) 게오르크 W. 베르트람, 언어, 의미 그리고 철학, 정대성 역, 박이정, 2015,
110-111쪽.

431) 위의 책, 112쪽.
432) 퍼트리샤 워, 앞의 책, 77-78쪽.
433) 게오르크 W. 베르트람, 앞의 책, 113쪽.
434) 롤랑 바르트는 프로레슬링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구경
거리”이며 늘 과장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테면 권투 경기와 달리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열정들의 순간적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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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흔히 기표와 기의로 구분되는 표상이나 상징이기도 하지만 늘 세계의

재현이라는 문제와 관계하는 근본적인 형식이다. 기호로서의 언어는 그

지시 과정을 통해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일견 재현의

원리와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포스트모더

니즘 담론과 메타픽션이 결합하면서 언어적 실험으로서의 소설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성의 등장을 통해 소설의 양식적 전환을 가져왔다는 측면은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앞서 장정일의 초기작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에 드러난 메타픽션의

방법론을 서술한 바 있으나 기실 이인성, 최수철, 김수경 등 소설 장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수 있다.435) 나아가 복거일, 하일지, 박상우, 구효서 등 다양한 작

가들이 그 나름의 방식으로 언어적 실험과 장르적 혁신을 도모하기도 했

다. 이런 작업들은 메타픽션의 한국적 수용이라는 맥락에서 특히 주목받

았다. 글쓰기에 대한 자기반영적 성격이 자아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

이어지고, 언어유희 등을 통해 문학의 엄숙주의를 탈피하기도 하고, 소설

이라는 장르의 불확정성과 현실 재현의 불가능성 등을 타진하는 방식 등

은 당대 문학 비평의 담론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436)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과 다소 성급하게 결합하

면서 대체로 90년대의 혼란스러운 사회·문화적 양상을 해체적으로 나열

하거나 이질적인 감각으로 포착하려고 하는 시도가 줄을 이었다. 현실의

“기대하는 동작들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
은 이제는 상식적인 수준이 되었지만, 바르트가 강조한바 그 의미들이 “즉각적인
독서”를 요구하고 따라서 프로레슬링의 모든 기호는 “명확성”을 지녀야 한다는
언급은 여전히 음미할 가치가 있다. 롤랑 바르트, 현대의 신화,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 동문선, 1997, 11-25쪽.

435) 특히 김수경의 경우 그 스스로 『자유종』(열음사, 1990)의 작가이면서 출판사
열음사의 대표이기도 했다. 메타픽션 관련 이론, 번역서와 작품들 다수가 당시 열
음사를 통해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이 형성되는 데 김수경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436) 고지문, 「Metafiction의 수용과 그 의의」, 《영어영문학》 제34권 4호, 1988;
송경빈, 「한국현대소설의 메타픽션적 수용―김수경의 <유종>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25집, 1994.11; 정정호, 「메타픽션과 한국적 수용의 문제―최수
철의 『알몸과 육성』을 중심으로」, 정정호 편,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문학』,
도서출판 글, 199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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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와 허무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탈이념, 탈역사의 기치 아래 환

멸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소진(소비)하는 소설은 ‘신세대적’인 것으로 호

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메타픽션과

환상성, 소설의 주체 등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마이너리티와 결합되었는

지에 관한 것이다. 즉 문학이라는 장르와 당대의 이데올로기, 정체성의

문제 등의 결합 양상이 그것이다.

이 시기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송경아의 『성교가 두인간의 관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문학적 고찰중 사례연구 부분인용』(여성사, 1994)이

다. SF소설이라 분류되기는 어렵지만 여기 실린 작품들과 이 책은 당시

PC통신 문학의 여러 특징들을 보여주거니와 소설 후반부의 ‘부영시’ 연

작은 주목할 만한 퀴어 판타지 형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송경아는 이

소설집에서 스스로를 “하이텔 순수문학동호회 ‘이야기나라’의 창작란인

‘글마을’ 시삽”이라고 소개하면서 저자 이름에 ID인 supermew를 병기해

두었다. 또한 소설에 <작가의 말>을 두 차례 삽입하여 작가 스스로 작

품에 대한 설명을 무척 자세히 하고 있다는 점, 통상 해설의 자리에 “평

론가도 아니고 유명 작가도 아닌 한 젊은이의 글”을 실었다는 점 등은

PC통신 문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437)

통신망에 발표되는 작품은 독자들에게 빠르게 전달되고, 독자는 자신

의 감상을 손쉽게 또 직접적으로 남길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변호할 수 있으며 독자 역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

는데, 물론 이 과정은 모두 노출된다. 이러한 경험은 작가나 독자 모두에

게 흔히 ‘문학적’이라고 여겨지던 장벽과 신비를 걷어내는 감각을 갖게

해준다. 바르트가 설파했던 ‘저자의 죽음’이 그 오리지널리티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저자가 사라지거나 저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익명’의 세계

로 재현되는 것이다. 즉 필연적으로 PC통신 문학의 유통은 문학적 정체

성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게 된다. 누가 쓰는가, 누가 읽는가 등의 작가,

독자 정체성을 비롯하여 서사에 재현되는 인물의 국적, 나이, 성별, 인종

등에서도 이런 지점들은 반영된다. 다시 말해 90년대 한국소설은 PC통

437) 송경아, 『성교가 두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학적 고찰중 사례연
구 부분인용』, 여성사, 1994,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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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매개로 유통되면서 기존의 관습적, 전통적 주체가 아니라 마이너리

티의 감각을 조금씩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송경아의 ‘부영시’ 3부작은 첫 작품집에 실려 있는 「송어와 은어」,

「유괴」와 『아기찾기』(민음사, 1997)로 이어진다. 첫 소설집 작가의

말에서 어슐러 르 귄의 『암흑의 왼손』438)을 읽으며 “낯선 별의 신화와

전설에 가슴이 아려 눈물을 글썽글썽대고 있”다고 언급했듯 송경아는 공

간의 젠더적 재현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439)

우선 「유괴」는 세계-작가가 조작해낸 그림자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믿는 ‘문형경’의 마지막 7일간의 수기이다. 소설은 친구 ‘성진호’의 ‘서

(序)’로 시작하는데, 부영시에서 태어나 부영대학을 졸업해 나름대로 유

복하게 살고 있는 ‘나’는 형의 집에 함께 살면서 이 세계가 한 작가가 만

들어낸 세계임을 깨닫게 된다. ‘나’는 우연히 어떤 연인의 헤어짐을 목격

하고 그 여자를 뒤따라가 집으로 데려온 뒤 강간하는데, 여자는 저항도

수긍도 없이 그대로 누워 있다가 홀연히 사라진다. 알 수 없는 적의에

휩싸인 ‘나’는 이튿날 자신도 작가가 되어서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나’가 범죄를 저질러야 이 작가가 반성과 책임을 지게 되리라 생각한다.

‘나’는 유괴를 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의 집에서 권총을 훔친 뒤, ‘이근영’

이라는 장애인 중학생을 납치하는데, 그가 유괴의 이유를 설명하자 오히

려 ‘근영’은 세계가 허구라는 것이 왜 문제냐며 자신의 논리를 주장한다.

격분한 ‘나’는 ‘근영’을 겁탈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비웃음을 사게 되며

결국 ‘근영’을 죽이고 스스로도 자살한다.

이 이야기는 ‘문형경’의 수기와 친구 ‘성진호’의 각색, 다시 작가 ‘송경

438) 주지하듯 어슐러 르 귄의 『암흑의 왼손』은 SF 장르를 통해 젠더 상상력을
재현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가변적·유동적 성(性)을 가진 ‘게센인’을 중심으로 전
개되는 이 소설은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계열의 선구적 성과로 평가된다. 동시에
성차를 무화시키면서도 남성/여성의 이분법적 젠더 구분을 해체하지 못했다는 한
계 역시 지적된다. 송경아는 『아기 찾기』에서 부영시를 ‘게센’과 유사한 형태로
설정하고 있다.

439) 여기에서 송경아는 이미 과거-현재-미래의 순서로 3부작을 기획하고 있음을
밝혔고, ‘부영시’라는 공간의 기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송경아,
「작가의 말Ⅱ: 떠다니는 그림자, 부영시」, 『성교가 두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문학적 고찰중 사례연구 부분인용』, 여성사, 1994,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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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메모까지 더해져 삼중의 겹을 갖는다. 또한 소설 말미에 소설을 시

작하는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순환적인 구조로 작품을 구성해 두고 있다.

이런 메타픽션적 구성은 ‘부영시’가 소설의 한 ‘배경 장치’일 뿐이라는 것

을 깨닫는 것으로 이어진다.

저는 우선 우리가 등치를 갖는 이 두 가지 사실, ‘부영시는

허구이다’, ‘우리들의 삶은 언어로 이루어진 허구이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 삶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후, 우리는 작가에 반역해

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언어가 아닌

진실의 삶을 느끼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440)

‘나’는 납치한 중학생 ‘근영’에게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종용

하는데, ‘근영’은 자신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와 시공간과 동일한 아름다운 재료로 이루어진 누

군가의 세공품이며, 나도 내 음성기관과 뇌의 한 기능의 연장으로 우주

를 창조할 수 있는 개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엄마가 소설가여서

“온 세계는 언어로 이루어진 허구”라는 것을 진작 깨달았다고 ‘근영’은

말한다.441) 소설가의 자식인 ‘근영’은 말 그대로 인물이 되고, 휠체어를

탄 14세의 중학생은 강간의 위협에 노출되었다가 끝내 ‘나’에 의해 살해

당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그 ‘근영’이 「작가의 말」에서 작가 앞에

나타나 도발적으로 말을 건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또 한 겹의 서사를

덧붙이고 ‘진실’을 찾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두 번째 작품집 『책』의 표제작 「책」에서는 죽은 어머니가 어느 날

‘책’으로 돌아오고, 점점 두꺼워지는 책 속에서 딸인 ‘나’가 엄마의 비밀

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은 혼외자였고, 친부는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나’는 인생이 하나의 책이라는 것을 쓸쓸하게 깨닫고 누구에

게도 자신이 “읽히기를 원하지 않는다.”442) 자신의 죽음 이후 강제로 누

440) 송경아, 「유괴」, 위의 책, 265쪽.
441) 위의 책, 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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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에게 ‘나-책’이 도착할 가능성에 대비해 ‘나’는 작가가 되어 직접 책

을 쓰기로 한다. 요컨대 현실을 벗어나 이야기의 세계로 탈주하기로 한

것인데, 이러한 인물은 송경아 소설 전반에서 자주 등장한다.

‘부영시’ 3부작의 미래 편인 『아기 찾기』는 송경아가 전제하는 ‘게센’

적 세계를 잘 보여준다.

이곳 부영시에서 젊은 여자들은 누구나 아빠를 가지고 있

다. 아버지는 태양, 영(靈), 남성 원리이자 여성적이고 직관적

인 본능의 힘에 대립하는 것이며 법과 질서의 힘이다. 하늘

의 신(天空神)은 주신(主神, All-Father), 최고신이다. 이곳에

서 여자들은 유부남과 살다가 결혼해서 유부남을 만들고 유

부남과 함께 살 여인들을 만들어낸다.

이곳 부영시는 ‘아기’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다. 앞서 「신세대?」에

서 부모와 헤어져 수용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6년 뒤 각자의 할머니들

에게 인계되는 설정이 등장하는데 『아기 찾기』에서 소년, 소녀들은 어

떻게 해서 여기 와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간

다. 남성/여성의 이분법적 젠더 내에서 근친상간적이자 입양의 형태로

가족이 구성되는 방식은 어슐러 르 귄을 비롯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조애나 러스는 1970년대 미국 SF의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서사의 유행

을 분석하면서 그것의 특징을 이야기의 배경에 계급과 정부(국가)가 없

는 반면 생태적 사고방식과 자연과의 강력한 교감을 나누는 사회가 주로

등장하는 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나아가 “정서적으로는 유사 부족에

가깝고 구조적으로는 유사 가족에 가까운” 이 사회가 “성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관대함의 핵심이 “금기를 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섹슈얼리티를 소유와 재생산, 사회 구조의 문제로

부터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443) 바로 이런 지점에서 송경

442) 송경아, 「책」, 『책』, 민음사, 1996, 32쪽.
443) 조애나 러스,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나현영 역, 포도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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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서사는 장정일과 곧바로 비교할 수 있다. 「신세대?」는 그 SF적

설정과는 별개로 재수생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데 소설에서 강조

되는 음악 취향 등을 고려했을 때 「아담이 눈 뜰 때」를 연상시킨다.

또한 『아기 찾기』는 총 4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와 동일하다. 장정일이 남성성의 균열을 성적 금기의 해

방과 억압의 탈피로 재현하고 있다면 송경아는 퀴어링(queering)의 전략

을 동반하고 있다.444)

두 대의 버스가 지나가고 사람들의 줄이 다시 움직이는 순

간, 앞의 사내가 몸을 돌리다가 팔꿈치를 가슴에 부딪쳐 버

렸다. 뭉클하는 감각과 시큼한 고통, 내 입에서 짧게 튀어나

오는 비명에, 아가씨 죄송합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사내가 사

과한다. 나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집에 들어가서 글

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은 금세 무너져내렸다.445)

이렇게 40개의 모티브가 끝났다. 마지막 장은 이 모든 것

에 의미를 부여하는, 아니면 이미 있었던 의미를 웃음을 머

금은 채 돌아보는 계단이다.

41이라는 숫자에 대해 생각해 보자. 41은 어디에도 서지

못하는 수, 철저히 배제된 소수이다. (…)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 41개의 모티브는 서로 모여 하나

의 커다란 농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출판사, 2020, 318-319쪽.
444) 송경아는 이 소설의 ‘작가의 말’에서도 매우 자세하게 자신의 작품을 논평하고
있는데, 자신이 소설이라는 무기로 이 세계와 싸우기 위해 택한 방법이 ‘비틀기
(distortion)’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그것은 “체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체계
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미 그 안에 존재했던 균열을 드러내 보이고
뒤통수를 쳐서 세계의 자신만만한 발걸음을 잠시 비틀거리게 하는 것”이라고 설
명된다. 이렇게 보면 『아기 찾기』는 장정일이 그려냈던 포스트모더니즘 포르노
그라피의 형식을 송경아가 젠더적으로 비틀었다고도 볼 수 있다. 송경아, 「작가
의 말」, 『아기 찾기』, 민음사, 1997, 292쪽.

445) 송경아, 「신세대?」, 『책』,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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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손을 들어 41개의 카드로 만들어진 이 자그맣고 거대

한 집을 흩는다.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돌아가는 그곳으로,

망각의 늪 속으로 이 이야기도 돌아가도록. 그리하여 삶이,

오직 삶과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만의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446)

자연스럽게 남성으로 읽히던 인물이 “아가씨”라고 호명될 때, 서사의

젠더는 흔들리고 관습적인 독해는 의심스러워진다. “성별을 구별할 수

없는 유령처럼”, “나 같은 존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등의 표현은

심상하게 읽히지 않고 구세대와 구별되는 신세대의 절망은 단순히 세대

적 격차로 귀결되지 않는다. 주목되는 것은 「신세대?」에서 ‘눈’이라는

신체 기관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점점 눈이 멀어 시력을 상

실해가고 자신의 방 안에서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 속

에 침대에 눕는다. 눈을 감고 그제야 자신을 들여다보는 ‘나’는 “내 방

안, 이 침대 위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는 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 나의 운

명”이라고 말한다.447) 표면적으로 이 장면은 세기말 신세대의 불안과 허

무, 환멸 등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소설이 2010년 전후를 배경

으로 해 아이들이 부모와 격리되어 국가에 의해 길러져 사회로 나온다는

설정임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탈주’로 의미화 할 수 있다.448)

41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이야기의 집을 바라보며 소수(素數)의 의

미를 되새기는 『아기 찾기』의 마지막 장면은 자기 자신과 1로만 나뉘

어지는 숫자를 존재적 비유로 확장시킨다. 다소 과한 해석이겠지만 작은

숫자를 가리키는 소수(小數)가 마이너리티의 의미를 가질 때 개별적이고

특수하다는 것, 나아가 소수(素數)가 Prime Numbers로 표기되며 Prime

446) 송경아, 『아기 찾기』, 286-289쪽.
447) 송경아, 「신세대?」, 『책』, 64쪽.
448) 바리데기 신화를 패러디한 「바리―길 위에서」의 ‘석금’이 ‘바리’를 향해 “더구
나 난 뭐지? 아무것도 아니야. 태어날 때 양성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야”, “네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난 우리 불라국이나 어머니
나 아버지한테도 관심이 없어.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새로운 개체(Object)인 너만
이 내 관심을 끌 뿐이야”라고 말하는 장면은 젠더적 마이너리티를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서사라 할 수 있다. 송경아, 「바리―길 위에서」, 『책』, 76,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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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Major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한국어에서의 소

수(素數/小數)가 역설적인 의미로 연결된다는 점, 숫자 2만이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라는 점 등은 송경아가 『아기 찾기』까지 이어지는 부영시

3부작에 설정한 젠더적 세계에 힌트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분법적 성

별로서 남성/여성이 존재하고 동시에 소수(素數) 역시 무한대로 존재한

다는 점은 마이너리티-되기의 과정으로 송경아의 텍스트를 읽을 수 있

게 한다.449)

「송어와 은어」는 ‘부영시’를 동성연애자들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레

즈비언 커플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

이다. 환상적 시공간이 소수자 정체성과 결합하면서 메타적 문학적 형식

으로 재현된다는 점에서 90년대 소설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다. 소설은 ‘숙부’의 호의로 회사 비서로 일하고 있는 ‘김준형’이 새

로운 공장 부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영시로 출장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

다. 그는 그곳의 호텔에 머무르며 카페 거리를 찾다가 ‘시냇물’이라는 공

간을 마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묘한 여인 ‘송어’를 만나게 된다. 부영시라

는 공간이 매우 이상한 분위기를 가졌다고 느끼면서 그는 ‘송어’로부터

한 동성애자 커플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후 며칠을 앓아누우면서 호

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소년 ‘박흥준’으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하룻

밤을 보내는 등 꿈과 환각이 뒤섞인 채로 기묘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 ‘송어’로부터 자신의 연인이었던 ‘은어’의 이야기까지 듣고 부영시

가, 또 ‘시냇물’이 어떤 공간인지 알게 된다. 다시 회사로 돌아온 그는

‘송어’가 자신에게 건넨 편지가 사라졌음을 깨닫고 부영시에서의 일주일

이 수수께끼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 소설은 다소 암시적으로 퀴어를 등장시킨 당대의 여러 작품과는 달

리 본격적인 퀴어 소설로 읽힌다. 특히 쉽게 가시화되지 못했던 레즈비

언 정체성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450) 그럼에도

449) 「유괴」와 『아기 찾기』에 등장하는 남성성의 재현 양상과 여성 유토피아의
신화적 형상이 페미니즘 SF의 문법을 보여준다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허
민석, 앞의 논문, 3장 및 서욱희,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도전―1990년대 송경아
소설의 신화 다시 쓰기」, 《한국현대문학연구》, 66호, 2022.4, 4장 참조.

450)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성 소수자 중 특히 레즈비언의 경우 정체화 과정에



165

불구하고 소설적 완결성의 측면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소재 등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451) 남성으로 설정된 소설의 화자가 남성적 목소

리와 남성성에 기반해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은 그것이 일종의 전복

을 의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성애적 가부장제 결합을 승인하거

나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의미에서 ‘위장’을 해야만 하는 형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해방적 섹슈얼리티를 다소 성급하게 신화적 세계로 옮겨

놓음으로써 소수자의 현실과 그 재현이라는 문제에 있어 유효한 성취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은 송경아 소설 전체에 대해 제기해 볼 수 있는 문

제이기도 하다.

숙부는 변한 것이 없었고, 얼굴을 빨리 보고 싶다고 닥달

한 것이 이상하리만큼 하루 근무를 마칠 때까지 물어보는 것

도 없고 별로 시키는 것도 없었다. 땅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았다. 차라리 그것이 내겐 편했다. 만약 숙부가 땅에 대해

서 물어보았더라면 나는 어물쩡거리며 확실한 말을 못한 채

그저 숙부 마음대로 하시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테니까. 숙부

와 나는 그렇게 일상적인 하루를 보냈다. 단 한 번, 숙부가

친밀하게 내 곁으로 다가와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얼굴을 가

까지 갖다댄 적이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성심 씨

의 일을 물어볼 때였는데(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다), 그

때 숙부의 손은 부드럽게 내 어깨에 얹혔고, 내 등의 반 정

도를 숙부의 몸이 감쌌기 때문에, 남녀의 모습으로 치환시켜

놓고 본다면 숙부가 뒤에서 나를 다정하게 감싸안으려는 형

상 같았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452)

서 상대적으로 더 큰 혼란과 난관에 직면해야 했다. 이에 관해서는 윤선희, 「나
는 레스비언으로 말한다」, 《또 하나의 문화》, 제12호, 1996, 101-119쪽 참조.

451) 신수정, 「환멸의 사막을 건너는 여성적 글쓰기의 세 가지 유형」, 《문학동
네》, 1995년 가을호, 70-74쪽 참조.

452) 송경아, 「송어와 은어」, 『성교가 두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학
적 고찰중 사례연구 부분인용』, 22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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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아가 자신의 소설쓰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금기를 깨는 상상

력’이었다.453) 그의 작품은 일견 현실을 외면하고 책의 세계로, 신화와

환상의 세계로 떠나버리는 듯하다. 하지만 이때 송경아가 강조하는 상상

력은 꿈과 같은 비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새로운’

현실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송어와 은어」의 마

지막 장면에서 ‘숙부’가 암시하는 것은 그가 퀴어일지도 모른다는 것, 금

기의 욕망의 발현과 그 긴장이라기보다 ‘나’를 부영시로 보낸 이유이다.

일상과 현실에 갇혀서 관념과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이

너리티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coming-out) 사회적 적대와 혐오를

마주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정

체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도 ‘나’의 여정에서 강조되고 있다.

젠더를 권리의 문제로 만드는 일은 젠더 역할이나 고정관념에 순응하

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마주할지 정하는 권한을 ‘개인’에게 준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454) 「송어와 은어」의 인물들,

특히 레즈비언 커플인 ‘송어’와 ‘은어’는 그러한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받

은 것처럼 보인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의 인물들이 자신의 정체성

을 드러내는 데 있어 모종의 압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히 자

신의 성적 정체성을 스스로가 깨닫거나 타인에게 밝히는 것, 혹은 그런

것을 들춰내고 폭로하는 행위로서의 커밍아웃이 아니라 적극적인 되기로

서의 정체화455)를 송경아가 그려내고 있다는 점은 여러 비판점에도 불구

하고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453) 송경아, 「과연 새로운 환경이란 존재할까?」, 《문학과사회》, 1995년 가을호,
998-1002쪽.

454) 리키 윌친스, 『퀴어, 젠더, 트랜스』, 시우 역, 오월의봄, 2021, 57쪽.
455) 2000년 홍석천 씨의 커밍아웃을 두고 서동진은 동성애/이성애의 구도를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물음의 일차적인 조건으로서의 성(性)에 관해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쓰고 있다. 서동진, 「커밍아웃의 정치학을 다시 생각
한다」, 《당대비평》, 2000년 겨울호, 360-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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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동하는 정체성과 사이버문학 SF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문화 전반에 걸쳐 “집요하고 광범위

한 관심과 정보를 축적 또는 확보한 새로운 세대의 전면적인 등장”을 가

능하게 했고,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 소득과 학력에 의한 결속 등”을 넘

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456) ‘통신’ 수단을 통해 취향과 관심

을 공유하면서 관계망을 맺어나가는 양상은 90년대 문학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잡지 《버전업》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사이버문학 평론 ver1.0’이라는 수식을 달고 『사이버문학의 도전: 문

학의 위기와 패러다임』(토마토, 1996)을 펴낸 이용욱을 편집장으로 김

영하, 변정수, 신주영, 전사섭, 한정수 등이 참여해 창간한 《버전업》은

하이텔 문학관을 기반으로 PC통신 용어를 사용해 지면을 꾸리고 통신망

의 텍스트를 지면으로 옮기는 시도를 했다. 이용욱은 창간사에서 현재

문학의 위기는 전통적인 형식의 문학이 맞닥뜨린 것이며 새로운 가능성

으로서의 사이버 문학은 “폐쇄적인 문단 구조의 해체를 겨냥”함을 분명

히 한다.457) 이들은 작가가 된다는 것은 제도권의 인정이 아니라 독자와

의 쌍방향 소통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점, ‘컴퓨터 시대의 글쓰기’가 익명

성, 실시간 교류, 언어의 확장 등 여러 차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여러 꼭지를 통해 증명하려 했다. 시, 소설, 에세이, 비평 등

전통적인 문학 양식을 수용하면서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코너가 많았

는데, 이를테면 PC통신상의 익명성을 이용해 작가의 정체를 뒤늦게 공

개하는 <작가 X>, 이용자들의 이어쓰기로 완성되는 <릴레이 소설> 등

456) 실제로 통신 문화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경제적 조건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양상 자체는 계급적 배경이 가져다주는 노선의 차이, 인식적
한계에 무척 예민했던 운동권 세대에게 대단히 ‘민주적’인 상황이었다. 정윤수,
「1990년대 피씨통신과 취향공동체의 형성」, 《사회와 역사》 제127집, 2020.9.,
258쪽.

457) 이용욱,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버전업》, 1996년 가을호(창간호),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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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이다. 특히 <릴레이 소설>은 아주 자유로운 형식부터 ‘마스터’가

주요 개념과 설정을 제시하는 형태까지 다양했는데,458) 현재 장르적 글

쓰기의 기반이라고 봐도 좋겠다.

《버전업》의 이러한 시도는 기성 문단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 잡지에서는 꾸준히 기성 문단의 관행

이나 작품성, 문학상 비판 등이 이루어졌고 소위 아마추어 작가들의 글

이 많이 실렸다. 프로필에는 생년과 출신지, 출신학교가 빠지고 오로지

이름과 ID만 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오히려 그 명확한 지

향성 때문에 시대적 흐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PC통신 문

학의 가능성과 그 새로움에 대해 기성 문단이 일방적으로 배척하지는 않

았다는 점이 우선 그렇다. 실제 《버전업》은 박덕규, 권성우 등의 기성

평론가들이 ‘자문’을 하고 있었고, 이른바 사이버문학 등에 대해서도 다

소 비판적인 시선과 부정적 우려가 섞이긴 했지만 이들은 컴퓨터 시대의

글쓰기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이는

《버전업》의 지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에 97년을 전후하여 PC

통신은 인터넷 체제로 급변하고 있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소규모

취향 공동체를 영위하던 공간이 더욱 대중적으로 확장되고, 작가들은 이

제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갖기 시작했다. 이럴 때 ‘계간 사이버문학’이라

는 이름의 종이 지면은 사실상 더 유의미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버전업》의 주간 이용욱은 마지막 잡지에서 “아직 국내에서는 정보

화사회라는 변화한 사회 패러다임 안에서 문학이 어떻게 자기 갱신력을

획득하여 시대와 조응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태”라

고 쓰고 있다.459) 3년여간 통권 11호의 사이버문학 잡지를 간행했지만

여전히 ‘사이버문학’은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이 언급은 견고한

458) 《버전업》 지면에서는 이를 ‘방임적 릴레이 형식’과 ‘구속적 릴레이 형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판타지 소설의 경우 마치 게임의 규칙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흥미로운 TRPG(Tabletop(or Table-talk) Role Playing Game)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릴레이 소설의 두 가지 형식」, 《버전업》, 1998년 봄호,
67-87쪽.

459) 이용욱, 「로그 아웃: 정보화 사회, 국어국문학의 방향」, 《버전업》, 1999년
여름호,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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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의 체제를 보여줌과 동시에 웹소설의 시대가 열린 지금의 관점

에서 보자면 사이버문학 담론에는 사실 ‘문학’에 더욱 방점을 찍은, 즉

기성 문단에 편입하고자 하는 지향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이 이 시도들을

실패로 귀결되게 한 하나의 원인이었음을 짐작게 한다.460)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는 듀나(DJUNA, 이영수)이다. 그

는 《버전업》의 창간호에 「비잔티움」이라는 작품을 실었다. 한 외계

행성을 배경으로 더럽고 흉측한 ‘생물’과 말끔한 금속의 ‘기계’를 대비시

키는 이 작품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 등을 중심으로 분절되고 해체되

어 혐오스럽고 기괴한 신체 이미지를 부각시킨다.461) 1998년 봄호의 <작

가 X> 지면에 실은 「스핑크스 아래에서」는 조작된 거짓 정보로 기입

된 한 영화가 그 실체를 획득해나가는 과정을 추적한 이야기다. 원본과

복제, 조작과 확신 등을 가로지르면서 소설의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역사는 각 시간 단위마다 무언가를 생산해야만 하는 목적

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한 특정시기가 그 시기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면 그 시기는 실패한 셈이

된다. 그리고 만약 한 단계가 충분히 성공적이지 않다면 나

중에라도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멋대로 예

를 들어, 1940년대 필름 느와르가 게이 여성의 존재를 이용

하는 데에 실패했다면 나중에라도 보충해주는 것이 우리의,

아니 당신들의 의무라는 말이다.462)

460) 예컨대 여국현은 “이용욱은 사이버문학론이라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면서 혁신
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듯하면서도 여전히 인쇄활자 시대의 ‘문학’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국현, 「‘사이버문학’과 사이버시대의 텍스
트 짜기―『사이버문학의 도전』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11호,
1997.4., 207쪽.

461) 이는 1995년에 한국에 번역되어 소개된 『감각의 논리』에서 들뢰즈가 프랜시
스 베이컨을 분석한 작업을 떠올리게 한다. 었다. 또한 들뢰즈가 앙토냉 아르토를
통해 “탈성화된 사유”를 주창했던 것도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에 관해서는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254-262쪽 참조.

462) 듀나 일당, 「스핑크스 아래에서」, 《버전업》, 1998년 봄호,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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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나는 당대에 서구 SF문학, 영화 등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PC통

신 공간의 메커니즘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작가였

다. 익명으로 통신망에 올라온 소설을 읽고 작가를 맞춰야 하는 이벤트

에서 ‘이런 글을 쓸 사람은 듀나밖에 없다’는 반응을 얻을 정도로 듀나는

장르적 문법과 매체에 관해 독보적인 장악력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그

러한 면모가 현실 역사 인식에 대한 대립으로서 국가적 경계나 세대·젠

더적 편견을 부수는 방식으로 재현될 때 SF라는 장르와 마이너리티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듀나가 통신망이나 단행본 앤솔로지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처음

문학 지면에 발표한 작품은 「사라지는 사람들」(《이매진》, 1996년 7

월 창간호)이라 생각된다. 이 작품은 ‘듀나 일당’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

었는데 그 맥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가 산책길에서 갈무리해온 십여 개의 짧고 긴 소설들을

읽어본 후, IMAZINE은 듀나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그러나 IMAZINE이 만난 것은 정작 듀나가 아니라 듀나의

1/3에 불과했다. IMAZINE과 만나러 온 사람은 듀나라는 ID

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 사람 중 하나였다. 세 사람은

각각 오누이와 그들의 사촌이었고, IMAZINE이 만난 사람은

‘오빠’였던 것이다. 즉 듀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고유명사

인 셈이다. 이것이 바로 IMAZINE이 필자의 이름을 듀나 ‘일

당’으로 표기하는 이유다.463)

이미 듀나는 『사이버펑크』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머리 여럿 달린

사이버 고스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은 근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박상준은 듀나의 첫 창작집에 간단한 해설을 붙이면서 “‘이

영수’ 씨는 20대 중후반의 여성으로 믿어지는데, 정작 그의 글은 ‘듀나와

그 일당들’이라는 복수의 이름으로 발표”된다고 하면서 “아마 작가는 사

463) 「pulp fition: 듀나, 미확인 비행 ID를 찾아서…」, 《이매진》, 1996년 7월 창
간호,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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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시대의 상징적인 아이덴티티를 즐기고 있는 듯 하다”고 쓰고 있

다.464) 이러한 작가의 익명성은 여전히 세간의 관심사여서 듀나에 대해

서는 늘 작품보다는 작가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앞선다.465) 그리하여

“개인의 신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작품 자체에 대한 이

야기조차 할 수 없는 지난 시대의 인식들로 인해 의미작용이 정체되어

있는 사이, 결국 듀나라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

했던 것”이라는 의견은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466)

하지만 듀나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작가의 정체성 때문이라기

보다 뿌리 깊은 한국 문학계의 장르적 편향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듀나가 실제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

문이나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이 그다지 유효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듀나가 취하고 있는 작가적 정체성의 전략은 무시하기 어렵

다. 특히 듀나가 매우 다작의 SF 작가이자 활발한 영화비평가이면서 다

양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때 그가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류 문단의 바깥에서 자신

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을 지속하는 것 자체로 그것은 마이너리티의 전략

이다.

비단 SF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장르적 서사에는 그 자체의 관습과

문법이 있다. 소위 순문학에서는 그것이 대체로 그 언어권의 역사와 현

실이 되고 한국문학은 특히 그러한 속성이 강하다. 하지만 장르문학에서

는 국가나 언어, 인종이나 민족, 성별 등 현실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

러 정체성보다 그 장르적 정체성이 우선순위에 있다. 따라서 장르 작가

는 무엇보다도 해당 장르에 대한 이해도나 그 활용력을 갖춰야 하는 것

이다. 수많은 서브컬처 문화가 존재하고 각각의 세부 장르를 전문적으로

464) 박상준, 「해설: 이영수 작품집 『나비전쟁』에 붙여」, 이영수, 『나비전쟁』,
오늘예감, 1997, 422-423쪽.

465) 이런 인식과 태도가 한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듀나, 백가흠·배수아·
정용준, 「인터뷰: 운 좋게 살아남을 무언가를 위해」, 《Axt》, 2016.1/2월호, 참
조.

466) 이지용, 「듀나론―모르는 사람 많은 유명인의 이야기」, 《오늘의 SF》 2호,
2020, 27쪽.



172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지만 듀나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중반을 감안하면 그가 보여준 다양한 장르

적 코드의 활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첫 단독 창작집 『나비전쟁』은 초창기 듀나의 단편들이 집약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사이버펑크』에 실렸던 단편들을 포

함하여 당시 통신망을 비롯해 여러 지면에 발표되었던 작품들이 모여 있

다. 이후 듀나는 『면세구역』(국민서관, 2000), 『태평양 횡단특급』(문

학과지성사, 2002) 등의 소설집을 발간해 나가는데 『나비전쟁』의 작품

들이 다시 실려 있거나 미처 『나비전쟁』에는 수록되지 못했던 작품들

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거의 모든 단편소설들이 90년대에 창작, 발표

되었다는 뜻이다.

내 딸아, 나는 전에도 너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해

주었다. 네가 옛날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면, 나는 자못 심

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네가 논

현 국민학교에 다니게 된 건 순전히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이

스가 이겼기 때문이란다.” 아니면 “산업 혁명이 일년 만 늦

게 일어났어도 우리집에서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았을 거다.”

따위의... 너도 기억하겠지? 너는 트로이 전쟁과 논현 국민학

교 사이에 놓인 거미줄같이 가는 관계의 사슬들에 황홀해하

며 언제나 나에게 물었다. “근데 아빠는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으시대면서 대답했다. “아빠는 뭐든지 다 알아.”467)

「나비전쟁」은 나비효과 이론, 사이코메트리 혹은 예언자 모티프를

활용해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과(因果)의 전

쟁’을 다루고 있다. 듀나가 장르적 모티프를 어떻게 변주하고 창안해 냈

는지에 주목하기보다 그가 이것을 어떻게 한국소설의 형태로 편입시키는

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소설의 ‘나’는 딸을 가진 ‘아빠’이며 아내를

467) 듀나, 「나비전쟁」, 『나비전쟁』, 오늘예감, 1997,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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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호’ 사건으로 잃은 중년 남성이다. 동시에 세계 각국에 극소수로 존

재하는 ‘능력자들’이며 ‘천년왕국’을 꿈꾸는 또 다른 능력자 ‘제임스 캐피’

와 맞서 싸우는 중이다. 즉 세계의 운명을 짊어진 초능력자가 한국의 구

체적 시공간을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사는 무척 흥미

로워진다. ‘6·25 사변’의 파견병이 던져준 껌을 받은 소녀, ‘방배동 아줌

마 신현숙’ 같은 캐릭터가 서사에 자연스럽게 등장함으로써 한국이라는

시공간은 SF 장르 코드와 결합되고 이를 통해 한국은 ‘자국(自國)’이자

‘외국(外國)’이 되면서 “당대 한국의 현실을 상대화시켜 조명할 수 있는

시점이 창출”되는 것이다.468)

「미메시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근미래의 조지 타운에 룸펜이자 망

나니에 가까운 ‘코리언’이 있다. “이 나라에서도 한국 남자들은 일본 남

자들 만큼이나 인기가 없다.”469) 그를 추적하면서 지켜보던 ‘나’는 그의

유혹에 넘어가는 척하며 그를 ‘처리’한다. 그 ‘코리언’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안드로이드’였고 그 위험성 때문에 높은 현상금이 걸려 있었던 것

이다. ‘나’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로봇을 처단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것인데, 그 자신도 돈을 벌어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인

간’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이 소설은 SF 주요 소재 중 하나인 로봇과

인간의 갈등을 그리면서 그것을 한국적 맥락과 결부시키고 있다. ‘나’가

“서울의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과 자신의 “회사”가 “목성 궤도

근처에서 실종되었던 페르세포네 함대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아무런 위

화감 없이 동시에 제시된다.470) 이럴 때 ‘한국’이라는 소재는 이전의 문

학들이 그 역사적 배경의 무게를 끝내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과 다르게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비로소 기능하게 된다.

“이봐요! 신소현 씨! 당신 신소현 씨 맞죠! 나도 같은...”

카멘코비치가 허둥지둥 해명했다.

“이 숙녀분이 한 시간 전부터 여기 와서 부국장님을 만나

468) 허민석, 앞의 논문, 343쪽.
469) 듀나, 「미메시스」, 『나비전쟁』, 55쪽.
470) 위의 책,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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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이러신답니다. 용건을 물어도 그냥 다짜고짜 부국장

님부터 만나겠다는 겁니다.”

“난 책임자에게 직접 말해야 해요! 게다가 당신은 나처럼

한국 사람이니까 당신에게 말해야 하겠어요. 내 명함 보여줘

요?”471)

안케세나멘 시의 연쇄 살인이 일어나고 새로 부임한 ‘소현’은 그 사건

의 정체를 쫓는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살인의 범인은 소현을 찾아

온 ‘조진숙’ 교수에 의해 서서히 밝혀지는데, 그것은 가상의 존재, 누군가

의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존재 ‘렉스’였다. 공포스러운 괴물 ‘렉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됨으로써 ‘물질화’되고 죽음에 이른다. 밀실 살인

을 다룬 추리물이자 외계 행성 개척에 관한 이 SF에서 한국인 여성 두

명이 사건의 열쇠를 쥐게 된다는 설정은 사실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한국이라는 공간을 벗어난 이국에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민

족적 표지로 거의 작동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듀나가 많은 작품들에서

다채로운 시공간을 설정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쳐내면서도 한국인 정체

성의 인물을 자주 등장시키는 것은 한국적 SF라는 장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자 한국소설의 오래된 폐쇄성을 깨뜨리고 문학적 다양성을 확보하

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듀나의 소설은 단순히 한국적 SF 창작에만 골몰하지는 않는다.

시간여행(타임루프), 도플갱어, 외계 행성, 로봇, 사이보그, 복제인간 등

SF의 단골 소재들을 두루 활용하면서 다채롭고 흥미로운 설정들을 보여

주고 또한 동양 설화나 추리물을 SF와 결합시켜 독특한 서사의 질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중 주목되는 것은 듀나의 소설에서 ‘아버지’가 자주 살해당한다는 점

이다.472) 「장례식」이 이를 잘 보여준다. 총 세 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471) 듀나, 「렉스」, 위의 책, 302쪽.
472) 강은교·김은주는 듀나의 「두 번째 유모」(2017)을 분석하면서 안티-오이디푸
스 서사와 소녀 유목민을 키워드로 “소녀의 의기양양한 웃음과 중년 남성의 우스
꽝스러운 패배”를 분석하는데, 초기 소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강은교·김
은주,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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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우선 <호상>은 “이 나라 국학계의 거두이며 우리 학교 문과대학의

초대 학장인 동시에 내 은사”인 ‘안재욱’ 박사가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대단한 분이셨고 호상이라는 말들과 함께 젊은 시절 그가 ‘소

문난 난봉꾼’이라는 말도 들리는데, 놀랍게도 그의 시체가 살아난다. 사

실 그는 사악한 가정 폭력을 저질렀는데 어느 날 심한 발작을 겪고 완전

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과거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살아난 그는 웃으면

서 육신의 힘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사이

‘나’가 단숨에 그의 목을 꺾어버린다. <두번째 장례>는 고리타분한 철학

강사로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다. 아버지가 남

겨둔 유품 중에는 원고 파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20세기의 눈으로 21세

기를 해석하려고” 하는 헛된 아집의 증거였다.473) 자식들은 그 파일을

지우고 원고를 출력한 뒤 불에 태우며 두번째 장례를 치른다. <송별 파

티>는 외계 알골인에게 존경받는 지구인이었던 아버지가 죽자 알골인들

이 그들의 풍습으로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에피소드를 그린다. 그들은

시신을 매우 정성껏 요리해서 직계손과 배우자에게 먹이는데 그 거부감

과 혐오가 무색하게 일품의 맛이었다.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나자 어머니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서툰 로만 알파벳으로 각 요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

버지의 넙적다리 고기로 만든 알골식 샌드위치, 아버지의 눈

알을 짜서 만든 소스, 아버지의 뇌로 만든 젤리, 아버지의 목

근육을 훈제해 만든 알골식 보존육.

“시신 중 남은 것은 이것뿐이구나.”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말했다.

“떠날 때에는 남은 시신만이라도 묘지에 매장할 생각이었

는데. 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것만 같아. 너희 아버지의 묘지에

샌드위치와 젤리가 묻혀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웃음이

나오고 말 거야.”

듀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호, 2020.4., 49쪽.
473) 듀나, 「장례식」, 앞의 책,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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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싸준 음식을 버리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요.”

넙적다리 샌드위치를 씹으면서 내가 대답했다.474)

아버지의 알골식 장례가 끝나고 지구로 향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아버

지의 남은 신체들은 ‘성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SF적 설정을 통

해 ‘아버지 죽이기’가 얼마나 이채로운 감각으로 재현될 수 있는지를 듀

나는 잘 보여준다.

「집행자」 역시 아버지 죽이기가 핵심이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우주로까지 나가지만 결국 아버지와 동행하게 되

는 친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미지의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고 그곳에

서 위협적인 외계인을 만나 위기에 빠지게 된다. 아버지는 자신의 연륜

과 능력을 과신하면서 해결사로 자임하고 친구는 결국 자기 손으로 아버

지를 죽이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였고 끝내 그는

아버지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작품 역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외계인과의 조우와 함께 배치함으로써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읽게 만든다.

무엇보다 듀나의 SF는 성별 정체성에 관해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꽤 알려진 단편인 「무궁동」은 서로 복제인간으로 얽

힌 ‘모녀’의 이야기를 다룬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작품은 계속해

서 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은 복제의 복제, 복제의

복제의 복제 등 클로닝(cloning)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 작품 역시

“무한히 재생산되는 어머니·딸의 관계에서 사실상 생물학적 남성(아버

지)의 자리”가 지워져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만475) 더 중요한 것은 흔

히 여성들 특유의 감정이라고 여겨지는 ‘질투’와 ‘집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심리학자인 ‘나’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말하고 있는 어머니의 딸

에 대한 강한 집착의 원인은 매우 흥미로운 탐구 주제인데, 한 ‘카운셀

러’는 이를 분석하는 것은 점장이나 정신분석학이 하는 엉터리 과학이나

싸구려 속임수라고 일갈한다. 결국 이 모녀 관계 속 집착의 원인이 ‘여

474) 위의 책, 99쪽.
475) 허민석, 앞의 논문,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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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관계로부터 배태되었다는 복제인간의 설정에 따르면 여성적 감정이

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것들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느뵈 변주곡」 역시 매우 흥미로운 여성-서사를 보여주는데, 시간

여행이 가능해진 시대에 소위 시간 간섭자(TI)들은 과거로 돌아가 위대

한 작곡가들을 데려온 뒤 현대적 음반으로 녹음하여 대중들에게 상업적

으로 제공하는 일에 조력한다. 그중 ‘스타 멀로니’라는 TI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아닌 새로운 작곡가를 찾아내기로 마음을 먹고 18세기 말 영

국의 서섹스에서 ‘앤 위트브레드’를 만난다.

그녀가 음악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던 건 그녀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초까지 영국 구석에 살았던 운나쁜 여성이기도

했겠지만 만약에 그녀가 자신의 작품을 알릴 기회가 있었다

고 하더라도 인정받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형식과 방법으로 작품을 써냈는데 그 음악사적 독립성은 에

릭 사티를 칼 슈타미츠 수준으로 보이게 만들 정도였습니

다.476)

‘멀로니’는 이 천재 여성 음악가를 발견한 뒤 여러 시공간에 ‘앤 위트

브레드’를 데려다 놓고 그 작업물을 생산해내게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은

‘앤 위트브레드’에게 발각되고 흩어져 있던 여덟 명의 ‘앤 위트브레드’가

현재의 한 공간에 모이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위트브레드’들은 다시 과

거로 돌아가 위대한 작곡가로 남으라는 ‘멀로니’의 말에 이렇게 대답한

다.

“어때요? 우리가 여기 머물 수 있을 것 같나요?”

위트베르드 5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법적으로는 아무도 못 막아요. 임원들의 협박은

476) 듀나, 「느뵈 변주곡」, 앞의 책,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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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속빈 시위에 불과해요. 하지만 정말 여기에 머물고

싶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 나쁜 목사와 결혼해서 애나 죽

어라 낳다가 죽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모든 사실들을 알았

으니 난 돌아가도 결코 솔직해질 수 없을 거예요. 여기 남는

게 우리에겐 유일한 선택이예요.”477)

그들은 과거의 ‘여성’으로 돌아가지 않는 선택을 한다. 오히려 자매들

과 함께 공동작업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까지 한다. 이는 아무리 더

이상 독창적인 걸작이 생산되지 않는, 지루하기만 한 유토피아의 시대라

고 하더라도 억압받던 여성의 삶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아

울러 역사에서 거의 지워져 있던 여성 예술가의 성취에 대해 듀나는 이

작품을 통해 질문하고 있다. 작품의 제목이자 이 소설에서 연주자로 등

장하는 ‘나’는 프랑스의 바이올리니스트 ‘지네트 느뵈’를 가리킨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478) 실제로 느뵈의 연주는 이 소설에도 등장하는 EMI 레

코드사의 녹음이 아니었다면 위대한 연주자의 계보에서 지워졌을지도 모

른다. 듀나는 과학기술이라는 소재를 여성 예술가와 연결시켜 예술의 역

사에서 여성의 위치나 성취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장

르적 관습이나 문법에 폐쇄적으로 골몰해 서사적 제한을 만들어내거나

반대로 휴머니즘적 민족주의의 형태로 귀결되는 순문학적 보수성을 따르

지 않고 SF 장르가 소수자성이나 다양성에 입각해 현실 세계에 질문을

던질 때 이는 소설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479)

477) 위의 책, 205쪽.
478) 지네트 느뵈(Ginette Neveu, 1919-1949)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진 프랑스
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져 있다. 비극적인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일찍 세상
을 떠났다. 이 소설에서는 오빠 ‘장’이 자살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피아니스트였던 동생 ‘장’도 사고 때 함께 사망하였다.

479) 신일숙의 1990년대 만화를 ‘SF 여성 만화’로 명명하면서 그것이 90년대 여성
독자를 적극적으로 의식하면서 페미니즘과 SF의 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분석은 해당 장르에 복수성과 다양성을 기입함으로써 만화사적 분기점으로 인식
할 수 있게 한다. 김은정, 「1990년대 여성 만화의 SF 페미니즘적 성취: 신일숙
의 『1999년생』, 『나의 이브』, 『나무 박사를 찾아서』를 중심으로」, 《민족
문학사연구》, 77호, 2021.12, 407-4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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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언급한 작품들이 페미니즘 SF의 한 사례라면 이 소설집에는 퀴

어 SF라고 명명할 수 있을 작품들이 다수 실려 있다. 「일곱번째 별」

은 태양계에서 매우 길었던 한 전쟁이 드디어 끝나고 ‘나’가 경영하는 식

당으로 각국의 대표들이 만찬을 하러 오게 된 상황으로 시작한다. 태양

계 각 행성과 종족의 취향은 너무도 다양하고 어떤 요리들은 다른 종족

이 아예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식당은 늘 무수한 요리를 준비해야 한

다. 그런데 가장 까다롭고 특수화된 식성을 가진 ‘첸시크인’들도 식당을

방문하기로 하고 ‘나’는 이를 준비하는데, ‘첸시크인’들이 먹지 못하는 염

화나트륨(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내가 말해주지. 당신과 그 망할 계집애는 연애 중이었소.

통정하고 있었단 말이야! 경감, 이 여자는 겉보기엔 점잖아

보이지만 음탕한 변태 성욕자요! 살인 미수죄로 체포할 수

없다면 음란죄로 체포하시오! 못 믿겠다면 여기 저 여자에

대한 기록들도 있어! 저 여자가 자기 비서와 어떻게 놀아났

는지 보란 말이오!”

경감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사트-텔돔은 펠젠인들의 3

분의 1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몰랐나 보다. 그러나 그런 외

교적 실수는 지금 내 입장에 비하면 정말로 하찮은 것이었

다. 나는 펠젠인 경감이 사트 텔돔에게 문화적 다원성에 대

한 설교를 늘어놓는 동안 필사적으로 머리를 짰다.480)

이 한국인 요리사 ‘최현주’가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태양계 각 외계 종족이 모여든 곳에서 언급되는 장면은 정체성과 취향의

문제가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또 그 다름이 얼마나 치명적

일 수 있는지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기묘한 짠맛은 사실

‘나’가 요리에 ‘피’를 섞음으로써 생성된 것이었다. 극히 폐쇄적인 ‘첸시

크’ 요리를 자신의 ‘보편성’ 이론에 기대 새롭게 창조할 수 있었던 ‘나’는

480) 듀나, 「일곱번째 별」, 앞의 책,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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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들을 각 종족의 입맛으로 평가할 수 있는 “헤스프로트인들”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특정 종족의 요리를 맛볼 때 각 종족의

입장으로 입맛을 전환”시키는 그들에게는 보편적인 ‘맛’의 개념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즉 이 소설은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고 지키되 그것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편견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레고리적

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펜타곤」에는 뇌사한 시체에 다른 사람의 뇌를 이식하는 수술이 등

장한다. 뇌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이 누락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총 다섯 개의 뇌로 분산하게 되고 결국 같은 뇌를 가진

사람이 다섯 명이 되는 ‘펜타곤’ 수술을 통해 ‘김은수’라는 인물이 다섯으

로 나뉘어지면서 파국이 발생한다. 각각 ‘안재호’, ‘페렐리만’, ‘김우식’,

‘윤영규’, ‘구엔 투 레’로 이식된 ‘김은수’는 정치국의 지시에 따라 비윤리

적 임무들을 수행해가는데 ‘구엔 투 레’가 갑자기 이들을 제거하기 시작

한 것이다. ‘구엔 투 레’는 여성이자 임신을 확인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

는데 그가 유일하게 이 과정에서 반성이자 각성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게으르고, 건달기가 가득하고, 수다스럽고, 뚱뚱한 몸

으로 바뀌었지만 새로운 남성의 신체에 대해 기존의 뇌가 결국 적응해나

가는 것과 달리 여성의 신체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단순히

남성/여성의 구분과 그 변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체화한다는 것,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만약

우리의 뇌가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다섯 명의 신체에 이식된다면, 그리

고 그 다섯 명이 모인다면 그것은 다시 ‘나’가 될 수 있을까.

전직 신학 교수이자 게이인 ‘나’가 ‘아내’와 함께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

게 되는 「팔림세스트」를 보자. 비행기 안에서 ‘아내’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수정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지워버리는 중이다. 그들이 찾아간 것

은 어느 시골 마을의 ‘브란텐베르크’ 씨였는데 그가 바로 새롭게 설정될

‘아내’의 아버지였다. 그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옛 가족 사진들을 팔아

넘기는데, 이 사진 속 사내아이는 소녀의 형태로 수정되고 있다. 사실

‘아내’는 트랜스젠더 여성(MTF)이었고 게이인 ‘나’는 ‘아내’가 남성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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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했던 것이다.

나는 포기하고 뒤로 물러섰다. 이미 내가 사랑했던, 그와

결혼하기 위해 대학 교수직까지 포기해야 했던 그 소년은 육

체적으로는 더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3년 전까지

만 그였던 아내는 가짜 사진들과 위조 서류들로 구성된 인공

과거만으로는 만족을 못해 그나마 남은 기억마저도 지워버린

뒤, 동반자살한 부모도 없고 집단 추행 사건도 일어나지 않

은 행복하고 깔끔한 새 기억으로 교체하려고 한다.481)

정체성을 논의할 때 주체의 일관성과 연속성에 토대를 둔다면 비일관

적이고 불연속적인 젠더 존재의 문화적 등장은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

에 의심을 품게 만”들며 그러한 존재는 결국 “‘사람’으로 정의되는 문화

적 인식 가능성이 있는 젠더 규범을 따르는 데 실패한 존재”로 상정된

다.482)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정체화의 개념은 이분법적 젠더 구분을

무화시키면서 동시에 강화한다. 왜냐하면 젠더는 결국 사회·문화적 인식

과 주체의 인지 사이의 (부)조화로 결정되는데 이 유동성과 가변성은 남

성 중심주의 담론을 은폐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신체적 전

환과 더불어 ‘정체적 기억’의 정보를 가공할 수 있다면 어떨까.

‘팔림프세스트(palimpsest)’는 양피지 위에 글을 덧쓰는 행위, 즉 ‘겹쳐

쓰기’나 ‘다시 쓰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학 비평적 용어이기도 한 이

개념은 소설에서 부부가 예전 공연의 초연 자료 등을 3차원 영상으로 복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것 역시

일종의 겹쳐 쓰기, 다시 쓰기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체성이 다양한 형

태로 생성, 변형, 고정된다는 사실은 수많은 교란과 혼성이 공존한다는

것과 같다. 듀나는 이러한 정체성의 다양성을 SF 문법에 적극 활용하면

서 이를 긍정한다. 이 소설의 ‘나’는 ‘아내’의 계속되는 변신에 무척 혼란

스러워 하지만 그는 결국 의사에게 “부부 동반은 할인해 주는지 물어볼

481) 듀나, 「팔림세스트」, 위의 책, 335쪽.
482)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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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다짐한다. 즉 특정한 기억을 추가하거나 약화시키는 수술이라

면,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많은 부분들을 상상력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공

연의 복원 작업과 같다면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483)

「사라지는 사람들」은 특정 사람이나 사물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투명 폭동’을 다루고 있다. 갑자기 눈앞에 있는 엄마를 찾지 못하는 딸

이 등장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해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시작으로

세상은 혼란으로 빠지고 모두 격리 상태에 놓인다. 일러스트레이터인

‘나’와 레즈비언 전자잡지 편집장 ‘아버클’은 늘 통신망 채팅을 통해 교류

하고 있다.484) 그 덕분에 이들은 사회적 교류가 마비된 시기에도 계속해

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인류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눈으

로 전혀 볼 수 없는 ‘무관심병’에 걸리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진짜 세계’와 ‘가짜 세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제 사람들의 세계는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만 존재했다. 그 바깥에 어떤 사회가 존재한다고 한다

면 바보같은 말이 될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만약

당신이 저 텅빈 거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고

싶으면 믿어라. 그러나 당신은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길가에서 부딪

히고 한참 뒤에 무릎이 아파서 낑낑대는 정도일 뿐이다. 그

렇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진짜 세계는 광섬유 다발을 오

가는 이 디지털 정보 속에 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패싸움을 하고 영화를 보고 섹스를 한다.485)

이 작품이 듀나가 ‘지면’에 발표한 첫 작품임을 감안한다면 소설은 가

483) 듀나, 「팔림세스트」, 앞의 책, 334쪽.
484) 초기 ‘투명 폭동’의 혼란 속에서 ‘나’가 ‘종로 3가’를 거쳐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
은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485) 듀나, 「사라지는 사람들」, 앞의 책,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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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간 시대의 익명의 세계에 대한 전망으로 읽힌다. 작가 스스로가 선

택했듯 사이버스페이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공간

이며 배제되었거나 혐오되었던 소수자들이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대

안이 되기도 한다.486)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 사고활동의 결과”여서 “창

조와 파괴에 대한 욕구조차 없는” 낙관적인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한

다.487) 이를 통해 관습적이고 지배적이었던 세계 인식의 틀이 조금씩 변

화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488)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이상적이고 자연주

의적인 ‘유토피아적 상상력’, 기계와 시스템으로 세워진 ‘과학소설적 상상

력’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세 번째 질서, “정보, 모델,

정보통신학적 게임 위에 세원진 시뮬라시옹의 시뮬라크르들―완전한 조

작성, 파생실재성, 완전한 통제 목표”에는 어떤 대답이 가능할지 모르겠

다고 쓰고 있다.489) 아마도 여기에 대해 현재의 네트워크 세계를 제시할

수도 있겠다. 1990년대 PC통신 시대 이후 인터넷 시대로 전환되고, 스마

트폰의 보급과 함께 정보의 가상 공간은 예상과는 다르게 또 빠르게 변

화하여 왔다. 이 소설 속 아버클이 주장하는바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환상”이었고 “영원한 관찰자에 불과한 몇몇 지성들이 너무나 물질세계에

참견하고 싶은 나머지 집단적인 환각을 일으켰”으며 그 환각이 “거미줄

처럼 연결되어 우리가 아는 세계를 만들어”냈다고도 할 수 있다.490) 그

전망과 인식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는 당장 평가하기 어려울 것

이다. 다만 90년대 중반 한국 PC통신의 공간에서 이러한 서사가 익명의

486) 혐오와 배제의 언어를 어떻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언어로 바꿀 것인가를 무
척 섬세하고도 전복적으로 다룬 일라이 클레어의 논의를 빌리자면 1990년대 초
창기 PC통신 문화에서 형성되던 그 수많은 언어의 유통은 하위주체나 소수자 집
단의 자기 지시와 관련해 깊이 탐구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일라이 클레어, 『망
명과 자긍심』, 전혜은·제이 역, 현실문화, 2020, 41-62쪽 참조.

487) 듀나, 「사라지는 사람들」, 앞의 책, 84-85쪽.
488) 리처드 로티는 “연대란 (…) 전통적인 (종족, 종교, 인종, 관습 등의) 차이를 점
점 중요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우리 자신과 매우 다른 사람들을 ”우리
“의 영역에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서술한다. 리처드 로티, 『우연
성, 아이러니, 연대』, 사월의책, 2020, 391쪽.

489) 장 보드리야르, 『시뮬라시옹』, 하태환 역, 민음사, 2001, 198쪽.
490) 「사라지는 사람들」, 앞의 책,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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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 의해 탄생하고 있었음은 문학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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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기존의 문학사가 1990년대 문학을 1980년대의 대타항으로 두고

주로 탈정치의 관점에서 고찰해왔다는 문제의식 아래 1990년대 한국소설

의 특징을 ‘소수성(minority)’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90년대

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매우 큰 전환이 있었고 문학은 대

체로 그 변화의 양상과 함께 설명되어왔다. 그만큼 문학의 변화는 전방

위적이었고 전례 없이 다채로운 서사가 생겨나면서 90년대 문학의 새로

운 문학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매우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영

역에서 일어난 이 변화들은 위기의 담론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

과적으로 1990년대 문학은 다양한 파고를 겪으면서도 문학이라는 형식을

굳건히 유지하며 유의미한 전환을 만들어냈다.

우선 1990년대 한국소설이 성숙한 남성성의 형식이라 여겨지던 근대적

교양(성장)소설을 전복하는 양상에 주목했다. 관습적 정상성으로부터 벗

어난 여성, 아이, 퀴어 등의 소수 주체가 가시화되고 나아가 적극적인 소

수자-되기의 서사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마이너리티가 1990년대 한국소

설을 통해 문학사에 기입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특히 각각의 마이너리

티가 상호 교차하면서 전통적 관념의 근대성, 근대소설이 해체되면서 동

시에 확장되는 흐름을 포착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우선 장정일을 시작으로 전형적 남성성에 대한 균열이 일어

났고 그것이 비록 남성적 금기의 해방이라는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본격

적으로 소수적 다양성이 한국문학사에 편입되는 시초가 되었음을 보이고

자 했다. 퀴어-아이의 정체성은 결핍이나 부재가 아니라 보편성과 대비

되는 단일적 주체로 재현되면서 새로운 감각의 서사를 만들어냈다. 백민

석은 이러한 장정일의 시도에서 더 나아가 거대한 시청각적 스펙터클의

세계로부터 소외되는 주체들에 주목했다. 유년기로부터의 성장을 거부하

는 인물들의 행로가 세계에 대한 환멸이나 허무로만 귀결되지 않고 적극

적으로 그 절망과 종말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이어짐으로써 현실의 폭력

성과 부조리는 더 이상 개인을 억압할 수 없는 기제가 되며 이른바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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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다양성이 새로운 세대의 지향이 되고 있음을 분석하고자 했다.

3장은 대안적 주체로 가시화된 여성이 1990년대 소설에서 어떻게 재현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페미니즘 이론에 근거한 여성 서사가 하나의 흐름

을 형성하고 많은 여성 작가들이 등장했던 시기에 마이너리티에 대한 인

식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토를 떠나고자 했던 소수자의 형상을

허수경과 배수아의 작품을 통해 분석했다. 국민 국가의 바깥에서 외부자

적 관점을 염두에 둔 남성적 이방인-되기와 달리 여성 주체의 자발적

망명은 역사로부터 포섭되지 않으면서 마이너리티라는 본질적인 사유로

향하고 있었다. 배수아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자-아이와 이들이 보여주는

단독자적 여정 역시 수직적인 자람이 아니라 수평적인 확장을 강조하면

서 수많은 미성숙함과 그 차이들로부터 삶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장은 문학의 새로운 유통을 가능하게 했던 PC통신 문학과 컴퓨터 글

쓰기를 토대로 그것이 형식적(장르적) 변화와 함께 문학의 소수적 영토

로 기능할 수 있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송경아가 이야기로서의 소설을

젠더적 상상력과 흥미롭게 결합시킬 수 있었던 것, 듀나라는 익명의 작

가가 주류 문단의 바깥에서 한국문학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에는 새로운 문학적 공간의 출현이 있었다.

1990년대 한국사회는 근현대사에서 최초로 내재적 혁명 과정을 거친

시기임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이념과 체제의 변화를 맞닥뜨려야 했던 시

기이기도 하다. 특히 자유롭고 개성적인 주체의 탄생과 동시대적 문화의

개방·교류는 다양한 마이너리티가 가시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거대한 역

사의 바깥에 서 있던 수많은 소수자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1990년대 소설은 이를 파편적이고 혼종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문

학적 전환을 이루어냈다. 특히 새롭고 다양한 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글쓰기의 감각이 기계적인 것으로 변화하면서 젠더적 사유와 결합하는

양상은 총체적인 문학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1990년대는 2000년이라는 세기적 전환을 앞둔 시기이기도 했다.

90년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1980년대의 경직성이나 엄숙주의를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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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세기말이 주는 환멸과 공포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급격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이동은 다시금 개인을 위축

시키고 마이너리티의 문제를 유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페미

니즘, 퀴어, SF 등 유예되었던 문학사의 마이너리티가 ‘리부트’되고 있는

현재의 관점에서 1990년대 문학은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즉 1990년

대 문학을 분석하는 일은 2000년대를 거쳐 한국문학의 현재와 마주하는

일이다. 90년대의 후일담 문학이 여전히 80년대와의 내적 투쟁을 지속하

고 있었고 90년대의 탈정치화된 문학이 2000년대로의 이행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 1990년대 한국소설의 마이너리티가 한국문

학의 형질적 전환을 가져온 일종의 은폐된 기원임을 본고는 밝히고자 했

다.



188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장정일,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열음사, 1988

, 『아담이 눈 뜰 때』, 미학사, 1990

백민석, 『내가 사랑한 캔디』, 문학과지성사, 1996,

, 『헤이, 우리 소풍 간다』, 문학과지성사, 1995

, 『16믿거나말거나박물지』, 문학과지성사, 1997

배수아,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고려원, 1995

, 『랩소디 인 블루』, 고려원, 1995

, 『바람 인형』, 문학과자성사, 1996

, 『부주의한 사랑』, 문학동네, 1996

이영수·김종준·송세현·김창규, 『사이버펑크』, 명경, 1994

송경아, 『성교가 두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학적 고찰중 사례연

구 부분인용』, 여성사, 1994

, 『책』, 민음사, 1996

, 『아기 찾기』, 민음사, 1997

이영수, 『나비전쟁』, 오늘예감, 1997

허수경, 『모래도시』, 문학동네, 1996

《창작과비평》, 《문학과사회》, 《실천문학》, 《작가세계》, 《현대문학》,

《오늘의 문예비평》, 《리뷰》, 《문학동네》, 《또다른 세상》, 《BUDDY》,

《또 하나의 문화》, 《당대비평》, 《문학사상》, 《문예중앙》, 《동서문학》,

《문화과학》, 《오늘의 소설》, 《소설과사상》, 《과학사상》, 《버전업》,

《상상》, 《이매진》, 《이론》, 《과학세대》, 《한겨레신문》, 《대학신문》,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퀴어문학종합플랫폼)무지개책갈피》,



189

2. 단행본

강내희 외, 『압구정동: 유토피아/디스토피아』, 현실문화연구, 199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1990년대의 증상들』,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고길섶, 『소수문화들의 정치학』, 문화과학사, 1998.

과학기자 모임, 『新한국 과학기술을 위한 연합 보고서』, 희성출판사, 1993.

권김현영 외, 『근대성의 젠더』, 자음과모음, 2011.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권영민, 『한국 현대문학사1-2』, 민음사, 2020.

김경민, 『겨울 허수아비도 사는 일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성림, 1993.

김명인, 『희망의 문학』, 풀빛, 1990.

김병익, 『새로운 글쓰기와 문학의 진정성』, 문학과지성사, 1997.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14.

김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강진경·강진영 역, 후마니타스, 2022

김인환, 『새 한국문학사』, 세창출판사, 2021.

김정남 외, 『1990년대 문화 키워드 20』, 문화다북스, 2017.

김정한, 『비혁명의 시대―1991년 5월 이후 사회운동과 정치철학』, 빨간소금, 2020.

김종화, 『해체: 통일에서 포르노까지』, 토마토, 1997.

김준오,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지성사, 2000.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남진우, 『숲으로 된 성벽』, 문학동네, 1999.

노염화, 『키취소년, 문화의 바다에 빠지다』, 토마토, 1997.

도정일,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민음사, 1994.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새 민족문학사 강좌02』, 창비, 2009.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 사회』, 후마니타스, 2008.

박상준 외,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 케포이북스, 2016.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현실문화, 2018.

방민호,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 예옥, 2018.

배하은, 『문학의 혁명, 혁명의 문학』, 소명출판, 2021.

변정수, 『상식으로 상식에 도전하기』, 토마토, 1996.

서동진,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랴』, 문예마당, 1996.

소영현 외, 『문학은 위험하다』, 민음사, 2019.



190

손동수, 『금기와 욕망 사이에서 떠들어대기』, 토마토, 1996.

신수정, 『푸줏간에 걸린 고기』, 문학동네, 2003.

실천문학 편집위원회 편, 『다시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실천문학사, 1992.

오혜진,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한국문학의 정상성을 묻다』, 오월의봄, 2019.

유효종, 이와마 아키코 엮음, 『마이너리티란 무엇인가―개념과 정책의 비교

사회학』, 박은미 역, 도서출판 한울, 2012.

윤수종 외, 『소수자운동의 새로운 전개』, 중원문화, 2013.

이성욱, 『비평의 길』, 문학동네, 2004.

이용욱, 『사이버문학의 도전: 문학의 위기와 패러다임』, 토마토, 1996.

이지용, 『한국 SF 장르의 형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장석주,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 시공사, 2000.

작가와 비평 편, 『비평, 90년대 문학을 묻다』, 여름언덕, 2005.

정과리 외, 『21세기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9.

정정호 편,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문학』, 도서출판 글, 1991.

조연정, 『여성 시학, 1980∼1990―‘여성’을 다시 읽고 쓰는 일』, 문학과지성사,

2021.

천정환,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마음산책, 2014.

청년과학기술자협의회,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 한길사, 1990.

한국출판연구소, 「도서대여점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문화체육부 연구용역

보고서, 1997.12.

허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역락, 2018.

황종연 외,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황종연,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역, 도서출판b, 2010.

게오르크 W. 베르트람, 언어, 의미 그리고 철학, 정대성 역, 박이정, 2015.
구라카즈 시게루, 『나 자신이고자 하는 충동』, 한태준 역, 갈무리, 2015.

그레고리 배트코크, 『포스트모더니즘과 비디오 예술』, 채장석 역, 인간사랑,

1995.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유재홍 역, 울력, 2014.

나탈리 하이니히, 『정체성이 아닌 것』, 임지영 역, 산지니, 2021.

니클라스 루만, 『대중매체의 현실』, 김성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91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역, 책세상, 2019.

R.W. 코넬,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역, 이매진, 2013.

로지 브라이도티, 『유목적 주체』, 박미선 역, 여이연, 2004.

,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2015.

,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김은주 역, 꿈꾼문고,

2020.

로지 잭슨, 『환상성』,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문학동네, 2001.

롤랑 바르트, 『텍스트의 즐거움』, 김희영 역, 동문선, 1997.

, 현대의 신화,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 동문선, 1997.
뤼스 이리가레, 『하나이지 않은 성』, 이은민 역, 동문선, 2000.

리처드 로티,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 사월의책, 2020.

리키 윌친스, 『퀴어, 젠더, 트랜스』, 시우 역, 오월의봄, 2021.

마샬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2002.

미셸 마페졸리, 『부족의 시대』, 박정호·신지은 역, 문학동네, 2017.

보리스 그로이스, 『새로움에 대하여』, 김남시 옮김, 현실문화, 2017.

브라이언 마수미, 『천개의 고원 사용자 가이드』, 조현일 역, 접힘/펼침, 2005.

사라 샤르마, 『틈새시간』, 최영석 역, 앨피, 2022.

상탈 무페, 『정치적인 것의 귀환』, 이보경 역, 후미니타스, 2007.

샌드라 하딩,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

기』, 조주현 역, 나남, 2009.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임성모·이규수 역, 돌베개, 2006.

수잔 스나이더 랜서, 『시점의 시학』, 김형민 역, 좋은날, 1998.

스튜어트 홀, 『문화연구 1983―이론의 역사에 관한 8개의 강의』, 김용규 역,

현실문화연구, 2021.

안드레아스 뵌·안드레아스 자이들러, 『매체의 역사 읽기』, 이상훈·황승환

역, 문학과지성사, 2020.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채현

숙 역, 그린비, 2011.

앤소니 기든스, 『현대성과 자아 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권기돈

역, 새물결, 1997.

에드워드 W. 사이드, 『지식인의 표상』, 최유준 역, 마티, 2012.

에이드리언 리치,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이주혜 역, 바다출판사,



192

2020.

에티엔 발리바르·이매뉴엘 월러스틴, 『인종, 국민, 계급 모호한 정체성들』,

김상운 역, 두번째테제, 2022.

오드리 로드, 『시스터 아웃사이더』, 주해연·박미선 역, 후마니타스, 2018.

월터 J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1995

이언 와트, 『근대 개인주의 신화』, 이시연·강유나 역, 문학동네, 2004.

, 『소설의 발생』, 강유나·고경하 역, 강, 2009.

이와마 아키코 엮음, 『마이너리티란 무엇인가―개념과 정책의 비교사회학』,

박은미 역, 도서출판 한울, 2012.

이졸데 카림, 『나와 타자들』, 이승희 역, 민음사, 2019.

일라이 클레어, 『망명과 자긍심』, 전혜은·제이 역, 현실문화, 2020.

장 보드리야르, 『시뮬라시옹』, 하태환 역, 민음사, 2001.

제라르 쥬네트, 『서사담론』, 권택영 역, 교보문고, 1992.

제프리 디스티 크로익스 외, 『계급 소외 차별』, 차승일 역, 책갈피, 2017.

조애나 러스,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나현영 역, 포도밭

출판사, 2020.

, 『여자들이 글 못 쓰게 만드는 방법』, 박이은실 역, 낮은산,

2021.

존 리, 『케이팝: 대한민국 대중음악과 문화 기억상실증과 경제 혁신』, 김혜

진 역, 소명출판, 2019,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 『카프카―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이진경 역,

동문선, 2001.

, 『안티 오이디푸스』, 김재인 역, 민음사, 1997.

캐롤라인 레빈, 『형식들』, 백준걸·황수경 역, 앨피, 2021.

크레시다 헤예스, 『정체성 정치』, 강은교 역, 전기가오리, 2020.

퍼트리샤 워, 메타 픽션, 김상구 역, 열음사, 1989.
프랑코 모레티, 『세상의 이치』, 성은애 역, 문학동네, 2005.

프리드리히 키틀러, 『광학적 미디어: 1999년 베를린 강의 예술, 기술, 전쟁』,

윤원화 역, 현실문화, 2011.



193

, 『축음기, 영화, 타자기』, 유현주·김남시 역, 문학과지성

사, 2019.

Brian Richardson, Unnatural Narrative: Theory, H istory, and Practice,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15.

3. 논문

강내희, 「유물론적 문화론 정초를 위하여」, 《문화과학》, 창간호, 1992.6.

강동호, 「‘언표’로서의 내면―1990년대 문학사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한 예비

적 고찰들」, 《한국학연구》 56집, 2020.2.

, 「반시대적 고찰―1980년대 ‘문학과지성’과 『우리 세대의 문학』」,

《상허학보》 52호, 2018.4.

강미숙·김양선, 「90년대 여성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신경숙과 김인숙의 근작

을 중심으로」, 《여성과사회》, 제5호, 1994.

강은교·김은주,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듀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

구》 49호, 2020.4.

고지문, 「Metafiction의 수용과 그 의의」, 《영어영문학》, 제34권 4호, 1988.

권성우, 「베를린·전노협, 그리고 김영현」, 《문학과사회》, 1990년 봄호.

, 「젊음의 문학, 문학의 젊음」, 《작가세계》, 1991년 봄호.

김대성, 「제도의 해체와 확산, 그리고 문학의 정치―1980년대 무크지 운동

재고」, 《동서인문학》 제45집,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김동식, 「우리 시대 공주를 위하여」, 《문학과사회》, 1996년 여름호.

김미지, 「월북문인 해금의 이면—‘불화’의 소멸 그 이후」, 《구보학보》 20

집, 2018.

김병익, 「컴퓨터는 문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동서문학》, 1994년

여름호.

김성기, 「상황의 도전과 문화의 응전―최근 잡지의 새로운 경향에 대하여」,

《문학과사회》, 1993년 가을호.

, 「포스트모더니티의 사회 이론」, 《문학과사회》, 1990년 봄호.

김성환, 「노동자 생활글과 노동문학사적 맥락」, 《한국문학논총》 85집,



194

2020.8.

김시연, 「2010년대에 ‘학생운동’ 말하기―1990년대와 2010년대의 학생운동 경

험 구술과 ‘우리’의 구성」, 《대중서사연구》 제26권 1호, 2020.3.

김신식, 「한국의 비디오 문화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VCR 수용자의 가정

내 영화 소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논

문, 2011.

김양선, 「남성작가들이 쓴 여성문제 소설의 대중성과 반여성성」, 《창작과

비평》, 1994년 봄호.

, 「동일성과 차이의 젠더 정치학―1970·80년대 진보적 민족문학론과

여성해방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005.4,

김영찬, 「‘90년대’는 없다―하나의 시론, ‘1990년대’를 읽는 코드」, 《한국학

논집》 59, 2015.6.

김영찬, 「장정일의 『아담이 눈 뜰 때』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제72

집, 2020년 가을호.

김영희, 「90년대 문학의 밤과 프롤레타리아의 시―일상/투쟁의 서사와 훼손

된 육체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7권 3호, 2019.12.

김예리, 「『녹색평론』의 인간중심주의 생태담론과 정치적 상상」, 《상허학

보》 53집, 2018.6.

, 「80년대 무크 문학의 언어 풍경과 문학의 윤리―『시와 경제』와

『시운동』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9호, 2014.12,

김요섭, 「이행기 정의와 서사―민주화 이후 문예지 복간과 재현의 정치」,

《상허학보》 64호, 2022.4.

김윤식, 「체험으로서의 한국 근대문학사론―근대문학의 기원과 문학사의 원

환 구조」, 《문학동네》, 1998년 겨울호.

김은정, 「1990년대 여성 만화의 SF 페미니즘적 성취: 신일숙의 『1999년

생』, 『나의 이브』, 『나무 박사를 찾아서』를 중심으로」, 《민족

문학사연구》, 77호, 2021.12.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 2017.10.

, 「민주화 이후의 여성문학: 억압된 것의 회귀와 성차화된 여성 주체

의 등장」, 《Littor》, 2018.8/9월호.

김은하, 「살아남은 자의 죄책과 애도의 글쓰기: 공지영의 1980년대 소설을



195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5호, 2015.

김재용, 「서평: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창작과비평》, 1990년 봄호.

김주연, 「상업 문화와 혁신 문화의 거리―90년대의 문학과 사회를 전망하

며」, 《문학과사회》, 1990년 봄호.

, 「현대 한국여성비평문학의 성장과 그 성격」, 《아시아여성연구》,

제44집 2호, 2005.11.

김진석, 「‘탈’의 놀이―니체와 데리다의 해체 작업의 예」, 《문학과사회》,

1990년 여름호.

, 「해탈에서 탈로, 인간에서 의인으로」, 《문학과사회》, 1991년 여름호.

김창남, 「민주화 대세 거스르는 대중문화」, 《選批》, 1988년 봄호(창간호).

김춘규, 「장정일 문학에서 장르 전환의 의미―시와 소설의 갈등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63, 2021.4.

김치수, 「낯선 세계에 대한 창조적 의미화」, 《문학사상》, 1990년 3월호.

김탁환, 「동아시아 소설의 힘」, 《상상》, 1994년 여름호.

김형기, 「한국사회 노동자계급론의 모색―최근의 ‘노동자계급논쟁’에 부쳐」,

《창작과비평》, 1990년 봄호.

나종석, 「90년대 한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수용사 연구」, 《철학연구》

120, 2011.12.

나준성, 「이성욱 비평의 문화(운동)론과 ‘현실’이라는 조건의 의미」, 《춘원

연구학보》 제20호, 2021.4.

남진우, 「서평: 권력의 사슬을 깨뜨리는 작업」, 《문학과사회》, 1990년 봄호.

노지승, 「여성 작가는 어떻게 ‘탈(脫)여류’를 했는가: 윤정모 소설에서의 상상

된 부계(父系)와 여성혐오」, 《여성문학연구》 제51호, 2020.

류보선, 「전환기를 건너는 법」, 《문학동네》, 1997년 겨울호

문예지, 「1990년대 전경린·배수아 소설에 나타난 ‘여성-되기’의 정치학」, 서

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0.

박남훈, 「장정일의 소설은 무엇인가」, 《오늘의 문예비평》, 1991년 4월 창

간호.

박명진, 「청소년과 새로운 미디어 문화: 포스트 모던 문화의 관점」, 《계간

사상》, 1991년 가을호.

박해남, 「1990년대, 전환의 시대, 그리고 확장의 시대」, 《사회와 역사》

123권, 2019.9.



196

박혜경, 「소설이 주체의 위기를 살아내는 방식―90년대의 소설을 위한 밑그

림」, 《문학과사회》, 1998년 봄호.

방민호, 「그를 믿어야 할 것인가―장정일 소설론」, 《창작과비평》, 1995년

여름호.

배하은, 「노동자의 문학 독자 되기―노동자 계층 독자의 문학 규범 내면화와

전유 양상 연구」, 《상허학보》 59집, 2020.6.

, 「만들어진 내면성―김영현과 장정일의 소설을 통해 본 1990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 구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50,

2016.12.

백소연,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 1990년대 재현의 양상―tvN <응답하라

1994>(2013)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권 3호, 2014.12.

백종륜, 「1990년대 이남희 소설의 희망론: 생태주의와 퀴어/페미니즘의 교차

점을 모색하기」, 《한국현대문학연구》 62, 2020.12.

, 「한국, 퀴어 문학, 역사: ‘한국 퀴어 문학사’를 상상하기」, 《여/성이

론》 41, 2019.12.

, 「트랜스젠더의 죽음과 반역: 장정일, 심산, 이순원의 소설을 중심으

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5호, 2021.12.

복거일, 「미래의 여러 모습들」, 《문학과사회》, 1994년 봄호.

, 「전산통신망 시대의 문학하기」, 《문예중앙》, 1995년 가을호.

서동진, 「커밍아웃의 정치학을 다시 생각한다」, 《당대비평》, 2000년 겨울호.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학회》 24권 2호,

2018.6.

서영채, 「1990년대, 시민의 문학: 『문학동네』 100호에 즈음하여」, 《문학

동네》, 2019년 가을호.

, 「소설, 모색과 모험의 도정」, 《창작과비평》, 1994년 봄호.

, 「소설의 운명, 1993」, 《상상》, 1993년 가을호(창간호).

서욱희,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도전―1990년대 송경아 소설의 신화 다시 쓰

기」, 《한국현대문학연구》, 66호, 2022.4.

서재원, 「1990년대 한국 여성비평가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30호,

2013.12.

성민엽, 「열린 공간을 향한 전환―80년대의 문학사적 의미」, 《문학과사

회》, 1989년 겨울호.



197

, 「전환기의 문학과 사회」, 《문학과사회》 통권1호, 1988년 봄호.

손유경, 「여류의 교류―식민지 조선에서 전위가 된다는 것(2)」, 《한국현대

문학연구》 51, 2017.4.

, 「일하는 사람의 ‘아플’ 권리―1980년대 소설에 나타난 노동자의 질병

과 섹슈얼리티」, 《상허학보》 50집, 2017.6.

,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구》 50권, 2020.8.

, 「한국 문학사의 새로운 가능성」, 《문학과사회》, 2019년 봄호.

, 「현장과 육체―『창작과비평』의 민중지향적 분석」, 《현대문학의

연구》 56호, 2015.6.

송경빈, 「한국현대소설의 메타픽션적 수용―김수경의 <유종>을 중심으

로」, 《어문연구》, 제25집, 1994.11.

신수정, 「환멸의 사막을 건너는 여성적 글쓰기의 세 가지 유형」, 《문학동

네》, 1995년 가을호.

신승엽, 「배수아 소설의 몇 가지 낯설고 불안한 매력」, 《문학동네》, 1997

년 겨울호.

, 「잃어버린 시간과 자아를 찾아서―90년대의 성장소설」, 《문학동

네》, 2000년 봄호

안용희, 「X세대의 상상력과 ‘리얼리티’의 갱신」, 《한국문학연구》 61집,

2019.12.

여국현, 「‘사이버문학’과 사이버시대의 텍스트 짜기―『사이버문학의 도전』

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11호, 1997.4.

오창은, 「1930년대 후반 ‘후일담 소설’의 서사적 시간 재구성 양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79집, 2020.

위수정, 「1990년대 소설과 ‘비성년(非成年)’―장정일, 백민석의 작품을 중심으

로」,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유진숙, 「한국 변혁운동의 페레스트로이카 담론 1988-1992」, 《동북아역사

논총》 58집, 2017.

윤대녕, 「신세대 문학의 탐색과 전망」, 《동서문학》, 1994년 여름호.

윤선희, 「나는 레스비언으로 말한다」, 《또 하나의 문화》, 제12호, 1996.

윤재민, 「1990년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확산과 김영하 초기소설의 관련양상

에 대하여: 폴 비릴리오의 질주학적 사유에 주목하며」, 《동악어문

학》 77, 2019.2.



198

, 「무협적 글쓰기 혹은 1990년대적 남성성의 포스트 냉전문화론―유하

의 『무림일기』, 김영하의 『무협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학연구》 제51집, 2018.11.

윤지관, 「전환기의 민족·민중문학과 소설」, 《실천문학》, 1990년 봄호.

, 「빌둥의 상상력: 한국 교양소설의 계보」, 《문학동네》, 2000년 여

름호.

이경수, 「1980년대 여성시의 주체와 정동—최승자·김혜순·허수경의 시를 중

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3, 2017.

이경호, 「변동사회의 주체적인 소설양식: 풍속소설의 가능성에 대하여」,

《작가세계》, 1991년 여름호.

이광호, 「비성년 커넥션」, 《문학동네》, 2013년 여름호.

, 「신세대 문학이란 무엇인가」, 《상상》, 1993년 가을호(창간호).

이동연, 「의미화실천, 주체화양식, 실험공학의 장: 한국 문화연구의 생산적

논쟁을 위해」, 《문화과학》 13호, 1997.12.

이미림, 「1990년대 여행소설의 탈근대적 사유와 타자성」, 《세계한국어문

학》 1, 2009.4.

이상경, 「시대의 부채의식과 여성적 자의식에서 출발한 1990년대 여성소

설」, 《실천문학》, 1999년 여름호.

이성복·이인성·정다비, 「우리 세대의 문학을 엮어 내며」, 『우리 세대의 문

학1―새로운 만남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1982.5.

이성욱, 「90년대 문화운동의 방향 모색」, 《문화과학》 창간호, 1992.6.

, 「키보드 문학세대에 관한 스케치 또는 단상」, 《문학동네》, 1995년

가을호.

이소영, 「1990년대 문학과 망각된 정동―1991년 5월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김

영현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4호, 2020.12.

, 「민주화 이후 검열과 적대―마광수와 장정일의 필화사건을 중심으

로」, 《상허학보》 54, 2018.12.

, 「87년 체제와 적대의 정동」,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22.

이영희, 「‘과학기술혁명’과 화이트칼라 노동자―비판적 검토」, 《창작과비

평》, 1990년 여름호.

이용욱,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버전업》, 1996년 가을호(창간호).

이윤종, 「『문화/과학』과 1990년대 한국의 문화론」, 《구보학보》 19집,



199

2018.12.

이재복, 「90년대 민족문학론과 신세대문학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27집, 2005.6.

이재선, 「미학성의 확대와 「보여주기」」, 《문학사상》, 1990년 3월호.

이종호, 「1987년 민주화 이후, 문학사를 둘러싼 모색과 재구성」, 《현대문학

의 연구》 70, 2020.4.

이지용, 「듀나론―모르는 사람 많은 유명인의 이야기」, 《오늘의 SF》 2호,

2020.

이철호, 「해금 이후 90년대 학술장의 변동―근대성 담론의 전유와 그 궤

적」, 《구보학보》 19집, 2018.12.

이해영, 「90년대와 80년대: 하나의 정신사적 고찰」, 《문화과학》, 1999년

겨울호.

이현식, 「주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실험들」, 《황해문화》, 1998년 여름

호.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호, 2016.6.

이화진, 「‘90년대’를 돌아보기―세대의 기억 상품과 자기 서사」, 《대중서사

연구》 20권 3호, 2014.12

임세진, 「80년대 지역무크지와 지역문화 운동의 특성과 의의: 마산문화의
지역 정체성 구축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61집, 2019.12.

, 「문학(성)의 민주화와 민중 언어의 실천―대전지역 무크지 『삶의

문학』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9집, 2017.12.

임태훈, 「글쓰기 기계들의 문학사, 보철 장치와 정동의 재구성」, 《현대문학

이론연구》 제84집, 2021.3.

장석주, 「생산적인 대화를 향하여」, 《동서문학》, 1994년 여름호.

, 「글쓰기와 글읽기의 혁명적 전환」, 《문학사상》, 1994년 11월호.

장성규, 「당신들의 90년대」, 《실천문학》, 2015년 여름호.

, 「민중적 민족문학론의 전개와 문화예술 주체의 문제―문학예술운동

과 사상문예운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2집, 2018.

, 「한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밤’: 1980-90년대 노동자 글쓰기를 중

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3집, 2021.

전길남, 「인터넷의 기원과 전망」, 《과학사상》, 1996년 가을호.



200

전원근, 「1980년대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동성애 담론과 남성 동성애자들

의 경험」, 《젠더와 문화》 제8권 2호, 2015.12.

정고은, 「한국 노동문학과 ‘전태일’」, 《한국사연구》 191호, 2020.12.

정과리, 「민중문학론의 인식 구조」, 《문학과사회》 통권1호, 1988년 봄호.

, 「문학의 크메르루지즘―컴퓨터문학의 현황」, 《문학동네》, 1995년

봄호.

, 「옛날 옛적에 문학이 있었다」, 《문학과사회》, 1998년 여름호.

정윤수, 「1990년대 피씨통신과 취향공동체의 형성」, 《사회와 역사》 제127

집, 2020.9.

정정호, 「컴퓨터 시대의 글쓰기의 명암―기계/타자와 인간/동일자 대화적 상

상력을 위하여」, 《소설과사상》, 1994년 봄호.

정주아, 「후위(後衛)의 공포와 전위(前衛)의 환상: 1990년대 장정일의 소설과

포르노그래피의 형식」, 《현대문학의 연구》 68, 2019.8.

정환은, 「고은 시인의 ‘신세대’ 비판에 대한 답신」, 《노동해방문학》, 1989

년 12월호.

조연정, 「‘문학주의’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1990년대 비평이 ‘포스트모더

니즘’과 접속하는 방식」, 《대중서사연구》 제24권 4호, 2018.12.

, ｢‘문학주의’의 자기동일성―1990년대 『문학동네』의 비평 담론｣,

《상허학보》 53집, 2018.6.

, 「『문학동네』의 ‘90년대’와 ‘386세대’의 한국문학｣, 《한국문화》 81

집, 2018.3.

, 「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에서 페미니즘하기―김정란과 허수경을 읽

으며」, 《구보학보》 27호, 2021.4.

조윤정, 「프리랜서 선언이라는 말의 함정―90년대 신문과 소설에 나타난 프

리랜서의 존재와 의미」, 《현대소설연구》 제81호, 2021.3.

조정환, 「민주주의 민족문학의 현단계와 문학적 현실주의의 전망」, 《창작

과비평》 통권61호, 1988년 가을호.

조형래, 「인터페이스의 거울―1990년대 한국소설과 영화에 나타난 컴퓨터,

PC, 네트워크 표상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38(1), 2017.2.

주은우,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대한민국, 1990년대

일상생활의 조건」, 《사회와 역사》 88호, 2010.12.

진정석, 「모더니즘의 재인식」, 《창작과비평》, 1997년 여름호.



201

천정환, 「세기를 건넌 한국 노동소설(2): 『노동자의 이름으로』에 나타난 열

사, 진정성, 그리고 1990년대」, 《반교어문연구》 56호, 2020.12.

, 「그 많던 ‘외치는 돌멩이’들은 어디로 갔을까―1980∼90년대 노동자

문학회와 노동자 문학」, 《역사비평》, 2014.2.

, 「세기를 건넌 한국 노동소설: 주체와 노동과정에 대한 서사론」,

《반교어문연구》 46호, 2017.8.

, 「창비와 ‘신경숙’이 만났을 때―1990년대 한국 문학장의 재편과 여성

문학의 발흥」, 《역사비평》, 2015년 가을호(통권 112호).

최가은, 「‘90년대’와 ‘여성문학특집’: 『문학동네』 1995년 여성문학특집을 중

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5권, 2021.4.

, 「여성-민중, 선언―『또 하나의 문화』와 고정희」, 《한국시학연

구》 66, 2021.5.

최기숙, 「『창작과비평』(1966-1980): ‘한국/고전/문학’의 경계횡단성과 대화

적 모색―확장적 경계망과 상호 참조: 이념‧문화‧역사」, 《동방학

지》 제170집, 2015.6.

최병구, 「한국문학사 서술의 경과: 제도와 이념에의 결박과 성찰」, 《민족문

학사연구》 56, 2014.12.

최원식, 「광주항쟁의 소설화」, 《창작과비평》 통권60호, 1988년 여름호.

, 「문학의 귀환」, 《창작과비평》, 1999년 여름호.

하상일, 「90년대 문화담론을 둘러싼 세 가지 질문―문화잡지에 대한 비판적

점검」, 《오늘의 문예비평》, 1999년 봄호.

한수영, 「90년대 문학의 일상성」, 《오늘의 문예비평》 1999년 가을호.

한영인, 「1970년대 『창작과 비평』 민족문학론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2.

한지희, 「故허수경의 글로벌 블루스 시와 목은 이색의 범세계주의 시가(詩

歌)」, 《인문언어》, 22권 2호, 2020.12.

허경, 「푸코의 에피스테메 개념」, 《에피스테메》 창간호, 2007.12.

허민, 「6월 항쟁과 문학장의 민주화―해금 전후(사)의 역사 인식과 항쟁 이

후의 문학(론)」, 《기억과전망》, 2019년 겨울호(통권 41호).

, 「노동해방문학과 노동 재현의 규율」, 《상허학보》 52집, 2018.2.

, 「민주화 이행기 한국소설의 서사구조 재편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22.



202

허민석, 「1990년대 비남성 작가 SF 소설의 젠더 정치적 의미―송경아와 듀

나(DJUNA)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1, 2020.8.

허선애, 「『문학과지성』의 비평적 글쓰기 연구―‘문학-지식’의 형성과 전개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허윤, 「1990년대 페미니스트 여성 대중의 등장과 잡지 『페미니스트저널 i

f』의 정치학」, 《상허학보》 53, 2018.6.

, 「87년 이후 광장의 젠더와 계보―한국여성대회, 장애여성운동, 퀴어문

화축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호, 2020.4.

황국명, 「90년대 소설의 환상성」, 《외국문학》 52, 1997.8.

, 「90년대 여행소설과 공간 전위」, 《오늘의 문예비평》 1996년 가을

호.

황정아, 「근대성의 환타지아―1990년대 한국문학의 근대성 담론」, 《개념과

소통》 제25호, 2020.6.

황호덕, 「김윤식의 문학 이유, 가치중립성으로서의 근대론과 젠더 트러블―

1990년대, 김윤식의 비판적 전회와 여성작가론을 실마리로」, 《구보

학보》 22호, 2019.8.



20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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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1990s Korean

fiction through the concept of minority, with the understanding that

1990s Korean literature has typically been viewed through the

perspective of depoliticization in rela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1980s.

The 1990s saw major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shifts in Korean

society, and the changes in literature at the time have usually been

explained in this context. The 1990s did in fact see changes in every

aspect of literature, with the emergence of an unprecedented array of

narratives, opening up new literary possibilities. At the same time,

the rapidity and breadth of such changes brought about a discourse

of crisis. However, despite facing various hurdles, 1990s literature

brought about a meaningful transformation while firmly maintaining

the form of literature.

At the outset, I focus on 1990s Korean fiction’s subversion of the

modern bildungsroman or coming-of-age novel formerly regarded as

the form of mature masculinity. As minority subjects deviating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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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normativities―such as women, children, and queer people

―are made visible and narratives of active minority-becoming

emerge, 1990s fiction is able to write diverse minority into Korean

literary history. In particular, I try to capture how these instances of

minorness intersect to simultaneously deconstruct and expand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modernity and the modern novel.

In chapter two, I start with Jang Jung-il to show how a fracture

appears in typical masculinity, and although it brings about the failed

result of mere liberation from masculine taboos, it does illustrate the

beginnings minor diversity’s assimilation into Korean literary history.

Queer and child identity is represented here, not as lack or

non-existence, but as a singular subject contrasting the universal,

thereby creating a new narrative sensibility. Baek Minsuk goes a step

beyond Jang Jung-il to focus on subjects excluded from the world of

grand audio-visual spectacle. In his work, the journey of characters

who reject their coming-of-age out of childhood does not result in

disillusion or nihilism. Instead it leads to an active acceptance of

despair and the end of times. In this way, reality’s violence and

contradiction is no longer a mechanism capable of oppressing the

individual, and the new generation is reoriented toward horizontal

diversity.

In chapter three, I examine how women, now made visible as an

alternative subject, are represented in 1990s fiction. I analyze the

works of Heo Su-gyeong and Bae Suah to examine the appearance

of minority characters who seek voluntary deterritorialization based in

a perception of minority, in a period when women’s narratives based

on feminist theory form a distinct branch of literature and many

women writers emerge. Unlike the masculine stranger-becoming

concerned with an outsider’s perspective of the nation-st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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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subject’s voluntary exile is not subsumed by history and is

directed towards the essential thought of minorness. The girl/child

who appears in the fiction of Bae Suah, and her journey as solitary

individual, emphasizes horizontal expansion over vertical growth to

reveal that life can be sustained on the basis of a multitude of

immaturities and differences.

In chapter four, I seek to illuminate how PC literature and computer

writing, which made possible a new distribution process for literature,

not only constitute a formal (generic) change, but also function as a

minor territory for literature. In Song Gyeong-a’s combination of

fiction as storytelling with an imaginative gender consciousness, and

the anonymous author Djuna’s expansion of the realm of Korean

literature outside the mainstream literary establishment, we see the

appearance of new literary spaces.

In the 1990s, South Korean society underwent its first process of

internal revolution i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s well as

global ideological and regime change. The birth of the free and

unique individual subject and the opening up and exchange of

contemporary culture provided opportunity for diverse minorities to

become visible. A multitude of minorities standing outside of grand

narratives of history began to share their stories, and 1990s fiction

achieved a transformation in literature through fragmentary and

hybrid literary representations of this. The influence of new and

diverse media increased, and as the sensibility of writing changed

into something mechanical, it combined with new thought on gender,

and this phenomenon heralded a change in literature as a whole.

The 1990s also preceded the turning of the century in the year

2000. Members of 1990s Korean society overthrew the rigidity and

seriousness of the 1980s, but at the same time, they wer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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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ed to the disillusionment and horror of the fin de siècle. The

abrupt shift to neoliberalism following the 1997 IMF Crisis shrunk the

individual again and deferred the issue of minority. From the vantage

point of the current ‘reboot’ of such deferred literary-historical

minority in feminism, queer, and SF (science fiction) literature, 1990s

literature can be seen as an origin point. In other words, analyzing

1990s literature means coming face to face with the literature of the

present as it passed through the 2000s. Going beyond the consensus

perspective on the 1990s―that memoir literature (huildam) continued

an internal struggle with the 1980s, while depoliticized literature

looked forward to the post-political literature of the 2000s―this study

seeks to establish that 1990s Korean fiction’s minorness constitutes a

kind of hidden origin which brought about a transformation in the

character of Korean literature.

keywords : 1990s, Korean Fiction, Minority, Queer, Feminism,

Science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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