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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이북 출신 월남작가 이범선의 고향 상실 과정과 고향을 회복
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을 따라 작품 저변에 흐르는 작가 의식을 종
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복 이듬해 고향인 평안남도 
운학리에서 월남한 이범선은 이북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남한에서의 
삶을 새롭게 계획한다. 하지만 이 시기 한반도의 혼란스러운 정세와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돌아갈 고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고향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조차 없었던 사회 
분위기는 작가의 작품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는 작가의 작품 활동을 서정주의적 작품과 리얼리즘적 
작품으로 양분하고, 작품이 구축하고 있는 표면적 의미에 집중함으로
서, 작가의 창작 의도에 대한 깊은 이해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
인다. 
 본고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다루는 신경강박증에 관한 내용에 
주목하여, 이범선의 개별작품들에 배치된 요소들이 서로 다른 겉모습
을 하고도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2장에서는 이범선의 초기 단
편소설들을 중심으로 서정주의와 리얼리즘으로 대립되는 이범선 문학
의 이해 방식이 작품에 대한 표면적 이해일 뿐이며, 그 이면에는 작가
가 경험한 고향 상실과 그것에 대한 회복 의지가 사회적 소외의 양상
과 맞물려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학마을 사람들｣로 대표되
는 이범선의 작품군은 전통적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의 이상으로서 제
시하고 있어, 기존에는 인간성 회복을 서정주의적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되어 왔다. 다만 이범선이 제시하는 공동체의 모습들에는 
빠짐없이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위치의 인물이 등장한다. 소통하지 못
하고 고립된 인물의 불안이 작품 전체에 깔려 있는 것다. 이범선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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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표작인 ｢오발탄｣의 경우, 배경과 인물에서 ｢학마을 사람들｣과 
대립점에 서있는 듯하지만 전후 남한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과장된 도
덕 의식을 강요받은 개인의 절망이 깊게 나타나 있다. 
 3장에서는 ‘두 가정’ 모티프라는 이범선의 소설적 실험을 분석한다. 
남북 분단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점차 고착화됨에 따라 이범
선은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유대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두 가정’ 모티프라는 소설적 실험을 시도한다. 이 실험의 골자
는 팽배한 반공주의적 사회 안에서 북쪽과 남쪽의 ‘두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구성된다. ‘두 가정’ 모티프는 이북에 있
던 가족과 헤어지고, 남쪽에서 새로운 가정을 만든 남성 인물이 후에 
월남한 이북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다룬다. 여기서 인물들은 일부일처제라는 사회적 타부와 충돌하고, 각
자의 강박 증세를 노출한다. 이들이 보이는 강박증은 결국 한국전쟁과 
반공주의적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낸 월남민 정체성의 일부분이다. 
 한국전쟁 이후의 남한 사회는 냉전 체제 속 강력한 반공주의를 앞세
워 국민들을 통합하고, 동원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범
주가 엄격하게 나눠지고, 개인은 파편화되는 양상을 겪었다. 일반적인 
근대화 양상에서 나타난 모순을 경험하는 인물과 이범선 문학에 나타
난 인물들이 겪는 갈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월남민 정체성으로 인한 
기억의 억압과 소외다. ‘두 가정’ 모티프는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을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기이하게 공존시킴으로서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사회적 타부를 넘어 두 가정의 화합과 공존 가
능성을 탐색하는 이범선의 시도는 월남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드러내는 시도로서 중요하다. 
 4장에서는 1970년대 이후의 후기 단편소설들을 중심으로 가속화되
는 산업화와 경제개발계획 속에서 유대와 사랑에 무감각해진 남한 사
회를 풍자하고, 이에 대응하는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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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이범선의 문학은 적극적인 화합과 공존에 대해 말하기 보다, 내
면으로 더욱 침잠해가는 경향을 보인다. 자전적 소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흰 까마귀의 수기 같은 작품에서는 사랑과 유대감을 상실한 
한 월남인의 내면을 통해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진 남한사회를 비판
한다. ‘두 가정’ 모티프에 대한 반성으로 보이기도 하는 이 소설은 이
후 나타난 이범선의 후기 단편소설들에서 폐쇄된 자아를 가진 여러 
인물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장지｣나 ｢미친 녀석｣에 등장하
는 ‘자물쇠 장수’나 ‘백작거지’는 경제발전으로 되살아난 서울에 대한 
이질감을 드러내면서 문명화된 도시를 풍자한다. 특히 ‘백작거지’ 같은 
인물형은 부랑자, 실업자, 광인(狂⼈) 같은 소위 사회부적응자들의 전
형적인 사례를 모방하면서도 월남민 정체성이라는 남북분단 상황에서
의 특수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해방에서 한
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혼란과 반공주의의 폭력성 앞에서 이북 
출신 작가 이범선은 무감각해져 가는 사회 전반과 그 속에서 고향을 
말할 수도, 기억할 수도 없는 월남민의 이중의 고통에 대해 주목한다.
 이범선은 이북 출신 작가로서 월남과 피난 경험을 바탕으로 1955년
부터 1981년까지 활발한 문학 활동을 펼쳤다. 이범선은 월남민으로서 
고향 상실의 감각과 한국전쟁 이후의 반공주의적 사회 분위기가 충돌
하는 모순점을 작품에 담아낸 작가이며, 감각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말해지지 않는 개인의 고통을 작품화하고자 노력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이범선, 월남민, 전후문학, 고향, 신경강박증, ‘두 가정’ 모티프, 소외
학  번 : 2019-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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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한국전쟁 이후 남한 문학사에서 월남문인들의 존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나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성취를 바탕으로 성립되어 있다. 이북 출신의 소
설가와 시인들은 휴전 이후에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월남문학
은 자칫 이분법적으로 경색될 수 있는 담론장 속에 제3의 길을 제시하는 활
로가 되거나, 갈등 상황에 대한 다각화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신선한 시선
을 제공해왔다. 이범선은 일제 식민시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한반
도의 가장 혼란한 시기를 통과한 전후소설가이자 월남을 경험한 문인 중 한 
사람이다. 일제 식민 시기에 이범선은 회계를 전공하고, 평범한 은행원과 회
사원으로서 생활하였으나, 1946년 3월 본격화된 공산당의 토지개혁으로 말
미암아 월남하였다. 월남한 뒤로 그는 국문 교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계획했
다. 월남 이후 동국대학교에서 수학했으나, 실제 교사로 부임하기 직전 한국
전쟁에 휘말려 부산과 거제도에서 약 4년 간의 피난생활을 하기도 했다. 일
련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이범선은 1955년에 ｢암표｣와 ｢일요일｣이 김동
리의 추천을 받으면서 현대문학에 실리어 작가로 등단하게 된다.
 등단 이후 단편소설 위주의 작품을 발표한 이범선은 일제 식민시기와 해방
기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한반도의 역사적 사건들을 작은 두메산골 안에 꿰
어낸 작품 ｢학마을 사람들｣과 서울 해방촌에서의 비루한 삶과 인물들의 윤
리적 딜레마를 보여준 ｢오발탄｣이 호평 받으면서 인지도 있는 작가로 성장
한다. 등단 초기 이범선에 대한 평가는 그의 첫 번째 작품집 학마을 사람들
1)에 실린 김동리의 평문에서 잘 드러난다. 김동리는 이범선의 문학을 “섬세
하고 가련미 있는 문학”으로서 서정적이면서도, “<이웃>과 <사회>에 대하여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과 신경질을” 보여준다고 평한다.2) 이후 천승준3)은 이

1) 이범선, 학마을 사라들, 오리문화사,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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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선 문학에 나타난 인간성에 주목하여, 이범선 문학에 있어서의 핵심을 휴
머니즘으로 독해한다. 천승준에 따르면, 이범선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을 바탕에 두며, 서정소설을 통해서는 전쟁으로 파괴된 인간성의 회복을 지
향하고, 사회·고발적인 작품들을 통해서는 전후 사회가 품고 있는 모순들에 
대해 지적하는 이중적인 양상을 가진 작가다.
 1950년대 한국문학의 휴머니즘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질문은 전쟁을 경험한 
직후 1950년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문제 의식이었다. 다시 말해 전쟁과 같은 
거대한 폭력 앞에서 ‘인간성’에 대한 질문이 부상하고, 이를 실존주의 또는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질문해 들어가는 것은 1950년대의 시대적 특징이며, 
전체적인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범선 문학에 대한 평가 역시 이러한 
한국 전후문학의 휴머니즘적 맥락에서 평가되곤 했다. 그런데 이범선 문학에 
대한 평가는 눈에 띄게 양분되어 있다. 따뜻한 인정을 드러낸 서정적 소설과 
사회 부조리에 맞서 윤리적 딜레마에 맞서는 사회고발적 소설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다만 이 시기 문학 작품들에서 휴머니즘적 경향을 읽어내는 것은 
개별 작가들의 문제라기보다 당시 한국 사회의 문제 전반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범선 문학의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범선은 전후작가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도 계속해서 작품활동을 이어나갔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과 이후 
군사독재체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가장 혼란스러운 역사적 순간들을 월남
민이 가진 감각을 통해 작품화하고 있다.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작가의 작품 경향을 고려하면 휴머니즘은 특정 시기
에 과하게 초점을 맞춘 방법이라고 할 만하다. 따라서 휴머니즘은 이범선의 
개별 작품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독해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서정적 소설과 사회고발적 소설이라는 이
분법적 접근은 이범선 문학의 초기 작품 중에서도 단편 소설작품에만 부분적
으로 해당되는 접근 방법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 태도는 이범선 문학의 

2) 김동리, ｢｢학마을 사람들｣에 붙임｣,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1958, 1-2쪽
3) 천승준, ｢서민의 미학｣, 현대한국문학전집 6, 신구문화사, 1965, 438-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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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에 다가가기보다, 작품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머물고 마는 결과를 야
기한다. 예컨대 이범선 문학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언급되었던 ‘서정성’의 
경우, 문학의 현실반영적 측면을 강조하는 리얼리즘 논자들에 의해 자주 현
실도피적이라고 비판을 받곤 했다. 그러나 이범선 문학에서 서정성은 그 자
체로 하나의 목적이라기보다 수단의 지위에 머문다. 그래서 이범선 문학의 
서정성은 당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법적 차원에서 독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4) 그런데 이와 비슷하지만 구조적으로 정반대의 맥락에서, 인간성 
회복의 주제를 이범선 문학의 본령으로 보는 논자들은 사회고발적 특징을 가
지는 소설들에서 작중인물들이 드러내는 소시민적 한계를 비판하기도 한다. 
 이분법적일뿐만 아니라 그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대립했던 두 가지 경향은 
결국 이범선이 어떤 동기에서 작품 창작을 시도했는지, 또 그가 문학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학마을’이라
는 유토피아적 공간 속에서 인정(⼈情)이 살아숨쉬는 전통적 공동체의 복원
을 노래한다고 평가받았던 ｢학마을 사람들｣조차 그 이면에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의 참상 위에서 갈곳을 잃은 월남민들의 현실이 드러나 
있다.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오발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주인공 철호
의 무기력한 일상은 그 인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어진 
상황을 돌파해나갈 수단을 빼앗긴 인물들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범선 
소설 안에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방법이다. 
 또한 이범선 문학에 대한 그간의 평가는 그가 문학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가 좌절되고 있는 장
면도 놓치고 만다. 이범선 문학에 대한 피상적 이해는 1955년 등단하여 활
동을 시작한 이후 1990년대까지도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후 
연구들에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반성적 시각과 함께 그의 월남민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이
범선의 월남민 정체성을 지적한 논문5)과 월남민의 이동과 ‘국민 되기’에 대

4) 김인호, ｢서정성을 통한 주체 형성의 가능성 –이범선 소설 ｢피해자｣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연구 2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9, 61-98쪽

5) 류동규, ｢전후 월남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자아정체성의 형성 양상｣, 경북대 박사
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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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논한 논문6)은 그동안 이범선 문학을 독해하는 작업에서 결여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범선 문학에 나타난 월남민 정체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그 분석 대
상을 흰 까마귀의 수기 같은 장편소설이나 후기 단편소설 몇 작품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오히려 그의 모든 소설에 걸쳐 월남민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초기 단편 소설을 통해 
굳어진 이분법적 평가 방식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리하여 본고는 기존의 이범선 문학에 대한 이분법적 평가 방식이 수정될 필
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에서 후속 연구에서 주목한 월남민 정체성을 중심
으로 개별 작품들의 구조와 미학적 성취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작품에 대한 상반된 독해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
야 할 것은 이범선을 휴머니스트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해방 이후의 혼란과 
한국전쟁은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사건이었다. 전쟁 상황 자체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사건이었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상황이 급변하는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이웃과의 유대, 인간성, 
윤리와 도덕에 대해 끊임 없이 질문하게 된다. 1950년대 휴머니즘 담론은 
전후 남한사회에 수입된 서구의 실존주의 문학 사조와 함께 발전한 사상으

변화영, ｢이범선의 〈오발탄〉에 나타난 월남인 연구｣, 건지인문학 1, 전북대 인문
학연구소, 2009, 123-143쪽

_____, ｢공간 이동을 통해 본 월남인의 인생행로 -이범선의 『흰 까마귀의 수기(⼿
記)』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191-211쪽

_____, ｢전후작가의 해방촌에 대한 체험과 재현｣, 비평문학 56, 한국비평문학회, 
2015, 73-99쪽 

서세림, ｢월남문학의 유형 – ‘경계인’의 몇 가지 가능성｣, 한국근대문학연구 31, 
한국근대문학회, 2015, 7-38쪽

_____, ｢이범선 장편소설 『흰 까마귀의 수기』에 나타난 월남작가의 자기반영적 글
쓰기｣,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회, 2016,, 388-415쪽

_____, ｢월남작가 소설 연구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2016

6) 정주아, ｢정치적 난민의 공간 감각, 월남작가와 월경의 체험｣, 한국근대문학연구
 31, 한국근대문학회, 2015, 39-63쪽

_____, ｢난민의 언어적 조건과 ‘증인’의 시선 –월남작가의 수기(⼿記)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48, 상허학회, 2016, 9-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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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국의 고유한 사상사적 환경 속에서 독특한 굴절7)을 경험했다. 1950년
대 문학계를 이끌었던 사상계와 소속 지식인들은 전쟁 속에서 배태된 실
존주의 사상을 수입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들은 한국전쟁으로 완전
히 황폐화된 남한 사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이들
에 의해 한국적 실존주의는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오던 계몽주의와 결합하
면서 건설적이고 진보적인 색깔을 갖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인간성에 대해 
질문하는 휴머니즘 역시 한국적 색채를 더하게 된다. 즉, 한국의 휴머니즘이 
말하는 인간이란 총명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을 대체로 지
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범선을 휴머니스트라고 규정하게 되면, 현실의 부조리를 
포착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만 높일뿐 그런 현실과 부딪히며 개혁과 변혁의 의
지는 보여주지 못하는 결여태의 휴머니스트일 뿐이다. 어떤 벽에 부딪힌 것
처럼 보이는 이범선의 인물들은 이미 무기력하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억누른 채 살아간다. 본고의 문제 의식은 이
범선의 초기 단편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표면적으로는 엇갈려 있을지 몰라
도, 그 이면에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것들이 작품의 표면이 아니라, 이면에서 만나고 있는 까닭은 반공주의와 산
업화, 도시화를 비롯한 근대화 상황이 이범선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기 때
문으로 본다. 그래서 이범선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억압이 발생하는 상황과 억압으로 인해 나타나는 작품 속 굴절과 왜곡을 추
적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작가의 욕망과 상상력이 함께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범선을 억압하던 것은 무엇이며, 이범선의 억압된 욕망은 무엇
인가. 이것들을 추적하기에 이범선의 생애는 그 상세한 부분까지 밝혀져 있
진 않다. 작가가 스스로 말하는 것을 삼간 부분도 있지만, 이범선의 유년기
와 청년기가 모두 이북 평안도나 만주 지역 등지에서 보내진 까닭도 있다. 
소설은 집단의식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개별작가에게 내면화된 현실인식과 정
신의 소산인8) 까닭에 생애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거꾸로 작품을 통해 추

7)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8) 루시앙 골드만, 송기영 정과리 역, 숨은 신, 연구사, 1986,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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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반공주의다. 반공주의 또
는 반공의식이란 1950년대에 모든 정치세력과 한국 사회 전체의 불문율이었
고, 때문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9) 이념이다. 이는 문단의 작가들 
특히 월남을 경험한 이북 출신의 작가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기제로 작용했
다. 1960년대 들어서는 4.19 혁명과 5.16군사쿠데타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맞았는데, 전후 국가 재건을 위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 
반공주의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작동했다.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이범선의 
경우, 여기에 한국 기독교계의 맹목적인 교리추수 경향과 구복적 예배문화 
등 월남민 공동체가 속해있는 종교계의 문제 역시도 이들과 연결되어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시대적 특징과 함께 작품 내적으로 살펴봐야 할 키워드들 중 하
나는 바로 ‘고향’이다.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이범선 문학에 나타난 고향은 그
의 서정성의 근원을 밝히는 작업과 연결되어 있었다. 기존 연구자들은 이범
선이 자족적이며 인정이 살아있는 전통적 공동체를 추구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때 이범선 문학의 유토피아적 특성을 언급하는 논자들은 대부분 윤재근10)

의 초기 논의를 참조한 것이다. 윤재근은 융을 원용하며, 이범선 문학에 나
타난 주제 의식이 원형적인 것, 이범선의 경우에 ‘삶에의 의지’로 귀결된다고 
본다. 윤재근은 이범선의 작품에 나타난 삶에의 의지가 민족적인 것과 연결
되어 있다고 읽으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다른 작품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공동체와 유토피아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범
선의 작품이 폐쇄적이고 도피적 경향을 지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범선의 작품 안에서 ‘고향’은 실제로 그것이 지향되어야 
하는 목표로서 작품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남한 사회 안에서 더 이
상 불가능해진 어떤 현실을 지시하는 것에 가깝다. 다시 말해 ‘고향’이 등장
하는 것은 전후 남한사회의 불모성을 지시한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강박적 행동이다. 이범
선의 소설 속에는 때때로 자학적이기까지 한 윤리의식이 표출되는 것을 확인 

9) 김성보, ｢전후 한국 반공주의의 균열과 전환｣, 역사와실학, 역사실학회, 2017, 
192-193쪽

10) 윤재근, ｢원형과 사상의 모순율｣, 현대문학, 1977.6, 274-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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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옥죄는 윤리의식이 등장하는 원인으로는 한국전쟁
에서 경험한 부조리와 폭력성을 첫째로 꼽을 수 있다. 이범선은 한국전쟁 발
발을 인식한 뒤에도 이승만 정부의 거짓 방송에 의해 제때 남하하지 못하고 
서울에 잔류했다. 약 3개월 간의 서울 잔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범선은 더욱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작가로 거듭났거니와, 공산당과 남한 정부 
양쪽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태도 또한 갖게 되었다. 이후 1.4후퇴에 발맞춰 
부산으로 피난하는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극심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이듬해 거제도로 넘어가 교사로 부임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약 4년간 거제
도에서 생활한다.
 이범선 문학의 인물들이 강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인 성격으로 있고자 하
는 것은 그들이 인간적 선함을 신뢰하고 있거나, 실제로 깨끗한 내면을 지니
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어느때보다 법과 질서가 실종된 동란 상황 
속에서는 그 어떤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자
신을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억눌러야만, 자신의 궁핍하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일상으로부터 눈을 돌릴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더욱 강한 윤리의식으로 억누
르는 인물들 앞에 환각이나 환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개인이 현실과 환상을 통해 나타나는 자신의 본
래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물론 전후문학
에서 환상이 보기 드문 현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범선 문학에 있어서 그 
환상이 어떤 경위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작가가 전후 현실을 어떻게 바라
보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과도 연결되어있다.
 전후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 인물들의 욕망이 현실의 어떤 억압과 만나면서 
왜곡되고 굴절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작중 인물들을 분석하는 일일뿐만 아니
라, 그것들을 구축하고 창조하는 작가의 내면을 살펴보는 일이기도 하다. 그
렇다면 공산당과 남한 정부 모두에 반감을 표출하고 있었던 이범선의 내면은 
적극적으로 반공주의를 수용한 작가군이나 작품에 비해 다른 굴절과 왜곡의 
양상을 가질 것임에 분명하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해오던 가장 기본적인 신
뢰조차 무너진 극심한 불신의 시대, 평안도의 고향 마을과 남한 사회 양쪽에
서 모두 추방된 위치의 월남민이 바라보는 전후 남한 사회가 바로 이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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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학마을 사람들｣과 ｢오발탄｣을 비롯한 1960년경까지 발표된 그의 초기 단
편소설들을 통해서 그가 고향으로부터 쫓겨난 동시에 남한 사회의 전통적 공
동체 안에서도 소외를 경험해야 했던 분노와 울분을 확인한다. 이 시기 작품
들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과 적응할 수 없는 ‘고향’ 사이에서 부유하는 인
물들을 관찰하면서 끝내 그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해나가는 
양상까지를 그린다. 이 시기 이범선의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색깔을 
뽐내고는 있지만 한국전쟁의 부조리와 폭력성에 대한 작가의 분노와 울분이 
그 이면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 본고에서는 작품 이면에 존재하는 작가의 
욕망과 그것들의 서로 다른 전이 양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휴머니즘과 같은 시대적 문제 의식과 구분되는 이범선의 문제 의식을 확인하
고, 기존에 완전히 상반된 방식으로 이해되었던 작품들 간에 연관성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이후 ｢피해자｣를 시작으로 1960년대에 연재된 장편 소설들은 이
전의 단편소설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전후 남한사회를 조망한다. 고착화되는 
남북분단의 현실과 ‘새 가정’, ‘새 사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남한의 근대
화 상황이 중심 문제로 떠오른다.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남한의 반공주
의는 월남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독교계와 국민동원에 앞장선 정부를 연결
하며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선도한다. 월남민들을 난민의 지위에서 법적으
로 남한의 국민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특별법과 ‘이북5도청’이 서북청년회의 
주도로 구성되면서, 남한은 이북 월남 주민과 재남 토착주민들 사이의 결합
을 본격화한다. 이 과정에서 이범선은 일련의 장편소설을 통해 ‘두 가정’ 모
티프를 반복적으로 실험했다. 이범선의 ‘두 가정’ 모티프는 북쪽과 남쪽에 각
각 다른 가정을 둔 남성 인물을 중심으로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두 가정’의 
화합과 새로운 형태의 가정에 대해 상상한다. 이범선은 이 방법을 통해 과거
로서의 북쪽 가정과 현재로서의 남쪽 가정을 매개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연출되는 기이한 공존은 당대의 정상성 담론을 비켜서 있을뿐만 아니라, 일
부일처제라는 사회적 금기와도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사회적 금기에 접촉한 ‘두 가정’ 모티프들은 결합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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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리적 모순을 넘어서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결말로 나아간다. 그러나 작
품들이 노출하는 기이한 공존의 이미지들은 신문연재소설에서 지적되곤 하는 
통속적인 결말로 작품이 귀결되는 것에 저항한다. 이범선의 ‘두 가정’ 모티프
는 반공주의적 기독교계의 ‘새 가정’ 논의를 비틀고, 반공주의로 경색되지 않
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모색하려 했다. 이 시기에 ‘새 가정’ 담론이 주목
받은 이유는 국가 재건을 위한 ‘새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가 
제시하는 정상성 담론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범선은 이러한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소외받는 ‘비정상’에 주목하고 고유한 이미지들을 사용해 작품에 반
영한다.
 1970년대에 발표된 작품의 대부분이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개인의 내
면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1954년 거제도에서 돌아온 이후 이범
선은 서울 답십리 자택에서 한번도 이사하지 않았다.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은 혼란과 인구의 이합집산으로 인해 이 시기 서울은 극심한 몸살을 
앓게 되는데, 특히 서울의 주거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다. 그의 후
기 작품에서 동대문 일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자주 발견되는 것도 이 때
문이다. 동대문 일대에 자리잡은 월남민 공동체가 평화시장의 주축이었다는 
점을 돌이켜보면, 그의 후기 단편소설의 배경이 동대문 일대인 점과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 간의 내적 친밀감과 비논리적인 확신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월남민 커뮤니티에 대한 이범선의 감각은 그들이 받았던 
경제적, 사회적 소외는 물론이고, 그들 내부에 있었던 소외도 포착하고 있다. 
월남민의 ‘국민 되기’ 과정은 그들 공동체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했으며, 끊임
없는 자기 검열의 굴레로 밀어넣었다. 이범선은 ‘반공 전사’로 과대표된 월남
민 공동체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며, 월남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외를 포
착해내고 있다. 그들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억누르고, 냉소적이며 풍
자적인 인물로 변화해 갔다. 
 긴 시간 동안 이범선에 대한 평가가 초기 단편소설에 머물러 있던 점이나, 
그러한 관점이 쇄신되는 과정에서 월남민 정체성이 주목받은 것은 모두 연결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범선의 작품이 평가되는 상황 자체가 
흑백논리에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범선의 작품세계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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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공주의의 억압적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인물들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장면이나 서사의 개연성에 의문이 드는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억압된 월남민
의 내면이 왜곡되는 양상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반공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북 출신의 작가 입장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것
은 하나의 과제였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향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거나 
소거되어야 했고, 때로는 왜곡되어야 했다. 지우거나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억압되면 될수록 그 힘은 뒤틀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기 마련이다. 전후 남
한사회를 살아가던 월남민들에게는 비단 고향상실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드러낼 방법과 장소조차 마련될 수 없었던 사실이 큰 고통으로 다
가왔을 것이다. 이범선은 그러한 분노와 울분을 작품화하고 억압 받은 욕망
들이 왜곡되고 굴절되어 나타난 이미지들을 미학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전후문
학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한다. 본고는 이범선 문학에 나타난 고향 회복의 욕
망이 전후 남한사회의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이해와 대응을 토대로 나타난다고 
보고, 그동안 총체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이범선 문학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등단한 이후 이범선이 품었던 월남민으로서의 문제 의
식이 각 시기별 상황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작품화되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
다. 본고는 월남민 정체성의 문제가 1950년대 이후 해결된 것이 아니라, 60
년대와 70년대에도 사회 문제와 연결된 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해왔다
는 점을 이범선의 소설 문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2. 연구의 관점

 전후 문학에서 환상은 전쟁 또는 피난 상황에서 겪은 사건들이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어 전후의 일상 속으로 출현한다. 작품 속 인물들이 경험하는 트라
우마가 환상으로 드러날 때, 일반적으로 그것은 현실적인 토대를 갖지 않은 
헛된 생각이나 공상으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쟁을 경험한 인물
의 환상일 때에는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 인물의 기억 혹은 무의식
에 깊게 연관된 형상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맥락을 구축할 때야말로 그 
인물을 움직이는 사고의 밑바탕을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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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상세계를 지탱하는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작품 안에서 일
반인과 광인(狂⼈) 사이의 차이를 뒤흔들 수 있다. 현실에서 헛된 생각이나 
공상은 꿈이나, 환상 안에만 머물며 억제되지만, 문학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
들은 가장 중요한 작품 창작의 원동력이면서, 작가가 바라보는 세계의 윤곽
선을 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적 관점에서 보면 환상보다는 모방의 관점이 줄곧 
문학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우세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환상이 문
학사에 있어서 평가절하되어왔던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문학 안에서 환상적 요소와 모방적 요소를 분명하게 구
분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11) 그러나 작품을 구축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모방
적 요소와 환상적 요소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창작 욕구의 서로 다른 
이면이다.
 이것은 마치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와도 유사하다. 환상적 요소들 역시 작품 
안에서 여러 다른 요소들과 관계 맺으며, 나름의 논리와 체계를 구축한다. 
환상은 근거가 부족한 망상이나, 작품을 현학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
가 아니다. 헛된 생각이나 환상, 비상식적인 행동들은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
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허구
적 이야기를 꿈꾸는 창조적인 작가의 행위들은 한편으로 놀이 하는 아이와 
같이 하나의 몽상적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현실
과 자신의 몽상적 세계를 선명하게 구분하면서도 작가들이 그들의 창조 행위
에 엄청난 양의 감정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12) 문학 창작이 백일몽
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의 유희의 연장인 동시에 대체물일 수 있다는 프로
이트의 문학관은 문학 작품이 작가의 환상이나 꿈처럼 작가의 욕망과 불가분
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한다.
 전쟁을 경험한 인물의 내면을 다루고자 하는 문학 작품의 경우, 작가 자신
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문학 창작의 토대가 됨은 자명한데, 그렇다면 작품에 
나타난 사건과 사물, 인물들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지 

11) 캐서린 흄,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12)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장진 역, ｢작가와 몽상｣,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

들, 2015,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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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가장 혼란했던 시기 중 하나를 관통한 작
가의 내면이라면 그것이 작품 창작에 소용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작
품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이어지는 군사 독재 체제 속의 남한사회는 평안도 출신의 월남 작가 
이범선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조차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문제적 상
황이었다. 이때 비슷한 시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이북 출신 작가들에게
서 공통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이 바로 검열이다. 전후 남한 사회를 휘어잡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는 해방과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인구의 이합집산이 이
루어진 남한 사회 구성원의 실재하는 욕망과는 관계 없이 이북을 향한 적대
적 반감을 끌어올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월남민 공동체는 공산주의를 증오하여 월남한 적극적인 
인물상으로 이미지화 되었고, 실제 그들의 월남 동기가 어떠했냐와는 상관없
이 전후 황폐화된 국토 재건을 위한 동원이나, 희생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
거로서 제시되곤 했다. 이범선은 여느 반공주의적 성향의 이북 출신 작가들
과는 다르게 양 진영 모두를 비판하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했으며, 소설을 통
해 화합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이범선의 소설에서 주요 
인물들이 환각을 경험하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 또는 강박
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반공주의적 사회 분위기와 자기 검열에 부딪힌 
이범선의 가려진 욕망 때문이다.
 소설이 현실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또 다른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는 독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과의 유사성을 발견하여 
작품을 ‘독해’해내듯이, 반대로 소설이 현실과 아주 유사한 어떤 곳을 배경으
로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독자들은 작가의 욕망에서 기인한 왜곡과 뒤틀림을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이범선의 욕망이 작품에 투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사회적 억압과 이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전이의 양상들은 단순히 귀신이
나 괴물 같은 초자연적 현상들에만 한정되지 않고, 독자들을 혼란에 빠트리
는 몽환적인 내용들에 제한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알레고리를 이용하고 
있는 작품, 유토피아적 공간을 다룬 작품, 트라우마를 형상화하고자 한 작품
에 대해서도 작가의 욕망이 현실적 장애물과 부딪히고 관계맺으면서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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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과 굴절이 숨어있다. 본고에서는 이범선 문학을 독해할 때 그것이 창작
된 시기와 더불어 작가가 경험했을 사회적, 문화적 사건들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각 시기를 조명하고자 한다. 각 시기의 작품들에는 일관된 작가의 욕망
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전이되어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하나의 논리적 흐름 
아래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동안 이범선의 작품 세계가 종합
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은 작품 창작을 주도한 작가의 욕망이 서로 다른 
겉모습을 하고 숨어있었기 때문이다.  
 이범선은 1920년 평안남도 안주군 신안주면 운학리의 지주 집안에서 출생
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그가 1945년 해방 전까지의 청년기를 다양한 직업
을 전전하며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한 채 지내왔다는 사실은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 마을 유명의 지주 집안에서 태어난 이범선이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
으리라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하면 의아한 행적이다. 회계를 전공한 이범선은 
공산당이 득세하며 토지개혁을 진행하자 월남한다. 이는 사실 비슷한 시기 
이북 지역에 있던 많은 지주와 지주 가족들이 선택한 길이기도 하다. 이범선
은 흔히 월남작가로13) 분류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의 월남 시기와 동
기를 구분해보면 ‘월남을 경험한 이북 출신의 작가’14)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때 월남작가들의 작품에서 ‘고향’이 차지하는 위상은 몇 가지 유형화가 
가능하다. 첫째는 고향에 대한 향수로 말미암아 그 장소성을 회복하고자 하
는 경향이고, 둘째는 고향으로의 회귀 욕구를 억누르고 남한 현실에 적응하
고자 하는 경향이며, 셋째는 생래적 고향과 다른 차원의 고향을 지향하는 경
향이다.15) 그러나 이범선의 작품 경향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곳으로 수
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범선을 위 유형으로 설명하자면 반드시 두 
유형을 뒤섞거나, 한 유형의 비틀린 결과물로 해석해야 한다. 예컨대 이범선
의 초기 작품들은 유토피아적 공간을 드러내면서 낭만적인 고향의 모습을 비
추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인공의 소외와 유대감을 상실한 전쟁 이후의 
공동체 모습이 드러난다. 이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면서도 자신이 놓

13)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 통일과 평과 7권 2호, 2015
14) 김효석, ｢전후 월남작가 연구 월남민 의식과 작품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76-77쪽
15) 방민호, 같은 글,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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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작가의 태도로부터 말미암은 작품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이범선은 갈등하는 두 진영의 화합을 강구하면서 생래
적 고향과는 다른 차원의 고향을 지향하려는 듯 보이지만, 사회적 금기에 접
촉되면서 다소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낳는 결과로 미끄러진다. 
 이범선의 이와 같은 시도들은 기본적으로 고향에 대한 강한 향수를 느끼게 
하지만, 남북분단이 고착화되면서 고향으로 되돌아갈수는 없는 현실을 직시
하고 있는 작가의 태도가 만들어낸 시도들이다. 이범선은 남한 사회에서 자
신의 고향을 재구현하려는 욕망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다. 유토피아적 
공간을 작품 안에 구상하면서도, 그곳은 늘 어딘가 균열이 있는 공간으로 드
러난다. 이범선은 이 균열을 노출하는 공동체의 모습에 주목한다. 이러한 작
가의 태도는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
하려는 노력으로도 읽히지 않는다. 서울 잔류 경험을 밝히는 연재글에서 공
산당과 이승만 정부를 모두 비판하는 모습은 특히 이러한 이범선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이범선은 공산당과 이승만 정권 모두를 향한 비판과 
인민군과 국군을 향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배
신감은 그의 문학 작품에서 쉽게 발견된다. 
 이범선의 잔류 경험은 기존의 ‘잔류파’ 생존기 문학과 다르며, 선전문학의 
성격보다 정부에 대한 환멸과 비판이 강조되어있는 것을16) 발견할 수 있다. 
이범선의 경우 토지개혁을 통해서 공산단과 마을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었고, 
한국전쟁을 통해서는 남한 정부로부터 배신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
다고 이범선이 첫째와 둘째 유형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미래나, 새로운 고향
을 지향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범선의 문학은 오히려 고향의 불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의 위치, 즉 월남민으로서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와 이데올로기적 억압
으로 말미암아 작가가 추구하는 공간은 구축되지 못하고 파괴되는 양상을 갖
는다. 가장 기본적인 신뢰 관계조차 파괴되어 있던 전후 남한사회에서 이범
선의 고향 찾기는 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16) 서세림, ｢이범선 장편소설 『흰 까마귀의 수기』에 나타난 월남작가의 자기반영적 
글쓰기｣,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회, 2016, 3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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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문학 작품 곳곳에서 억압의 사회적 구조가 작동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억압’은 처음부터 작가의 내면에 존재하는 방어 기제가 
아니라, 의식의 정신 활동과 무의식의 정신 활동 사이에 확연한 간극이 생길 
때 발견된다.17) 다시 말해 이범선이 꿈꾸는 현실과 외부의 현실 사이에 차이
가 억압을 발생시킨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억압의 본질이 어떤 것을 
의식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의식과 거리를 두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억압이 표상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의식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억압된 표상에서 멀어진다면 파생된 것들은 자유롭게 의식에 
접근하기도 한다.18) 억압된 것이 겉모습을 달리하며 의식으로 떠오르게 된다
는 것이다. 
 이범선의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전쟁과 피난의 경험으로 인해 감각적 혼
란과 환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감각적으로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박하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러한 행
동들은 모두 무언가를 멀리하려는 작업 도중에 억압 메커니즘을 우회하여 되
돌아오는 대체물 형성의 결과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시 말해 등장인물
들에게서 발견되는 강박적 행동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다
른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한 결과로서 되돌아온 것이다. 
 프로이트는 강박 신경증이 애정적 성향보다도 사디즘적 성향이 중심이 되는 
행위이며, 대체물 형성으로서 ‘양심’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자아의 변화를 불
러온 결과라고 설명한다.19) 즉 강박 신경증의 경우 대체로 ‘양심’이라는 윤
리적 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아를 변화시키곤 한다. 이는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신, 전후의 불우한 환경과 부조리한 폭력들 속에서도 타자를 속이
거나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는 이범선의 소설 속 인물 유형들
을 살펴보는데에 유의미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프로이트의 논의를 참고하여 
이범선의 작품 속 인물들을 살펴본다면,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불안을 야기
하거나, 수용될 수 없는 감정을 외면하는 ‘반동 형성’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

17)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의기 박찬부 역, ｢억압에 관하여｣, 정신문석학의 근본개
념, 열린책들, 2007, 139쪽

18) 지그문트 프로이트, ｢억압에 관하여｣, 142쪽
19) 같은 책,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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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작중 인물들은 사회적 불안, 도덕적 불안, 자기 질책이라는 형태로 되
돌아 오는 정동의 부정적 경험들을 반복하고 있다. 이 부정적 경험의 연쇄는 
적어도 이범선의 소설 안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비단 한국전쟁 내의 폭력만이 아니라
는 점이다. 고향 (되)찾기에 실패한 소설 속 인물들이 전후 사회 곳곳에 존
재하는 사회적 억압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아물지 않은 상처로서 존재한다. 
특히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전후 남한사회의 분위기는 흑백논리와 끝없는 자
기 검열의 희생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공동체 전체를 고통과 슬픔에 무
감각하도록 변모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범선의 관점이다. 
 그러나 반공주의를 위시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 등장은 남한 사회가 점차 
한국전쟁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났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전쟁이 낳은 고통
과 슬픔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사회로부터 배제하려 한다.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됨으로써 전후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과정은 뒤틀리고 은
폐된다. 이범선의 감각은 그러한 은폐된 상처들이 전후 남한사회의 월남민 
공동체 다시 말해 해방 이후의 인구 이합집산과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본다. 
 1960년대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는 반공주의와 기독교계의 협력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동원체계를 반복하고 강화한다. 이범선은 월남민들에게 이북 
고향에서의 기억과 결별하거나, 그것을 반공주의적 논리에 맞춰 윤색하기를 
요구했던 전후 남한사회를 비판한다. 군사 독재 체제 아래에서 반복되는 억
압 구조는 일제 강점기의 동원체계를 반복하거나, 한국전쟁 당시의 고통의 
기억을 재소환함으로써 개인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오히려 치유됨과 멀어지
도록 하는 일이다. 이는 작품 속에서 자아 분열의 증상을 보이는 인물이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인물들이 나타나는 배경이 된다.
 자기 파괴적이고 분열된 자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이범선이 주목한 것은 
‘새 가정’ 담론이다.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 발맞춰 대두된 ‘새 가정’ 담론은 
기독교계 여성잡지를 중심으로 제기된 사회적 담론이었다. 이범선은 이 ‘새 
가정’ 담론을 자신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변형시켜, 분열된 전후 남한 사회를 
새롭게 결합할 형상을 상상한다. 1960년대는 회색지대를 상상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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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였거니와, ‘빨갱이’로 지목되었을 때의 위험성도 극에 달하는 시기였음에
도 불구하고, 결합될 수 없는 것을 붙여 놓는 이범선의 시도는 도발적인 것
이었다. 이는 공산당과 이승만 정부 모두를 비판했던 그의 피난 경험의 연장
선이기도 하다. 
 북쪽 아내와 남쪽 아내를 모두 가진 남자의 삼각관계는 신문 연재소설의 
통속성과 접속되는 한편으로 일부일처제라는 사회적 금기와도 접속된다. 또 
월남인을 ‘반공전사’도 아니고, 불우한 피해자도 아닌 애매모호한 존재로 남
겨두면서 반공주의적 사회 분위기에도 반하는 배치를 시도하고 있다. 이범선
은 북한을 절대적 악으로 상정한 상태에서 국민들을 결집시킨 끝에 사회 전
체가 목적 지향적인 체질로 변화해가던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금기와 남북분단 상황 속의 월남인을 나란히 놓은 이
범선의 상상력은 반공주의의 논리가 얼마나 사회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는
지를 드러낸다. 월남인을 구속하는 자기 검열의 상태 속에서는 한국전쟁의 
그 어떠한 상처도 드러나거나, 치유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북과 이북에 관
련된 기억들을 소거하고, 왜곡하도록 하는 남북분단의 현실과 반공주의는 한
국전쟁이 남긴 상처를 지우기 보다 덧나게 하며, 반복적으로 고통을 강화하
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고향을 이북에 두고 있는 월남민들은 남한사회에서 이
중의 억압을 받는 와중에 더더욱 반공주의의 논리에 윤색될 수밖에 없는 악
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서북청년회가 중심이 된 대한청년단과 
그들 월남민이 주축이 된 ‘이북5도청’의 존재도 주목해야 한다. 월남민을 전
쟁 난민에서 남한의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그들을 진
정한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안에는 월남민 정체성에 대한 폭력들이 개입
돼있다.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사회적 움직임도 실재
하는 상처들을 오히려 은폐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는 애초에 수많은 이산 가족이 존재하는 전후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
운 것이었다. 북쪽과 남쪽에 각각의 가정이 한 남성 인물을 중심으로 갈등을 
겪어나가는 이범선의 ‘두 가정’ 모티프는 이러한 196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
에 맞물려 반공주의가 내세우는 정상성과는 다른 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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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이다. 이 시도가 새로운 대안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일부일처제라는 
사회적 금기와 반공주의, 양쪽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결국 일련의 장편
소설들 속에서 실험된 ‘두 가정’의 결합은 모두 실패하거나, 기이한 이미지를 
낳았다. 다만 이범선의 신문연재소설들이 통속성만을 이유로 평가절하될 수
는 없으며, 사회적 금기에 접촉되면서 튀들린 이미지들이 한국전쟁 이후 월
남인의 삶에 주어진 억압을 드러내는 단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작품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범선의 기이한 이미지들은 전후 사회를 살아가는 
불안정한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려는 시도였을뿐 아니라, 그들을 옥죄고 있
는 강박적 윤리의식의 문제 또한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이미지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인물형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으로 나타
난다. ‘두 가정’ 모티프 이후 이범선의 문학은 급속도로 냉각되는 경향을 보
인다. 초기 작품에서 보이던 분노와 울분은 냉소와 풍자, 공허감의 감정으로 
전환된다. 인물들은 더 이상 전쟁 직후의 윤리적 딜레마나, 가학적 경향에서 
벗어나 초탈한 듯한 태도를 보여준다. 만취 상태의 주정뱅이가 되거나, 거리
의 부랑자처럼 보이는 이 인물들은 일반 상식의 경계선을 오가며 독자들을 
당혹케 한다. 이들 거리의 부랑자나 고아들은 국가의 통제 속에서 주요 갱생
대상으로서 군대식 규율 하에 관리되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로 밑바닥
의 삶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20) 이들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 공동체 바깥으로 
밀려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범선 문학 안에서 이들은 존재 자체가 타부가 되어버린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타부란 쉽게 말해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금지는 종
교적이거나 도덕적인 것과 다른다. 타부에 의한 금지는 이유불문의 금지이
며, 그 기원도 불분명하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정신분석학을 적용하여 원시
부족의 타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접근을 시도한 토템과 타부21)를 통해 
사회적 금기들의 기원에 대해 설명한다. 타부는 인접한 것, 신체적 접촉을 
이룬 것들 사이로 전이되며, 어디까지나 자기기준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프로이트의 견해에 따르면 타부는 욕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

20) 박홍근, ｢사회적 배제의 형성과 변화 –넝마주이 국가동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8, 한국사회사학회, 2015, 227-261쪽

21)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종엽 역, 토템과 타부, 문예마당,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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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래서 타부 규정에 복종하는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욕망하는 어떤 것
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범선의 후기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부랑자형 인물들은 자기 자신에게 ‘자
물쇠’를 채우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말하는 것을 포기한 인물들이다. 이러
한 인물 유형은 반공주의적 자기 검열의 굴레 안에서 고향상실과 분단고착화 
안에서 받은 고통의 기억들을 억압당한 존재들의 말로다. 그들이 속해있던 
월남민 공동체는 반공 전사 혹은 이북에서의 삶의 양식을 아직까지 지켜나가
는 순수한 존재들로 받아들여졌던 것과는 다른 이면을 가진 공동체다. 이 월
남민 공동체는 같은 월남민 이웃보다, 토착민들과 더 유대감과 일체감을 형
성하고 있으며, 그만큼 자기 검열의 굴레에 강하게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월남민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유대감 상실의 현실은 곧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진 전후 남한 사회 전체와 닮을 꼴을 이룬다. 이범선 문학은 
바로 이 월남민 공동체 내부에서도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엇갈리는 인물들을 
배치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대한 알레고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형의 창조는 이범선이 언제나 전후 남한사회의 사회적 문제들을 
사고할 때 월남민 정체성과 반공주의를 늘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해방과 한국전쟁의 문제가 1950년대라는 문학사적 지표에 얽혀있지 
않고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도 이어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이
런 독특한 인물형들은 상식의 경계선에서 독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던진다. 이
범선 문학은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이러한 유희적 경향으로 회귀함으로써 
그전까지 공포와 불안만 가득했던 문학세계에 냉소와 풍자적 면모를 더하고  
있다. 이는 이범선이 초기 단편소설의 몇 가지 경향으로만 굳어진 작가가 아
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월남민 정체성의 양상을 쫓아온 작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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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구성되는 전후 현실과 작가의 내면

2.1. 공동체 붕괴와 감상주의의 이면

 이범선은 1920년 12월생으로 평안남도 안주군 신안주면 운학리에서 태어
났다.22) 그리고 그가 김동리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작품을 게재하게 되
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1955년의 일이다. 36살이라면 당시 비슷
한 시기에 함께 등단한 전후세대 작가들23) 중에서도 단연 나이가 많은 편이
다. 이범선이 다른 전후세대 작가들과 비교해 등단이 늦었던 이유는 해방과 
함께 이루어진 태도의 변화와 관련있다. 진남포 상공학교를 상과로 졸업한 
그는 해방되기 전까지 회계사로 여러 회사를 전전하는 삶을 살았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삶이 외부의 방해가 아닌 이범선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졸업하자마자 ‘한성은행’에 취직한 그는 그러나 ‘한 삼년’쯤 근무하
고 따분하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다.24) 잠시 고향에 머물다가 이번에는 
만주 지역의 통화(通化)로 건너가 ‘개발회사, 군수공장, 금융조합, 소금조
합’25) 등에서 근무하며 또 한 ‘삼년쯤’ 머물다 고향으로 돌아와 결혼한다. 징
용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탄광에서조차 서기 업무를 보았다고 알려진 그는 
해방 이후 토지개혁이 본격화되자, 1946년 숙부와 함께 월남했다.26) 
 본격적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한 이후 월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

22) 김영성, ｢학촌 이범선의 문학적 연대기 –자전적 기록을 통해본 삶과 문학｣, 본
질과 현상 27, 2012, 244-245쪽

23) 장용학 1921년생, 1950년 단편 ｢지동설｣이 문예에 추천되며 등단 (29살); 
서기원 1930년생, 1957년 단편 ｢암사지도｣가 현대문학에 게재되며 등단 
(28살); 오상원 1930년생, 195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유예｣가 당선되며 
등단 (26살); 손창섭 1922년생, 1952년 문예에 ｢공휴일｣이 추천되며 등단 
(31살); 송병수 1932년생, 1957년 문학예술에 단편 ｢쇼리 킴｣을 발표하며 
등단 (26살); 박경리 1926년생 1955년 김동리의 추천으로 ｢계산｣, ｢흑흑백백｣
(1956)이 현대문학에 발표되며 등단 (30살)

24) 이범선, ｢나의 이력서: 60년의 색깔｣, 현대문학, 1981.11, 292-293쪽
25) 이범선, 같은 글, 294쪽
26) 김영성, 같은 글, 249-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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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범선과 문학의 접점을 찾아내는 일은 어렵다. 작가가 직접 증언한 경험
의 나열일뿐더러 그 진위를 파악하는 일도 무척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여겨볼 것은 해방 이후 이범선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활의 기술을 저버
리고 자발적으로 문학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로 진
학한 그는 한국전쟁이 터지지 않았다면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터였
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새 학교에 부임하기 위해 기차역을 찾았던 날,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대략적인 인생 행로만으로 그의 문학적 동기를 예단하
는 것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비약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명시적인 증
언과 행정 자료만이 작가의 선택을 투명하게 비춰주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있
다. 허구적 글쓰기인 소설은 역설적으로 그것을 창조한 작가의 현실 인식과 
욕망이 본격적으로 노출되는 창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월남하기 전까지 
문학과 무연한 삶을 살던 인물이 작품 창작에 뛰어들게 되었다면, 문학이 작
가에게 있어서 각별한 무언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작품 창작의 과정 안에는 작가의 욕망이 (무)의식적 굴절과 왜곡을 겪게 
마련이며, 이범선의 경우 이북에 고향을 두고 월남했다는 사실로부터 더욱 
이러한 억압의 구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를 문학의 길에 접어들도록 하고, 내면의 욕망에 주목하도록 하는 
계기가 ‘한국전쟁’이었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들 안에서 전제가 되고 있지만, 
이범선의 문학에서 ‘전쟁’은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이데올로기
적이지도 못하다. 전쟁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잔혹함보다는 그러한 전쟁이 
이후의 일들이 작품들의 주요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마을 사람들｣ 
같은 작품도, 전쟁은 마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전쟁
에 대한 서술은 최대한이라고 해도 좋을만큼 억제되어 있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학마을’이 이범선이 꿈꾸던 이상적 공동체 혹은 현
실과 동떨어진 유토피아로 읽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만 전쟁이 작품에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이범선 문학에서 핵심에 위치해 있으며, 이범선의 
문학 세계 전체는 이러한 전쟁과 전쟁이 몰고 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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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자신을 문학의 길로 이끈 한국전쟁의 경험들이 작품
의 구체적인 양상들 안에서는 억제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범선 문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범선 문학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은 사
실주의 경향의 작품으로 알려진 ｢오발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학마을 사람들｣과 ｢오발탄｣은 그 대조되는 작품의 분위기 때문에 같
은 작가의 작품임에도 매우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다. 이는 이범선 문학
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개별 작품을 이해하는 일도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먼저 과거와 현재에 걸쳐 이범선이 직접 보고 느꼈을 실재와 그것을 돌아
보고 문학적으로 재현하는 작가 정신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존재한다는 사
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학마을 사람들｣에 나타난 ‘학마을’을 작
가가 꿈꾸던 ‘이상’인 것처럼 독해하는 것은 작가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억압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마을’에서 느껴지는 옛 
공동체의 분위기들은 그 자체로 작가의 욕망이나 지향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
니라, 한국전쟁 이후 남한사회를 지배한 이데올로기들에 의해 굴절과 왜곡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범선의 고향 이미지는 해방되기 이전 그가 직접 경험했을 일제 
강점기의 고향과도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학마을 사람들｣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들 중 하나가 바로 ‘학마을’의 역사성이
다. 이것은 ‘학마을’이 무척 폐쇄된 장소로 묘사된 까닭에 주목받지 못한다. 
특히 ‘학마을’의 모습들 중에서도 축소되다 못해 소거된 일제 강점기는 작가
가 자신이 경험한 1940년대의 고향과 ‘학마을’이 대조되는 것을 강하게 의
식한 결과인 듯 하다. 게다가 사람들 사이의 유대가 남아 있는 순박한 전통
적 공동체의 이미지들은 ｢학마을 사람들｣말고도 다른 이범선의 초기 작품들
에서 발견된다. ｢달팽이｣나 ｢갈매기｣에 나오는 공동체도 겉으로는 우호적이
거나,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공간으로 제시되지만 모두 어딘가 결여되거나,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품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학마을’ 같은 공간은 작가가 가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으로는 설명
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범선의 문학 작품 안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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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억압된 것으로 파악된다. 억압되었다는 것은 작품 안에서 활동하는 이
미지의 양상이 제한되고 경직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
의 정신 속에서 작동하는 역동적인 힘이 고향 이미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프로이트는 ‘억압된 것’을 정신의 정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표
현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 움직임들이 표출되려는 경향, 바로 그 힘의 역
동성을 가리키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한다.27) 이범선의 초기 작품들은 서정성
이나 사회비판 같은 표면적 특징을 통해 분류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맥락 아래에서 억압된 것이 소설의 허구적 특성 안에서 표출되는, 굴절과 왜
곡의 양상을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이 억압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초기 
작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범선 문학의 미학적 가치와도 직결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범선의 초기 단편소설 중 하나인 ｢학마을 사람들｣28)이 비슷한 시기 다른 
단편소설과 다른 점은 작품의 배경이 가진 긴 시간성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이다. 두메산골의 작은 촌락으로 소개되는 ‘학마을’은 ‘학촌’이라는 이범선
의 호(號)가 가리키는 것처럼 쉽게 그의 고향 운학리(雲鶴⾥)와도 연결된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학’을 신성한 존재로 받들고,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자족하는 농경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학이 그들의 마을에 돌아와 둥지를 틀었는
지, 어떤 처녀가 학의 점지를 받아 시집을 가게될지 따위의 사건뿐이다. 학
이 그들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까닭에 마을을 관리할 사람 역
시 학의 행동을 가장 많이 보아온 연장자에게 맡겨진다. 이때 ‘학마을’의 시
간은 이장영감인 억쇠의 기억에 의해 연속성을 얻는다. 억쇠의 시간으로 본 
학마을은 그가 청년으로 자라나 결혼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에서의 
피난생활 끝에 다시 ‘학마을’로 돌아와 숨을 거두는 장면까지 이어진다.
 ｢학마을 사람들｣이 단편소설답지 않은 긴 시간적 배경을 갖는 이유는 ‘학마
을’이 이범선의 고향인 ‘운학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번에 

27)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장진 역, ｢빌헬름 옌젠의 그라디바에 나타난 망상과 꿈
｣, 예술, 무학, 정신분석, 열린책들, 2020, 64쪽

28)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1958년; 1957년 현
대문학 1월호에 최초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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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메산골의 
작은 촌락으로 묘사되는 ‘학마을’과 서해로 빠지는 청천강가에 자리잡아 교
통이 좋고, 바다와 가까워 마을 대부분이 뻘이던 ‘운학리’는 지리적으로나 문
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학마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운학리의 흔적은 ‘학’이 날아오는 마을이라는 사실뿐이다. 이범선은 
고향에 대한 자신의 기억 중 극히 일부만을 토대로 산골마을 ‘학마을’을 만
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학마을을 살아낸 억쇠의 목소리만이 운학리를 살았던 
이범선의 태도와 공명할 수 있다. 이범선은 의도적으로 학마을의 겉모습을 
자신의 실제 고향과 다르게 구성하면서도 억쇠라는 인물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신의 고향을 학마을에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억쇠라는 인물을 통해 제시되는 학마을의 시간성과 함께 ｢학마을 사람들｣
에서 중요한 소재는 다름아닌 ‘학’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학’이 등장하는 순간과 퇴장하는 각 순간이 작품의 전환을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학의 등장과 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억쇠와 박 훈장, 두 노인이다. 새로운 세대인 덕이와 
바우는 빠르게 변화하는 해방 이후의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지만 직접 목소리
를 내진 않는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을 가진 이장영감 억쇠와 박 훈
장만이 마을에 날아드는 학에 대해 말한다. 

학이다- 학이다-.
아직 메아리가 길게 꼬리를 떨고 있다. 둘이 다 분명히 들었다. 그
러나 둘이 다 꼭 같이 자기의 귀에 자신이 없었다. 괭 괭 괭 괭, 
꽹과리 소리가 또 들려왔다. 그들은 얼른 손을 펴 갓 양에 가져다 
대었다. 하늘을 살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 흐린 눈을 비비
고 크게 떠도 그저 저만치 둥실 흰 구름이 한 점 보일뿐 학은 보
이지 않았다. 그들은 한 번 더 눈을 비볐다. 그래도 역시 학은 없
었다. 그저 흰 수염만이 그들의 턱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29) 

 작중 ‘학’의 등장과 퇴장은 한반도의 역사적 사건들과 맞물려 배치되어 있

29)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1958,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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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범선은 독자들이 그것을 상징적인 존재로 이해하도록 배치했다. 이장
영감이 들려주는 학에 얽힌 전설들, 마을 사람들이 학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들이 이러한 상징적 내용들을 뒷받침하듯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거나, 한국전쟁과 함께 바
우의 총에 맞아 죽음에 이르는 장면은 학이 민족적 비극을 상징한다는30) 독
해를 가능하게 만든다. 학을 하나의 알레고리로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
러나 언급했듯 ‘학마을’의 ‘학’은 작품 안에서 나름의 상징적 의미를 획득할
뿐 아니라, ‘운학리’와도 연결되면서 이범선의 무의식에 접점을 가진 키워드
이다. 학을 이렇게 바라보면 학이 민족적 상징이나 고향에 대한 원형적 의미
와31) 연결된다고 바라보는 입장보다 작가의 경험에 바투 다가서서 ‘고향’을 
바라볼 수 있다.
 예컨대 바로 위 인용된 장면에서 이장영감과 박 훈장은 학이 돌아왔다는 
꽹과리 소리를 듣고 열심히 하늘 위를 찾지만 학을 발견하지 못한다. 학은 
그 두 사람의 눈을 피해 벌써 마을 학나무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이범선
은 왜 학의 등장에 이러한 인지적 불일치를 삽입해둔 것일까. 작품 안에서 
학의 등장과 퇴장은 한반도의 역사적 사실과 맞물려 배치되면서 독자들로 하
여금 쉽게 그것을 알레고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치된 것이었다. 그
러나 해방과 함께 찾아온 학의 재등장은 그 전까지의 회귀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두 노인의 시점에서 발생한 인지적 불일치는 해방 이후
에 등장하는 학에 기존의 알레고리적 의미를 뛰어넘는, 작가 차원에서의 새
로운 의미 부여가 시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을에 학이 날아들었다고 외치는 목소리와 학을 발견하지 못하는 두 노인
의 모습은 작중 현실에 대한 묘사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마을을 할퀴고 지
나갈 사건들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다. 억쇠와 박 훈장은 마을의 최연장자로
서 ‘학마을’의 가장 오래된 과거를 기억하는 존재들이다. 누구보다도 과거 마
을의 평화를 기억하는 이 두 사람이 학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
미일까. 그것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해방 직후의 ‘학마을’과 기억 속에 남

30) 배경열, ｢서정과 고발의 미학 –이범선의 작품 세계｣, 한국문학논총 25, 한국
문학회, 1999, 391쪽

31) 윤재근, ｢원형과 사상의 모순율｣, 현대문학, 1977.6., 274-303쪽



- 26 -

아있는 평화로운 과거의 학마을 사이에 어떤 이질감이나 불안이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두 노인이 느끼기에 ‘학마을’은 더 이상 과거에 
학을 맞이하던 마을이 아닌 불모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작품 안에서 그 
이유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바로 일제강점기이다. 작품 안에
서 유독 축약된 일제강점기의 경험들은 결과적으로 ‘이십 가구나 되던 마을
이 겨우 일곱 집만이 남’도록32) 만들어 버릴만큼 폭력적인 것이었음에도 작
품에서 서술되지 않는다. 사실상 마을로서의 명맥이 끊어져 가는 학마을에 
학이 돌아온들 더 이상 과거의 평화로운 ‘학마을’로의 회복 가능성은 현저히 
낮게 파악된다. 두 노인이 기억하는 학마을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고향에 대해 이범선이 품고 있었을 의식과도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가장 혈기왕성했을 청년기를 일제강점기 속에서 보낸 이범선은 그 시절의 이
야기를 거의 남겨놓지 않고 있으나, 문학을 통해 그 시기의 폭력성이 간접적
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범선에게서 일제강점기 이후의 해방기는 가혹
한 착취 끝에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불모성의 시기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학마을의 불모성이 드러나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바우의 총
에 의해 학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의미로 학의 마지
막 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면에서 학은 기존에 부여되었던 상징과 가
치를 의심받고 끝내 파괴되는 불안정한 존재로 나타난다. 
 이야기는 학의 죽음을 통해 전환점을 맞이한다. 억쇠나, 박 훈장의 기억 속
에 남아 있는 학마을의 모습은 자족적이고 목가적인 삶이 보장되던 농촌 공
동체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것이 확인된 이후 그들과 학마을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한국
전쟁과 공산주의자 바우의 등장은 그 과정이 순탄할 수 없음을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지만, 부산으로의 피난 끝에 잿더미가 된 학마을에 
돌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평화롭지만 폐쇄적인 학마을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전쟁의 폐허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그들이 보고 돌아온 세계가 비록 전쟁으로 인해 고통
과 죽음이 가득한 세계였을망정 그들이 학마을을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했던 

32)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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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여기서 덕이의 아내 봉네가 들고 있는 ‘애송나무’는 불타버린 학나무와 대
조되면서 학마을의 ‘지금’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떠오른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학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공산주의자 바우의 조부인 
박 훈장이 공산군의 후퇴와 함께 마을을 떠났으리라 추측했던 사실이 틀렸다
는 것이었다. 박 훈장은 무너진 마을 집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억쇠도 
피난길의 고통으로 유언을 남긴 채 숨을 거두고 만다. 억쇠와 박 훈장이 고
향인 학마을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해방기의 혼란과 민족상잔이라는 
한국전쟁의 비극성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인물이 ‘기
억’을 통해 작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인물의 죽
음이 시사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비극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다. 
 억쇠의 유언을 통해 등장하는 ‘애송나무’의 이미지는 불타버린 학마을과 학
나무에 대비될뿐만 아니라, 전후사회를 병들고 불모한 상태로 이해하는 이범
선의 현실인식과도 대비된다. 전후사회를 병들고 불모한 상태로 이해하는 이
범선의 현실인식은 ‘학’을 발견하지 못하는 두 노인의 내면을 통해 나타난다. 
두 노인은 그들의 마을이 더 이상 ‘학’으로 표상되는 과거의 평화로운 공동
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만큼 황폐해졌다는 사실을 감각하고 있다. 이
범선은 그러한 내면을 인지적 불일치라는 장치를 통해 은밀하게 제시하는 한
편, 결말에 이르러 두 노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학마을 앞에 새롭게 펼쳐진 
미래를 ‘애송나무’라는 이미지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학마을 사람들｣은 비
록 ‘애송나무’가 새롭게 뿌리 내릴 땅이 여전히 불모하고 피묻은 땅일지라도 
그 나무를 심을 용기에 대해 말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애송나무’의 의미를 알아야만 고향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이범선의 태도
를 이해할 수 있다. 이범선은 자신의 피난 경험을 바탕으로 뿌리 내릴 새로
운 땅을 찾아나선 ‘애송나무’들의 이야기를 다른 작품으로 확장한다. 이 ‘새
로운 땅’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피난 생활을 했던 거제도를 배경으로 펼쳐진
다. 이범선은 월남 이후 서울에서 줄곧 생활하다가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 
6월 직후에는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후 서울이 수복되고 이듬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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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1.4 후퇴에 발맞춰 부산으로 피난에 나선다.33) 고통스러운 부산 피
난 생활 도중 이범선은 거제도 장승포에 위치한 거제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후 3년간 거제도에서 생활했다.34) ｢달팽이｣나 ｢갈매기
｣ 같은 작품들이 바로 이러한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달팽이｣는 그곳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3
시간쯤 걸리는 ‘K섬’35)으로 제시되어 있고 ｢갈매기｣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없
이 부산에서 건너온 ‘섬’이라고만 제시되었다.
 이 두 작품은 ｢학마을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 고통 
받는 개인의 내면을 서정적으로 그리는 듯하면서도, 이면에서는 전쟁으로 인
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황폐해진 공동체 사회의 균열과 맞닿아 있
다. 이범선은 월남민이 겪는 부조리한 현실과 차별을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그러한 현실을 작중 인물 내면의 시점으로 투과하여 독자에게 
제시함으로써 나름의 미학적 성취를 이뤄내고 있다. 예컨대 1958년 오리문
화사에서 출판된 그의 첫 번째 작품집에 수록된 ｢달팽이｣라는 소설은 고향 
함흥에 아내와 아들을 두고 홀로 거제도까지 흘러들어온 윤노인의 현실적 고
통과 소외가 나타난다.
 1.4 후퇴 때 함흥에서 흥남철수에 합류하여 부산을 거쳐 거제도까지 내려
온 윤노인은 고향 함흥에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국군의 북진 당시 
그들에게 필요한 도장을 파주었다는 이유로 공산군에게 해코지 당할 것이 두
려워 피난길에 올랐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3년이 지나도록 고향에 돌아
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피난일 따름이었지만 윤노인이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기만 할 뿐이었다. 작가는 정말 돌아
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윤노인의 불안을 그가 머물고 있는 ‘판자집’에 
대한 윤노인의 망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윤노인은 자동차 차고 옆에 주어
진 손바닥만한 ‘판자집’을 자신의 생활공간이자 직장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너무 좁게 느껴질 때 그 집은 ‘닭장’이 되기도 하고, 악몽을 꾸고 난 날이면 
‘관 속’인 것처럼도 인식한다. 애초부터 ‘집’이 될 수 없었던 그 공간은 거꾸

33) 이범선, ｢나의 피난기｣, 본질과 현상 29, 2012, 128-175쪽
34) 김영성, 같은 글, 252쪽
35) 이범선, ｢달팽이｣, 오리문화사, 1958,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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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윤노인을 침식해들어가기 시작한다.
 공간에 대한 윤노인의 인식은 피난지를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피
난민의 시선을 대변한다. 누렇게 색이 바랜 달력과 날짜에 집착하는 윤노인
의 모습이나, 때때로 ‘요술에 걸린’ 것처럼 히스테리한 증상을 보이는 윤노인
은 삶의 공간을 상실한 피난민의 의식을 잘 보여준다. 이는 ｢학마을 사람들｣
에서 억쇠와 박훈장이 갖고 있던 인식이나, 불타버린 학마을에 돌아온 마을 
사람들이 느꼈을 불모의 인식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달팽이｣의 윤노인은 이러한 불모의 인식에서 한 발 나아가, 섬에서 나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정배간 죄인들’36)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기에 이른
다. 도입부에서 ‘K섬’에 대해 설명하기를. 예로부터 ‘죄인들이 기막힌 절망을 
안고 울다 미처 죽어간 섬’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전쟁과 죽음의 위협으로부
터 도망쳤을 뿐인 윤노인을 죄인으로 의미화하는 작품 전체의 분위기는 인물
에게 있어서 너무 가혹한 것처럼 보인다. ｢달팽이｣라는 작품의 제목부터가 
‘K섬’이라는 공간이 윤노인에게 삶의 기회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환상과 
망상을 통해 ‘안으로 잠겨’37)있는 공간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윤노인은 죄인인가. 표면적으로 윤노인이 느끼는 죄책감은 
고향 함흥에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혼자 피난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이
것은 그가 꾸는 꿈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일견 윤노인 자신을 향한 죄책감
이 나타난 듯한 단순한 꿈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윤노인의 현실인식
과 작가의 문제의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드러난다. 

 그러나 그의 머리 속에는 어제밤 꿈이 또 또렷이 되살아오고 있었다.
 분명히 함흥 자기 집이었다. 포탄에 부엌이 무너진 그집이 아니라, 함석집일
망정 안팎이 깨끗이 치워진 사변 전 그집이었다. 그는 대문을 밀었다. 안으로 
잠겨 있었다. 그는 문 틈으로 안을 살펴 보았다. 마누라와 아들 영이란 놈이 
마루에 나와 앉아있었다. 이번에는 문을 흔들어 소리를 질렀다.
 “문 열어라”
 둘이 다 대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무슨 소리를 듣기는 들었으나 알아 듣

36) 이범선, ｢달팽이｣, 58쪽
37) 이범선, ｢달팽이｣,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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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못한 눈치였다.
 “나다. 아버지다.”
 좀 더 큰 소리로 불렀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 들은 모양이다. 그러나 어찌
된 셈인지 그들은 달려나와 문을 여는 대신 이상스레 소름이 쪽 서는 쨍쨍한 
소리로 깔깔깔깔 웃기시작하였다. 그는 약간 고까운 생각이 들었다. 아주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영아!”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꿈이란 억압되고 억제된 소원의 위장된 성취38)라고 보았던 프로이트는 꿈-
내용의 모든 표면적 요소들을 의심하고, 그 뒤에 숨겨진 꿈-사고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꿈 속에서 윤노인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존재
했던 허름하지만 잘 정돈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윤노인의 
꿈을 잘 살펴보면 그 대전제에 있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꿈이 소원의 성취라는 프로이트의 견해와는 달리 그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부
터 거부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현적 꿈-내용’일 따름으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윤노인의 욕망이 억압, 억제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꿈-내용에 숨겨진 윤노인의 욕망이 드러나는 것은 억압에 의한 왜곡과 굴절
의 양상을 밝혀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윤노인이 비록 고향인 함흥에 가족들을 두고 온 사실에 강한 죄책감을 드
러내는 것은 사실이나, ‘K섬’에 남겨진 윤노인의 현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것
이다. 북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 신문을 접하는 윤노인이라면 고향으
로 돌아갈 가망이 거의 없다는 것쯤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
때 윤노인이 놓여 있는 현실은 가족을 향한 그리움 같은 심정적 차원에서 
그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K섬’이라는 현실적 차원에서도 함께 닥쳐온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다는 윤노인의 ‘외곬 생
각’은 그가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얼마나 절망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는 도입부에서 작가가 제시한 ‘유배’ 인식과도 맞물린다. 그
러나 이러한 윤노인의 현실인식과는 정반대로 ‘K섬’은 전쟁의 그림자로부터 

38)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인숙 역, 꿈의 해석, 열린책들, 2021,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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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감치 벗어나려 하고 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함께 거제도로 내려왔던 
이북 피난민들은 생계를 위해 부산으로 건너가버린지 오래다. 
 여기서 윤노인은 이중의 소외를 당하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을 억누르고 눈앞의 생활을 찾아 떠나버린 월남민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
고, ‘K섬’이 고향인 사람들 속에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윤노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판자집’에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며 버티
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윤노인의 꿈은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상황에서 벗어
나고자 하는 윤노인의 소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윤노인을 비웃는 아내
와 아들의 이미지는 윤노인이 빠져 있는 자기 파괴의 모순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이 죄책감을 품고 있는 아내와 아들로부터 비난받
음으로 해서 윤노인은 자신의 행동에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윤노인은 꿈속에서 고향을 떠나온 자신을 벌주는 것을 통
해 피난지에서의 소외받는 생활을 뿌리치고, 옅어져 가는 전쟁의 그림자를 
붙잡고자 한다. 다시 말해 빠르게 찾아온 종전 분위기 속에서 윤노인만이 자
신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전쟁을 바라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 
 결국 윤노인이 휴전반대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두고 온 가족
과 생활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쟁을 계속
해야 하고, 또 많은 목숨이 희생되어야 할 것이 분명하다. 윤노인의 의사와
는 상관없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종결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통찰이 잘 드러난 장면이 집회에 참가한 윤노인이 시위 도중 소나기를 만나
는 장면이다. 의기양양하게 마을을 행진하던 시위대의 청년들은 오후의 소나
기를 만나자 시위를 멈추고 힘없이 흩어져 버린다. 윤노인은 시위대가 흩어
진 거리 한복판에서 태극기에서 빠진 붉고 푸른 물감을 뒤집어 쓴 채 사람
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이범선은 윤노인이 사람들의 웃음을 사게 놔둠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되버린 월남민의 자책감과 무력감, 분노와 배신감의 
감정들이 한데 뒤섞인 장면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비를 맞아 앓고 난 후 윤노인은 차고 옆 판자집을 떠나 자신이 고향에서부
터 매고 온 ‘륙크사크’만을 짊어진 채, 타고 온 LST가 정박한 해변가를 서성
이는 ‘달팽이’가 되고 만다. 윤노인이 이처럼 현실을 완전히 등지고 방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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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는 것은 ‘K섬’이라는 공간 그리고 남한 사회 전체가 월남민을 향해 
열려 있는 생동하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작가의 현실인식을 토대로 한다. 여기에 더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윤노인을 억압하는 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범선의 소설에서 남한사회에 대한 비판은 고향에 대한 노스텔지어 또는 
자기 책망의 형태로 전위되어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인물들의 욕
망이 이런 식의 전위를 거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노인이 직접 보여주었듯 
북진통일과 전쟁의 계속을 대중들에게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고향으로 돌아
가고 싶다는 월남민의 욕망이 한국전쟁의 폭력성을 자극하면 할수록 더욱 강
력한 억압 아래에서 금지된다. 이범선은 윤노인의 꿈을 통해 월남민의 삶을 
가로막는 현실의 모순을 지적한다.
 윤노인이 꿈에서 깨어난 순간 판자집을 자신의 ‘관’으로 재인식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피난지에서의 삶을 진정한 의미의 삶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인식
을 엿볼 수 있다. 작가의 고향인 평안도나 윤노인의 고향인 함흥이 예로부터 
깊은 유배지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간접적으로 뒷받
침해준다. 유배의 고통은 단순히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유배는 죄인이 생전에 구축한 연결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죽을 때까
지’ 낯선 공간에서의 고독에 방치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피난지를 
유배지와 나란히 두는 이범선의 상상력은 월남작가가 가진 북방의 지역성이 
전후 남한 사회의 현실과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상상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달팽이｣의 윤노인과 다르게 ｢갈매기｣의 ‘이훈’은 가족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 적어도 ‘이훈’은 떨쳐버릴 수 없는 죄책감과 싸우지는 않
는다. 아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그리고 어린 아들 하나를 둔 가장으로서 
‘이훈’의 모습은 아마도 실제로 거제도에 머물렀을 당시 이범선의 실제 경험
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39) 훈의 가족은 이 평화로
운 섬에서 7년째 머무르고 있다. 섬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평화롭고 인정 넘

39) 이범선, ｢섬일기｣, 현대문학, 1959.1, 270-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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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듯 묘사되는데, 훈은 ‘도민증이나 병적계’40) 없이도 사람들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훈이 섬 마을에 어떤 평가를 하느
냐와 상관없이 이범선은 섬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을 독자에게 계속해서 비춘
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반복되다가 정점에 달하는 것이 마을의 ‘신선’이라고 
불리는 세 노인에 관해 이야기할 때이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없고, 걸식하는 노인들에게 매몰차게 대하지 않으며, 
마을 구성원끼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나누는 정이 있는 이 공
간이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것은 훈이 중요한 무언가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
다.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7년동안 이 섬에 머물
고 있는 훈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마을 사람들이 낯설다. 이러한 훈의 불안한 
심리 상태는 학교를 끝마치고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따금 카페 <갈매
기>를 찾도록 만든다. 그가 카페를 찾는 이유는 그곳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
의 피난민 부부가 있기 때문이다. 전쟁과 피난을 겪은 훈에게 있어서 그 기
억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가 카페 <갈매기>를 찾아 
그 기억을 환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훈의 행동은 지극히 평화로운 섬마을의 유토피아 같은 풍경과 대조되면서  
그 이면에 깔려있는 작품의 긴장감을 끌어낸다. 이는 카페 <갈매기>를 운영
하는 피난민 부부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훈과 마찬가지로 육지에서 피난 온 
그들 다방 부부는 허름한 다방을 운영하면서 훈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섬에 
적응하려고 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고, 걸음마저 불편한 주인 남자는 
전쟁의 폭력을 그대로 노출하는 까닭에 마을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처지이다. 애써 밝은 모습으로 있으려 하는 주인 여자의 모습도 훈에게는 
‘부러 꾸며낸 얼굴’이라는 것을 간파 당한다. 
 다방 부부와 훈을 맴도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한꺼풀 걷어내면, 전쟁 피
난민으로서의 훈이네 가족과 다방 부부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처우
가 단순한 호혜적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범선은 그들 피난민
이 받게 되는 수혜가 일방적으로 주어진 까닭에 잃어버리게 되는 자유에 대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갈매기｣가 ｢달팽이｣와 결정적으로 달라지

40) 이범선, ｢갈매기｣.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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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점이 바로 이 ‘자유’에 대한 작가의 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훈의 어린 아들이 연락선에 매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방 주인의 
아내는 그 소년이 ‘콜롬부스’를 떠오르게 한다고 말한다. 이탈리아 출신의 탐
험가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콜롬부스는 유럽에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알린 
인물로 유명하다. 
 ‘콜롬부스’의 등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방 부부의 죽음과 함
께 살펴보아야 한다. 추석을 앞두고 풍랑에 휩쓸린 부부의 죽음에 대해 훈은 
마치 그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알 수 없는 ‘진상’을 느낀다. 그런 진상이 영
영 사라져버릴 것이라 단언하는 훈의 모습은 어째선지 ｢달팽이｣의 화자가 
윤노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닮았다. 이범선은 ｢달팽이｣의 서두에서 이미 윤노
인의 말로를 독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작가는 ‘잊혀진채’라는 말을 반복하며 
윤노인의 말로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말 것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강조한
다. ｢갈매기｣에서 다방 부부의 죽음과 그 진상이 영영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는 훈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그가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을 것임
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제법 호화스런 기선이 하루 두 번씩 육지를 와래하고 밤이면 전등까
지 들어와 ｢라디오｣가 ｢쟈스｣음악을 부르게 된 오늘도 이 섬 동 쪽 끝 C포구
에는 죄인 아닌 죄인 한 사람이 잊혀진채, 그렇다 잊혀진채 아직도 그냥 귀양
살이를 계속하고 있다.

 이범선의 소설 속에서 인물들은 피난지에서 피난민으로서 계속 살아갈 것인
지,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지의 땅과 진배 없는 전후 남한사회의 땅으로 
나아갈지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전자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대신 다른 이
들로부터의 이해를 포기하는 것이고, 후자는 전쟁과 고향 상실로 인해 받아
왔던 고통의 시간들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속인 채 살아남는 것이다. 윤노
인은 전자를 선택함으로써 ‘달팽이’가 되고 있고, 훈은 고민 끝에 후자를 선
택한다. ‘휴전’은 이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탄이었으며, 인정(⼈情)이 실현된 공동체는 이범선의 문학 안에서 유배지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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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이 마을의 ‘신선’
으로 일컬어지는 노인들에 관한 장면이다. 그 중 ‘서노인’은 전쟁 중에 하나
뿐인 아들과 떨어져 이곳 섬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는데, 이후 군인이 된 아
들이 섬에 부임하면서 극적 만남을 이루고 섬을 떠난다. 부양할 가족과 재회
하게 된 ‘서노인’만이 다른 신선 노인들과 달리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 의해 부양되어오던 노인들의 존재가 결코 
‘신선’이라는 고상한 존재로 이해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그들
은 ‘신선’이기 때문에 ‘신선’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신선’과도 같은 태도만을 
마을 공동체로부터 허락받았을 뿐이다. 그들이 섬에 있는 동안, 그렇게 훈이
네 가족이나 다방 부부처럼 친절을 받기만 할 뿐인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해 
있던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건졌다는 것이다. 아들은 차에서 내렸다. 아버지를 
잃은 뒤로는 어쩐지 횡사한 시체를 꼭 드려다 보게 된 그였다. 그런데 그건 
젊은 부부의 시체더란다. 그는 커다란 안도감과 함께 그 어떤 엷은 실망을 느
끼며 돌아섰단다. 그 때 바로 앞에 그는 기적과 마주 섰더란다.
 “참 잘 됐읍니다. 잘 됐읍니다.”
 훈은 그저 잘 됐다고만 한다.41)

 서 노인과 재회한 그의 아들이 섬에 부임하자마자 부부의 변사체를 확인하
고, 그 주검이 아버지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을 훈이 잘됐다고 대꾸하는 이 
장면은 소설의 이중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는 장면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재
회라는 따뜻한 이야기의 이면에 다방 부부의 죽음에 대한 훈의 기묘한 언행
이 자리해 있다. 그가 고개를 연신 주억거리는 것은 과연 누구의 무엇을 향
한 긍정이었던 것일까. 훈의 끄덕거림이 부자의 재회가 아니라, 다방부부의 
죽음을 긍정하는 것처럼 읽히는 순간,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부정적 감정들
이 솟구쳐 오른다. 훈이 작품 내내 품고 있던 불안은 두 번 다시 ‘고향’에는 
돌아갈 수 없으며, 자신을 반기지 않는 불모의 땅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미래
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1) 이범선, ｢갈매기｣, 109쪽



- 36 -

 이범선은 작품 곳곳에 이처럼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대사와 상황을 배치
하고, 평화로운 섬 마을의 유토피아적 풍경들이 일순간에 죽음의 불안으로 
뒤덮이는 반전을 보여준다. 초기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이범선 문학의 특징들
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위치에 있던 작가의 정체성이 문학적 글쓰
기를 통해 표출된 결과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나는 이중적인 면모들
은 서로 대립하는 듯 보이는 충동들이 병존하게 되는 무의식의 한 양상과도 
비슷하다. 이범선은 한국전쟁 이후 고향 상실의 상황을 제대로 말할 수 없었
던 월남민들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남한 사회 내에서의 소외와 고
통의 현실을 서정적인 분위기 속에 은폐하고 특유의 감각적 문체로 작품화한 
것이다.

2.2. 소외 받는 현실과 윤리적 강박증

 이범선이 월남한 것은 주지하듯 1946년 토지개혁이 이북의 땅을 휩쓴 시기
였다.42) 고향 마을 운학리 안에서 이름난 지주 집안이었던 이범선은 공산당
이 주도한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것이다. 이범선은  
일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가족들보다도 빠르게 월남을 선택했다. 서울
에 자리를 잡은 이후 세 가족이 안암동 사글세 방에서 생활하다가, 1948년 
이범선이 연희대학교 교무과에 취직하면서 학교 사택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 
시기 이범선의 궁핍한 생활은 많지 않은 그의 발언들 안에서도 여러번 회자
되고 있다. 월남 이후 본가에서 독립하려 한 노력들, 그 과정에서 여러 일자
리를 전전하면서도 대학에서 새롭게 교사로서의 수학을 시작한 것은 그가 해
방 이전과는 다른, 해방 이후의 삶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
하고, 해방 이후 찾아온 변화에 이어 또 한번의 커다란 변화가 이범선에게 
주어진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미처 서울을 벗어나지 못한 이범선가족은 서울에 잔
류했다. 이범선이 이 기간의 대부분을 숨죽이며 지낸 탓도 있지만, 그가 있

42) 김영성, 같은 글,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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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곳이 전쟁의 한복판이었던 만큼 그는 불합리한 폭력과 가혹한 죽음들이 
즐비한 상황과 마주했다. 이범선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내면적 성찰을 
이루고,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된다. 이범선이 전쟁 중 경험
한 내면적 갈등은 서울 체류 기간을 증언한 ｢적 치하 90일｣43)이나 ｢나의 
피난기｣44)와 같은 글을 통해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서울 잔류 경험과 부산으로의 피난 경험은 이범선의 전쟁 경험을 이해할 
때 빼놓아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이때의 경험과 증언들을 통해 이범선이 반
공주의라는 시대적 분위기와 이데올로기적 억압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가 
드러난다. 특히 전쟁과 폭력에 대해 말하는 이범선의 목소리는 반공주의적 
맥락에 비켜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쟁 상황을 바라보는 이범선의 태도는 
전후 남한사회에서는 충분히 위험할만큼 애매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범선은 
‘인간 본연의 문제를 관조할 필요’45)가 있다는 태도를 통해 자신의 문제의식
이 늘 이념갈등의 차원을 넘어선 곳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범선이 전쟁을 
바라봤던 방식은 예컨대 서울을 점령한 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의용군으로 징집했던 공산당 세력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전쟁
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먼저 도망친 남한 정부와 이
승만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38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
른 정치경제 체제가 들어서게 된 한반도에 있어서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규제와 규범은 늘어나는 반면 그러한 복종과 희생을 강요받은 개인의 내면이 
‘불길한 소문’에 따라 무방비하게 사태에 휩쓸리게 되는 상황은 정부를 향한 
강한 환멸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다.46) 이범선에게 있어서도 전쟁은 평소
에 자신이 신뢰하던 모든 것들이 저마다의 이면을 드러내는 계기였으며, 그
것은 대부분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범선이 문명인으로서의 자각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추악한 이면을 발견하
고 환멸과 분노를 느끼던 것과 반대로 대상을 향한 연민을 드러낼 때에는 

43) 이범선, ｢전환기의 내막 - 적 치하 90일｣, 조선일보, 1981.6.17.~6.24.
44) 이범선, ｢나의 피난기｣, 본질과현상 27, 2012, 264-277쪽 
_____, ｢나의 피난기｣, 본질과현상 29, 2012, 128-175쪽
45) 이범선, ｢대담: 오발탄과 피해자｣, 문학사상, 1974.2, 219쪽
46)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역,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 문명 속의 불안, 

열린책들, 2015,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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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인 태도를 지킨다. 예컨대 패퇴하는 국군을 안타까워 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연합군에 의해 쫓기던 인민군 역시도 이범선에게는 안타까운 죽음으
로 비춰진다. 전쟁에 대한 이범선의 증언들이 이렇듯 휴머니즘적 가치를 향
한 것일 때 그의 작품은 대개 부정적인 평가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작품 
속 인물들이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취적인 태도가 아니라, 무기력하고 방향을 상실한 상태로 등장하기 때문이
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이 고향을 상실한 월남민들에게 주어진 전후 남한 사
회의 현실이 외지인을 거부하는 공격성을 뒤에 감추고 있던 것을 포착하고 
있던 것처럼, 현실고발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작품들 역시 고향으로부터 유리
된 월남민들의 처지에 주목하고 있다. 
 ｢오발탄｣으로 대표되는 이범선의 또 다른 작품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
선 이범선의 휴머니즘과 전후사회적 맥락을 짚어봐야 한다. 전후 남한 사회
의 휴머니즘은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 많이 부각되는 형태로 받아들여
졌다. 건설적인 태도가 강조된 것은 실존주의와 휴머니즘이 한국의 강한 계
몽주의적 특징과 융합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비대
해진 계몽주의적 지식관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전후 실존주의는 1950년대 
한국 지식인 담론에 ‘비판’과 ‘창조’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47) 이
를 주도한 사상계 문인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오던 문학의 실천적, 
참여적 특징을 계승하고, 이를 실존주의에 접목함으로써 실존주의의 한국적 
굴절을 불러왔다. 이범선의 작품이 광의의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처럼 강력한 계몽주의를 그 평가 기준으
로 내세우게 되면 작품의 개별적 특징을 살펴볼 수 없게 된다. 이범선의 경
우 다양한 의미망과 사회적 억압의 기제를 작품의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작품의 분석은 그의 전체적인 문학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앞절에서는 소위 서정주의로 일컬어지는 이범선의 고
향상실 테마가 그 이면에 어떤 현실 공동체의 소외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면, 이번 절에서는 리얼리즘으로 파악되었던 이범선의 또 다른 작
품 경향 안에 어떤 문제 의식이 도사리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경

47)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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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가진 외관 상의 차이와는 달리 작품들은 이범선의 일관된 문제의식 아
래에 묶여 있다.
 한편 알레고리는 전후 현실을 마주한 이범선에게 있어서 중요한 창작 방법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언어와 현실 모두에 깊이 관여하여 이를 변화시
키려는 작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알레고리는, 혼돈 상태에 빠
진 현실과 언어를 지시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파괴되어야 하
는 모든 것들을 향해 작동한다.48) 언제나 극심한 갈등 상태에 내몰리는 전후 
남한 사회 속에서 알레고리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욕망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고요와 평안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은 어디든지 돌진해서 
파헤치고 들춰내며, 반대로 격심한 동요와 분열에 휩싸인 곳에는 구원과 치
료의 힘으로 발휘된다.49) 이범선의 작품에 깔린 알레고리를 독해하기 위해서
는 작품 표면에 제시된 논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창조한 작가의 내면적 논리
에까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범선의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소위 ‘인정(⼈情)’을 
바탕으로 하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윤리이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건 
뒤의 혼란 속에서 그러한 윤리는 제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 허
울뿐인 윤리와 도덕의 상세를 작품을 통해 살펴보는 일은 크게 의미를 갖기 
어렵다. 오히려 ‘바람직한 윤리’를 주장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와 그 이면에 
깔린 작가의 의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이범선의 작품에서 윤리의 의미
는 그 자체로 실천적인 의미가 주어져 있어,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기보
다, 그것으로 인해 고뇌하는 인물과 그들이 마주한 사회적 갈등 상황을 부각
시키는 수단으로서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범선 소설에서 그런 윤리에 
‘집착’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전후 사회의 문제가 개
인적,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이며,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암시한다. 강박증에 시달리는 작중인물을 통해 전쟁이 몰고 온 부조리
와 개인에게 닥쳐오는 불가지의 폭력이 좀 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범선의 작품에서 부각되는 전후 남한 사회의 여러 문제들은 경직된 사회

48) 전창배, ｢알레고리와 상징– 구조와 특징 비교 연구｣, 비교문학 67, 한국비교
문학회, 2015, 302쪽

49) 전창배, 같은 글, 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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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구하는 희생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반공주의로 말미암은 흑백논리는 
1950~60년대 사회가 가지는 경직성과 폐쇄성을 설명하는 키워드다. 국가나 
공동체는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람직한 국민의 모습을 규정한다. 
이 과정은 특정 집단을 그 테두리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과도 상통한다. 한국
전쟁 이후의 남한 사회를 살아갔던 많은 월남민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던 속
성을 폐기하고,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속성을 취득하도록 강요받았으며, 국
민 혹은 구성원으로서의 ‘신분증’을 소지해야 했다.50) 이 장에서 다룰 인물
들이 앞서서 언급했던 ｢달팽이｣의 윤노인이나, ｢갈매기｣의 훈과 다른 점은 
월남민으로서의 정체성 위에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남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은 앞선 인물들보다도 더욱 내면화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범선 문학을 독해하기 위해선 정치적,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영역을 작
가가 어떻게 우회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우
회로를 더듬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표가 인물들의 윤리적 강박증이다. 정신
분석학적 관점은 작품 안에서 작중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여러 장치들을 
검토하는 데에 유의미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특히 강박증이나 분열증에 가까
운 작중인물들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외의 또 다른 논리가 존재한
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범선의 작품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유에는 “결국은 자기의 가슴 면적만큼의 사실밖에는 확실히 증언할 
수가 없다”51)고 하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고백도 한 자리 차지한다. 이범
선은 강박증적 인물들을 통해 현실을 지배하는 논리에 얽메이지 않은 인물 
내면 깊숙한 곳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 인물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한 근거를 찾
아내려 하는 글쓰기 방식은 그 인물의 욕망과 대립하는 외부의 억압을 강하
게 의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작중인물들로부터 발견되는 불안한 정신
의 근원에는 공통적으로 한국전쟁 당시의 피난 경험이 놓여있다. ｢몸 전체로
｣52)와 ｢219장｣53)은 각각 피난길에서 혹은 피난지에서 자식을 잃은 가장을 

50) 김귀옥, ｢냉전시대의 경계에 선 사람들｣, 황해문화, 2010, 50-53쪽
51) 이범선, ｢적 치하 90일｣, 1981.6.21
52) 이범선, ｢몸 전체로｣,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1958, 23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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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인물로 내세워 피난 경험이 만들어낸 죽음과 상처가 전쟁이 끝난 이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범선은 현실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평범한 이미지를 사용해 트라우마를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환상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이미지의 사용은 독자로 하여금 인
물이 겪게 되는 트라우마의 한 순간과 마주하게 되는 경험을 자아낸다. 
 서울에서 하숙집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한 
남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가혹한 권투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는 내용의 ｢몸 
전체로｣는 그러한 부자 관계를 바라보는 하숙생 ‘나’의 관점을 통해 진행된
다. 이야기는 하숙생 ‘나’의 관점에서 하숙집 주인이 털어놓는 과거 시점과 
두 사람이 대화하는 현재 시점으로 분리된다. 이는 하숙집 주인과 하숙생 사
이에서 오가는 현재의 대화 속에 끊임없이 전쟁 상황이었던 과거의 사건들을 
불러들이는 서사 구조의 토대가 된다. 이범선은 현재 속에 끊임없이 되돌아
오는 과거 장면들을 통해 그들 부자관계가 시간적 선후에 따라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어떤 순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 순간은 마치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순간에 되돌아간 것처럼 선명하게 나타날 때도 있
고,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통해 나타날 때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범선은 하숙집 주인의 이야기를 작중인물의 내면을 투시하
는 전지적 관찰자가 아니라 다른 인물을 통해 듣게 함으로써, 하숙집 주인과 
독자 사이에 놓인 거리를 확인시킨다. 이는 이야기의 목적이 단순히 하숙집 
주인의 트라우마를 실감나게 전달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나는 
부자의 권투연습을 지켜보면서, 압도적인 체격 차가 있는 하숙집 주인과 그
의 아들 사이에서 몰아치는 살의를 발견한다. 그 눈빛을 본 나의 머릿 속에
는 “상대방의 심장을 겨누고 있어야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세상”54)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스쳐지나간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압도적
인 체격 차가 만들어내는 어색한 부자의 관계를 알레고리로서 사회적인 것으
로 확대하고 있다. 
 영어 교사이자, 하숙집을 운영하는 남자의 삶이 언뜻 보기에는 번듯해보일

53) 이범선, ｢219장｣,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1958, 261-284쪽
54) 이범선, ｢몸 전체로｣,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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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몰라도, 하숙생 ‘나’의 관점에서 그것은 처참한 죽음과 포기해버린 양심 
위에 세워진 삶으로 나타난다. 과거 하숙집 주인이 대한(⼤寒) 추위가 몰아치
는 와중에 머물던 창고에서 쫓겨나 결국 아픈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트라우
마와 함께 마약 밀매를 통해 부를 쌓아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는 서
술은 하숙생의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딸의 비참한 죽음은 하숙집 주인
으로 하여금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행동도 불사해야 한다는 신념을 
만들도록 했다. 그가 권투 연습을 통해 아들에게 주입하려는 것도 결국 ‘생
존 본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아들과 함께 하는 가혹한 훈련은 결국 딸을 
잃은 자신의 트라우마에 마주할 수 없었던 하숙집 주인의 내면이 선택한 우
회 방법이다.
 이범선은 부자관계에서 벌어지는 권투연습 장면과 하숙집 주인과 하숙생 
‘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상 장면 사이를 오가는 구성을 통해 현재와 과거
를 연결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두 장면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지만, 
딸에 대한 죄책감, 무력감 등이 왜곡되어 현재의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
나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살기’가 다시금 하숙생 ‘나’에게로 전이되고 
있다. 나와 하숙집 주인이 함께 거니는 산책길, 카페, 별이 뜬 다리와 같은 
모든 일상적 공간이 전쟁과 그로 인한 죽음의 토대 위에 서있는 것이다. 이
것은 다시 하숙집 주인의 현실인식으로 이어진다. 
 하숙집 주인에게 각인된 약육강식의 세계는 곤란에 처한 타자를 향해서 그 
어떤 동정이나, 가식적인 도움조차도 할 수 없도록 그를 옭아메고 있다. 카
페에 아이없은 거지 여인을 만났을 때도 하숙집 주인은 태연하게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피력하려고 주머니까지 뒤집어 보일 뿐이다. 이 장면에
서 결국 하숙생 ‘나’는 돈을 건네 여성을 돌려보내고, 하숙집 주인은 ‘나’에
게 사과한다. 이는 하숙집 주인의 현실인식을 드러내는 장면일 뿐만 아니라, 
하숙집 주인의 불안정한 내면을 노정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하숙집 주인은 
서울에 버젓한 집과 직장을 가진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업은 여인에게 돈 한푼 건넬 수 없을만큼 하숙집 주인의 현실
에는 죽음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범선은 하숙집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비록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지위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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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면이 아이를 등에 업고 구걸하는 여인의 삶과 진배없게 되고 마는 전
후 남한사회의 현실을 지적한다. 전쟁이 발기시킨 생존본능이 곧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이웃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의 불안한 정신이 만들어낸 환상
이라는 것이다. 이범선 문학의 성취는 전쟁이 만들어낸 상처들이 전쟁 이후 
남한사회에서 어떤 화학작용을 이끌어내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일화에서 그는 부산에서 모은 돈으로 환도령이 내리기도 전에 서
울로 향해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는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들로부터 집을 ‘불법소유’55)했다고 놀림받는다. 그러나 하숙집 주인의 
입장에서 현재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불법소유’를 떠안은 셈이
다. 전쟁은 그만큼 부조리하며, 법이나 도덕 같은 것은 아무런 쓸모도 없었
다는 것을 하숙집 주인은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규칙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전띠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족쇄가 되어버린 현실
을 비판하는 하숙집 주인의 발언은 전후 남한사회에 팽배해진 물신주의나 사
회 부조리와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이범선은 그 부조리를 ‘집’이라는 대
상과 엮어서 생각하곤 한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남자는 아들을 더욱 가혹하게 훈련시킨다. 남자
는 아들에게 사랑을 주기보다 매를 드는 것을 선택했다. 남자는 아들을 감싸
는 행동이 반드시 아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데, 아들은 
그런 아버지와는 반대로 ‘폭탄’처럼 보이다가도 이내 ‘고무공’처럼 튕겨져 나
오고 마는 약한 주먹만을 날릴 뿐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러한 온도차
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이 권투 훈련이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숙집 
주인,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백사장. 그건 꼭 ｢우리｣라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저 수 
없이. 많은 모래알. 그것이 어쩌다 한 곳에 모였을 뿐. 아무런 유
기적 관계도 없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참 좋아하고 또 많이 
쓰던 말입니다. 우리! 그런데 피난 중에 저는 그만 그 말을 잃어
버렸읍니다. 폭탄의 힘은 참 위대하더군요. 저는 돌아온 이 서울 
거리에서 ｢우리｣ 대신 폐허 위에 수 많은 ｢나를｣ 발견했읍니다. 

55) 이범선, ｢몸 전체로｣,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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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 나, 나, 나, 정말 한강의 모래알만치나 많은 ｢나｣.”56)

 하숙집 주인이 자조적으로 말하는 ‘폭탄’의 위대함이란 질서와 위계를 파괴
하고 모두를 구별할 수 없는 개인인 ‘나’로 만들어 버린 전쟁의 파괴력을 가
리켜 말한 것이다. 이때의 ‘나’란 개성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그저 살아남는 
것만을 목표로 삼은 개체에 불과하다. 남자는 돈을 벌어 남들과 달라지고자 
했고, 그것에 성공했지만, 끝내 자신의 트라우마를 마주하지 못하고 충분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업은 여인조차 도와줄 수 없는 
삭막한 내면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딸을 잃었을 때의 실수를 반복하
지 않겠다는 일념하에 아들에 대한 학대를 자신의 애정의 산물로 착각하는 
인물이 되고 만다. 전쟁과 피난, 딸의 죽음으로 얼룩진 내면이 애도조차 허
락되지 않는 억압적인 사회 안에서 굴절되면서 가혹한 권투연습이라는 형태
로 아들을 향해 주먹을 뻗고 있는 것이다. 아들이 앞으로 살아남길 바란다면 
폭력을 통해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단련시켜야 한다는 것은 
결말에서 제시된 하숙집 주인의 씁쓸한 표정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아들의 훈련을 마치며 웃는 듯, 우는 듯 하는 남자의 표정에서 결국 독자는 
하숙집 주인이 몰두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커다란 모순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고 서있는 아들의 모습에서
도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
 ｢몸 전체로｣보다 더 감각적인 방식으로 작중인물의 불안을 드러내려고 한 
작품으로 ｢219장｣을 볼 수 있다. 작품의 주요인물인 ‘민’ 역시 피난길에서 
자신의 막내 아들을 설장(雪葬)해야 했던 트라우마로 인해 아기 울음소리를 
환청으로 듣는다. 민의 트라우마는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분열증 증상으로 
나타난다. 민은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자아와 그것에 반박하며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자아 사이에서 갈등한다. 책망하는 자아는 민이 ‘기적을 믿어보려 
하지 않고 쉽게 버린 것’이 그의 죄라고 주장한다. 이범선이 민에게 부여한 
죄는 곧 작가 자신의 현실인식에 기반한다. 다시 말해 전쟁 피난의 상황은 
매순간 ‘기적’을 바라야 할만큼 절망적이었다는 인식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56) 이범선, ｢몸 전체로｣,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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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한 죽음이 누군가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새기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 
당시 죽어간 수많은 목숨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불합리한 사실은 전쟁과 
피난을 주요 사건으로 다루는 이범선의 작품들 안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
다. 이범선은 이러한 사실을 환청이나 환각처럼 기존의 리얼리즘의 관습에서 
벗어난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했다. 이범선의 방법
은 작품 속에서 화자의 인칭이나, 서사의 시제가 만들어내는 정합성을 흐트
려 놓음으로써, ‘사건’의 기억을 타자와 공유하고, 억압된 감정들이 작품을 
통해 드러날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57) 
 아이의 죽음 이후 변화한 민의 외양 묘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작가의 감
각적 표현들이 얼마만큼 그 인물의 내면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그를 하나의 “막때기”58)와 같은 존재로 바라보는 작가의 감각과 
작품 전체의 문제의식이 대비를 이룬다.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시선에서 
‘막때기’는 하나의 비유적 의미에 지나지 않지만, 아이 울음소리를 견딜 수 
없는 민이 자신의 다른 자식들을 향해서도 고함을 치는 등 폭력적인 인물로 
변신할 때에 그것은 거의 존재론적인 문제로 상승한다. 마치 다른 세계에 거
주하는 듯한 민의 모습은 한쪽에 아들을 잃은 트라우마로 피골이 상접한 어
느 교사의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이들을 체벌하는 ‘막때기’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하며, 심지어는 자신을 하찮은 ‘막때기’로 
전락시킨 민의 사고방식은 이윽고 살아남은 자식들의 존재마저도 위협하게 
된다. 그가 ‘한 명이라도 아이가 적었더라면’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순간은 그를 악순환의 고리로 더욱 빠져들게 한다. ｢몸 전체로｣의 하숙집 주
인처럼, ｢219장｣의 민 역시 전쟁이 만들어낸 무의미한 죽음들 속에서 무너
져 간다. 환청의 고통으로 인해 현실 감각조차 흐릿해진 민은 이제 자신의 
직장에서도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여 학생과 직장동료들 사이의 구설수에 
오른다.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에 이른다. 결국 민의 직장과 일상 모두에 죽은 막내

57) 오카 마리, 김병구 역, 기억 서사, 소명출판, 2004, 36-38쪽
58) “그렇지 않아도 큰 키에 살마저 바싹 마르고 보니 정말 막때기처럼 되었고, 쏙 

오구라든 볼에 두 눈만이 크게 번득거렸다.”(이범선, ｢219장｣, 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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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울음소리가 겹쳐들리기 시작하면서 민은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가 된
다. 학교의 중요한 행사 자리에서 장학사에게 굴욕을 주고 그곳을 도망쳐 나
온 민이 다다른 것은 ‘죄 있는 자’를 부르는 교회였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아니 난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진짜 
죄인이오.”
“...........?”
 목사는 아무 말도 없이 민의 취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
었다. 
“무슨 괴로운 일이 있으신 것 같군요.”
“네. 네. 어린애가 자꾸 웁니다.”
“어린애가요. 애들은 우는게 운동이라던데요. 허허.”
“목사님. 어린애가 자꾸 웁니다. 눈 속에서 꽁꽁 얼어서. 난 죄인
입니다. 죄인.”
“진정하십시오. 찬찬히 말씀해보십시오.”
“아니오. 난 잘못한 것 하나도 없소. 너무 가혹하고. 내가 뭘 잘못
했단 말이요. 내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59)

 목사와의 짧은 대화 안에서도 불안정한 민의 정신 상태는 두 개의 자아를 
오가며 횡설수설한다. 막내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민의 죄책감을 더 
할수록 민은 현실세계와 멀어져 간다. 자신을 책망하여도 피난 상황에서의 
부조리한 죽음은 어떤 의도나 의미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민을 설득할 수 
없거니와, 이미 망가져 버린 일상 속에서도 민은 ‘미친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만 것이다. 이때 나타난 목사의 말은 얼핏 그를 종교적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역처럼 비춰진다.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는 민에게 목사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슬퍼할 이
유가 전혀 없다며 그를 설득한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 내심 기적을 바랐던 
민을 먼저 배신한 것은 신이었으므로, 목사의 위로는 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59) 이범선, ｢219장｣,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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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민은 자기 스스로를 ‘막대기-매’로 인식하는 분열증 환자일 따름으
로, 그는 사회 전체를 향해 자신의 고통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뱉어낼 뿐인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가족, 직장 동료, 목사 중 그 누구도 민의 고통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 결
국 다음날 한여름의 동복 차림으로 학교에 나타난 민은 학교에서 해고된다. 
죽은 막내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만큼 민은 섬세하고 고통에 민감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사회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민은 결국 
전후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모자란 사람 혹은 미친 사람
으로 규정됐으며, 공동체 바깥으로 밀려났다. 이범선은 소설에서 전후 남한
사회가 전쟁을 극복하는 방법이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비정상의 틀 속으로 몰아내거나, 통제하는 방식이
었음을 드러낸다.
 한국전쟁 이후를 그리고 있는 이범선의 작품들 속에서 인물들은 모두 저마
다의 과거에 사로잡혀 죄책감, 자괴감으로 인해 일상이 불가능할만큼의 강박
증에 시달린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반복하고 마는 
증상 혹은 그것에 대항하려는 투쟁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강박신경증60)이라
고 부를 수 있다. 특히 그것이 특정한 사고 형태로 존재할 때에는 ‘정신적 
반추 행위, 의심,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사고와 행동이 억제되는 특징을 보
인다.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강박zwang’이란 욕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드
러내주는 열쇠로 읽힌다.61) 
 이범선은 전쟁 이후를 살아가는 인물들에게 강한 윤리 의식을 부여한다. 그
러나 작품의 배경이 되는 전후 남한사회는 언제나 그런 윤리 의식을 비웃듯
이 인물들을 부조리한 상황으로 내몬다. ｢사망보류｣62)는 어느 궁핍한 초등
학교 교사 ‘철’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에 얽힌 아이러니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작중인물 ‘철’은 어느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다. 
그는 아내와 아이 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결핵으로 고통받는 와중

60) 장 라플랑슈, 장 베르트랑 퐁탈리스, 다니엘 라가슈 감수, 임진수 역, 정신분석 
사전, 열린책들. 2005, 34쪽

61) 위의 책, 33쪽
62) 이범선, ｢사망보류｣,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1958, 174-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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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일을 쉬지 못한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것도 돌볼 수 없는 사회 현실에 있다. 작품
은 철과 철이 기억하는 동료 교사 ‘박 선생’의 죽음을 통해 그러한 사회 모
순을 드러내고 있다.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조차 마음껏 칠 수 없는 작중인물
들의 모습이 비극적이고 감상적인 일면을 구축하고 있는 한편, ｢사망보류｣는 
사회 고발적 성격만으로는 규정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여럿 포함하고 있다. 
 ｢사망보류｣가 보여주는 두 번의 죽음, 즉 박 선생의 죽음과 철의 죽음은 그 
원인과 결과에서 거의 같은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두 인물 모두 결핵에 감
염되어, 기침과 각혈을 반복하는 탓에 사회적으로 꺼려지는 존재로 전락하였
고, 이윽고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가족을 뒤로 한 채 목숨을 잃고 만다. 짧은 작품 안
에서 반복되는 비슷한 죽음은 결핵에 질병 이상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
실을 짐작케 한다.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핵에 관한 묘사이다. ｢사망보
류｣에서 결핵에 대한 이미지는 각혈의 붉은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목
구멍이 간질간질’63)하여 막 기침이 뱉어질 것만 같은 촉각적 이미지의 반복
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철은 자신의 기침을 두고 ‘결핵 균들이 목구멍으로 
꿈틀꿈틀 기어올라오는 것’만 같다고 묘사하여, 결핵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
체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작품 안에서 부각되는 결핵의 감각적 묘사는 그들
이 느끼는 생명의 모양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인 부조리한 상황과 비루한 
삶의 결말을 ‘꿈틀꿈틀 기어오르는’ 모양의 감각적 이미지로 느낀다. 꿈틀거
리고 간질거리는 모양은 긴장된 몸을 긁어 상처를 내는 강박적 행동을 떠오
르게 한다. 견디기 힘든 끔찍한 감각 위로 전후 사회의 부조리가 지나간다.
 소설은 액자식 구성을 통해 먼저 박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박 선생은 
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 쯤되어 결핵으로 결근을 반복한 끝에 학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자리를 학교 후원회 회장의 아들이 차지하게 된다. 
복직을 약속한 교장에게 시위하듯 박 선생은 교무실 구석에 남는 의자에 앉
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교감과 교장은 물론 동료 교사들의 반응도 냉랭했
다. 물론 박 선생의 복귀를 반가워한 교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건넨 농담

63) 이범선, ｢사망보류｣,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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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박 선생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조롱과 조소의 말이었다. 여전히 결핵
으로 고통스러운 신체를 ‘갑종교사’64)라고 칭하거나, 곗돈을 꾸어간 일을 들
추며 박 선생이 ‘십만환 짜리 돈 뭉치’로 보인다고 말하는 교사도 나타난다. 
담임을 맡았던 반 아이들에게까지 꺼려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박 선생은 완전
히 학교에서 배제된다. 그를 복직 시켜줄 것처럼 말하던 교장의 말이 떠오를 
때마다 박 선생은 또 다시 ‘목구멍이 간질거’리기 시작한다. 
 박 선생의 목이 간질거리는 이유는 그가 결핵을 제때 치료하지 못한 탓이
다. 박 선생의 위태로운 사회적 지위가 그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빠진 건강
이 복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박 선생
의 사회적 지위가 위태로운 이유는 지역 유지의 의지를 거스르지 못하는 사
회적 부조리의 역할도 크지만, 그가 외지인이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
다. 이는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박 선
생을 가장 걱정하고 진심으로 살펴주는 것이 철이었고, 철이 박 선생과 똑같
은 처지가 되어 학교 숙직실에 몸을 뉘었을 때, 박 선생에 대한 기억과 함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곱씹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숙직실에서 철은 
학생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고향을 떠올리며, 박 선생이 숙직실에서 느꼈을 
감정을 함께 느낀다. 철이 고향을 떠올리며 박 선생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
었던 이유는 비단 자신도 결핵에 걸려 학교 일을 그만 둬야 하는 상황 때문
만이 아니라, 그가 철과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온 존재였다는 사실을 암시
한다.

 박 선생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수건으로 입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계속 하였다. 
“.....오늘 하루 쉼으로써 수명이 한해 연장된대도 그 하루를 쉴 
수.....”
 그는 또 수건을 입으로 가져갔다.
“.....어쨌든 죽는 순간까지 악을 쓰고 살아야잖우. 아니오. 죽고도 
더 살아야 할 형편인걸요.”

64) 병역 신체검사에서 제일 을종을 받았다고 말했던 박 선생의 과거 언행을 비꼬
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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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은 그저 박 선생의 엷은 손등을 더듬어 만져 보았을 뿐이었다.65)

 
 박 선생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런데 박 선생의 조의금 봉투를 책임지
게 된 철은 충격에 빠진다. 조의금 봉투에는 조의금 대신 박 선생에게 ‘곗돈 
십만환’을 빌려주었던 최 선생의 차용증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철
의 경험을 통해 조의금 봉투의 충격과 동란 때의 피난 경험을 연결시킨다. 
철에게 있어 피난길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찬던 탓에 미처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없었던 순간으로 
기억된다. 전쟁의 폭력이 휴전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
며,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등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겪
은 사람들의 이기주의를 비판했던 다른 전후소설 작품이 그랬던 것처럼 이범
선도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범선의 작품이 갖는 차이점은 그
러한 사회 비판적인 맥락과 외지인으로서의 월남민의 입장을 서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벌어진 박 선생의 죽음은 남을 속여서라도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속여서라도 삶을 이어가고자 한 존재들이 엇갈린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박 선생과 달리 철의 죽음에는 그가 뿌리치지 못한 고향에 대한 향
수가 좀 더 짙게 깔려있다. 철은 학교 연례 행사로 예정되어 있던 단풍 구경
을 아픈 몸 때문에 포기하는데, 숙직실에서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떠올린 고
향의 붉은 진달래를 다시 느끼기 위해 단풍 구경에 따라가기로 마음을 바꾼
다. 그러나 철은 단풍 구경 도중 산에서 비를 맞고, 이탓에 결핵이 더욱 악
화되고 만다. 철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인솔하며 산을 내려왔지만, 다른 학생
들이 모두 내려가는 동안 자신은 미처 산을 다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각혈하게 된다. 그가 고향을 떠올리기 위해 찾았던 단풍숲에서 미쳐 빠져나
오지 못하고 주저 앉아버린 것은 그의 삶을 좀먹는 것이 결핵이라는 질병뿐
만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리고 끝내 숲을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철의 죽음이 
예고된다.
 붉은 진달래 꽃의 이미지가 단풍과 철 자신의 각혈로 이어지면서, 결핵으로 

65) 이범선, ｢사망보류｣,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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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비극적인 두 교사의 죽음의 의미를 확장한다. ｢사망보류｣는 단순히 사
회적 모순점을 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 선생과 철을 연결하는 연결 고
리인 결핵과 고향에 대한 향수로 말미암아, 전후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월
남민들의 고통이 경제적일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 철이 아내에게 곗돈을 받아야 한
다고 당부하는 장면은 박 선생의 죽음과 조의금 봉투에 남겨진 차용증에 대
한 변주이다. 박 선생이 스스로 다짐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족들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죽어가야 했던 것을 반성하듯 철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곗돈을 타내기 위해 아내에게 당부를 거듭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늦은 밤 철이 목숨을 거두게 되자, 박 선생이 했던 말의 의
미가 분명해진다. 박 선생이 “죽고도 더 살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한 것은 
죽도록 힘을 짜내서 살아야 한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었지만, 철에게는 죽어서
도 미쳐 죽을 수 없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되돌아왔다. 남편을 간병하던 
아내 역시 그러한 남편에게 감염된 듯, 목이 간지러워지는 감각을 체험한다. 
결핵이 철과 박 선생을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철의 아내도 남편과 연결되는
데, 이 과정이 은유적이지 않고 환유적으로 다가오는 점이 ｢사망보류｣의 미
학적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이범선은 철과 그 가족이 맞이한 절망적인 상황
을 통해 “죽고도 더 살아야 할 형편”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축자적(逐字的)인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가난에 허덕이는 고통의 이미지를 더욱 감각적으로 형
상화해내고 있다. 
 철의 유언이 죽음을 ‘보류’하는 것이었음에도 이성의 끈을 놓친 그의 아내
는 의사를 찾아간다. 아내가 조용한 밤거리를 미친 듯이 달리는 장면이나, 
병원문을 두드리는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청각적 대비를 통한 마무리는 인물
들의 고통이나 트라우마에 접근할 때 이범선이 갖는 태도를 잘 드러내는 장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범선은 이런 감각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작품에 삽
입하여 언어적 규범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게 하고, 논리적 인과관계 위에서 
그들의 고통에 접근하기보다 감각적이고, 정동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몸 
전체로｣나 ｢219장｣에서도 ｢사망보류｣와 같은 맥락에서 언어적 규범 바깥에
서 하나의 ‘소리’나 ‘움직임’으로 고통과 감정에 다가가려고 했던 작가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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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엿보인다. 이는 거꾸로 작중 인물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언어’가 
부재하고 있다는 작가의 성찰과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발탄｣66)은 ‘해방촌’이라고 하는 전후 남한사회의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을 직접적인 작품의 배경으로 삼은 작품이다. 이범선은 철호 가족을 통
해 전후 남한사회가 품고 있는 온갖 사회 문제들을 집약해놓았다. 때문에 작
품 분위기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훨씬 어둡고 절망적이다. 계리사 사무실에
서 일하는 송철호는 가족들과 함께 월남했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에 직장 월
급으로는 빠듯한 해방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가장인 철호의 어깨는 무
겁기만 한데, 철호의 망상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백일몽 안에서 철호는 
‘원시인’이다. 그는 약육강식의 원초적인 세계 속에서 육식 동물들과 대적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 자기 자신을 ‘원시인’으로 퇴화시키는 철호의 내면은 
철호가 느끼는 생활의 부담과 더불어, 월남민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사회, 정
치적 편견과 억압을 드러낸다. 물 속에서 뿜어지는 손 끝의 잉크를 ‘피’로 
착각할 만큼 철호의 생활을 각박해져 있다. 철호의 출혈 이미지는 자기 자신
을 ‘원시인’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억압과 함께 끊임없이 삶의 원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철호의 미래를 암시한다. 
 도입부에 배치된 철호의 망상은 독자가 철호의 현실감각을 이해할 수 있도
록 돕는 역할을 한다. 상상력을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주인공 철호의 불
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범선이 환상을 자신의 작품에 사용한 까닭은 전후
사회의 복잡함과 모순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캐서린 흄에 따르면, 문학 
안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모방 충동’과 현실을 변화시키
고자 하는 ‘환상 충동’이 공존한다.67) 특히 환상 충동은 환영, 결핍된 것에 
대한 갈망과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주어진 리얼리티를 바꾸고자 하는 욕구
와도 관계한다. 환상의 장점은 현실의 의미감(a sense of meaning)을 풍부
하게 확장시켜줄 수 있다는 점이다.
 피 흘리는 자신의 손 끝을 보는 철호가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원시인’의 망상을 시작하는 장면은 철호의 내적 의미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66) 이범선, ｢오발탄｣, 오발탄, 신흥출판사, 1959, 42-90쪽
67) 캐서린 흄,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55-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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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인’의 형상을 통해 파악되는 철호의 현재는 늘 포식자에게서 도망쳐야 
하는 불안과 희미해져 가는 삶의 의지로 압축된다. 철호는 자유를 찾아 월남
했지만, 남한사회에서 얻어낸 자유란 모두가 공평하게 도전할 기회를 보장받
는 자유가 아니라, 누구나 끝없는 구렁텅이 밑으로 추락할 수 있는 자유였
다. 결국 ‘원시인’, ‘출혈’의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전후 남한사회에서 모순된 
‘자유’의 의미와 싸우고 있는 철호의 내적 풍경인 것이다. 
 작가는 전후사회에서 ‘자유’가 갖는 이중적인 의미를 계리사 사무실이 있는 
종로와 해방촌이라는 두 공간의 대비로 나타냄으로써 해방촌에 부여된 정치
적, 경제적 소외를 부각시켰다. 이처럼 이범선은 해방촌을 월남민 정체성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파악하고, 그곳을 월남민 가족에게 있어 정착
하고 싶지 않은 낯설고 병든 공간으로 묘사했다.68) 이범선이 취하는 이중적
인 장소 포착의 방법은 앞서 살펴본 예시들처럼 그 장소만의 구체적 의미를 
드러낼 뿐 아니라, 작품 주제를 분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해방촌이 작품의 배경으로 선택된 이유는 전쟁 이후의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집약되어 있는 철호 가족의 면면을 보면 확실해진다. 가족 구성원들이 품고 
있는 문제들은 다양하고 극단적인 양상으로 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갖는 한 가지 공통점은 병들고 결핍된 상태라는 점이다. 그들은 저마다 아름
다웠던 과거를 자신의 몸 어딘가에 간직한 채, 육체와 정신이 모두 무너져 
내린 상태다. 철호의 어머니는 ‘가자!’는 소리 밖에 낼 줄 모르는 ‘미-라’이
자 ‘해골’로 나타나고, 임신한 아내는 해방촌에 들어온 이후로 제대로 먹지 
못해 배만 만삭인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철호는 집에 돌아가면 
만나게 되는 현실을 외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분노와 절망은 어딘가로 사
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쌓여간다. 철호의 썩어버린 두 어금니가 바로 그의 분
노와 절망을 나타낸다.
 어렵사리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외면하면, 이번에는 동생 영호가 나타나 
그와 대화한다. 형이 못마땅한 영호는 철호가 지키려고 하는 ‘양심’이라는 것
에 가족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철호를 압박한다. 영호는 철호의 윤

68) 변화영,  이범선의 〈오발탄〉에 나타난 월남인 연구, 건지인문학 1, 전북대 인
문학연구소, 2009,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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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식에 대항하는 타자로서, 생존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철호에 비해 적극적으로 현실 문제에 대항의식을 
갖는 영호의 모습은 ‘행동적 휴머니스트’와 같은 실존주의적 맥락에서 독해
되기도 했다.69) 김교선은 이것이 서구소설을 과도하게 의식한 관념적 해석이
라고 비판한다. 오히려 ｢오발탄｣ 속 철호와 영호가 가진 장점은 그런 사상적 
접근보다, 그들이 놓인 전후 현실의 처절함에 주목할 때 더욱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오발탄｣의 진가는 비단 전후 남한 사회의 현실을 절망적인 이미지
로 드러냈다는 데에만 있지 않다. 늘 도덕적으로 올바르고자 하는 ‘철호’의 
태도는 생존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영호’의 입장과 부딪
히면서 작품의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영호는 철호와 정면에
서 부딪히면서 철호가 윤리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드
러낸다. 
 ｢오발탄｣의 영호는 대학을 미처 졸업하지 못한 채 군에 입대했다가, 전투 
중의 부상으로 제대한 상이군인이다. 절름발이가 된 영호는 제대 후에도 또
래 친구들의 술자리에 참석한다. 그의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술이나, 담배처
럼 그가 원하는 물건들을 선뜻 내어주면서도, 가장 중요한 ‘돈’은 배풀지 않
는다. 영호는 친구들의 선의에 기뻐할 수 없고, 오히려 불안감만 가중된다. 
친구들의 호의조차, 영호에게는 ‘독(毒)’이 되는 셈이다. 이것은 마치 ｢갈매기
｣의 세 노인과도 같이 그들 월남민에게 씌워진 굴레와도 같다. “왜 우리만이 
옹색한 양심의 울타리 안에서 숨이 막혀야”70) 하는지 묻는 영호의 말 속에
는 이러한 사회적 억압이 자리해 있다.
 ‘양심의 울타리’를 부수고 나가야 한다는 영호를 두고 철호는 “마음 한 구
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71)일 뿐이라고 반발한다. 그러나 “양심(良
⼼)이고, 윤리(倫理)고, 관습(慣習)이고, 법률(法律)이고”72) 벗어던진 채 영호
가 하려는 일은 부와 명예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 보자’는 의

69) 김교선, ｢韓國 戰後⼩說의 特徵에 대한 考察｣, 국어문학 17, 국어문학회, 
1975, 7-15쪽

70) 이범선, ｢오발탄｣, 64쪽
71) 이범선, ｢오발탄｣, 66쪽
72) 이범선, ｢오발탄｣,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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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기 때문에 철호와 끝까지 대립한다. 전후 남한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월남민들은 철저한 반공주의적 사고를 내재화 해야만 했다. 이 과정은 월남
민의 월남 동기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73) 오히러 월남 당시 그들의 월남 동기는 이데올로기적
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전후 남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공주의
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구조 안에 녹아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북청년
단을 위시한 월남인 청년들의 조직이나, 휴전 직후 물자배급을 맡았던 기독
교 단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월남민은 이러한 재편된 남한사
회의 질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범선이 전쟁과 피난 경험을 통해 북한과 
남한 모두에 있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은 분명 휴전 이후 남한 사
회에 자리 잡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범선
은 분위기에 휩쓸리는 “동정파 인간”74)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범선이 거부하던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을 어렵게 하는 사회 부조리
뿐만이 아니었다. 그런 생활과 사고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 다시 말해 전후 남한사회에 한 축을 맡고 있던 월남민들에게 가해진 
억압 구조 자체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형제의 대화는 서로
의 내적 뒤틀림을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
의 대화는 전후 남한사회 속 거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 같
은 것은 서슴없이 벗어던져야 한다는 생존주의적 태도와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과 타자에 대한 폭력을 거부하는 윤리주의적 태도가 맞부딪히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모두 같은 억압의 구조 아래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뒤틀린 두 자아가 거울을 맞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철호는 한국
전쟁의 폭력과 피폐해진 사회가 인간의 내면을 뒤틀고 있다고 보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인간성을 강박적인 윤리주의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반면에 
영호는 그러한 ‘비틀린 마음’만이 가혹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듯하지만 이들은 모두 똑같은 현실의 벽에 가로
막힌다. 결국 철호의 가족은 와해하고 만다.

73) 김귀옥, ｢왜 월남 실향민은 반공수구 세력이 되었을까?｣, 인물과 사상 30, 
2004.3, 310쪽

74) 이범선, ｢어처구니없는 일｣, 전쟁과 배나무, 관동출판사, 1975,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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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비틀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전후사회에서 철호라는 인물은 정상적
인 도덕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으로 비춰진다. 이범선이 그리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철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이범선은 철호와 같은 인물들이 깨끗하려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환경
으로 인물들을 내몰고 그들의 윤리의식을 시험하는 듯하다. 철호같은 인물형
이 이범선의 작품 안에서 ‘정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로 순수한 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절망을 표현할 수 없
도록 사회 전체가 그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작가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덕’을 지키는 존재로서, ‘정상’적인 
존재로 남도록 강요받은 존재들이다.
 철호가 보는 백일몽이나, 때때로 나타나는 환상은 억압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욕망의 왜곡된 형상들일 따름이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 다음날 경찰서에
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영호가 ‘권총강도’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안 
철호는 간밤에 오갔던 동생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경찰서로 향한다. 형사가 
설명해주는 사건 경위를 듣는 철호의 얼굴이 빈혈증이 난듯 창백해진다. 결
국 철호는 작품 도입부에서 흘리던 피를 멈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결말
에 다다르면서 인물의 망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철호의 절망적인 
현실인식이 바투 다가온다. 흐릿한 정신으로 집에 돌아온 철호를 맞이하는 
것은 또다시 어머니의 소리다. ‘가자!’ 소리를 듣고 정신이 든 철호에게 명숙
은 돈을 건네고, 아내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병원으로 재차 나
선다.
 하지만 철호는 새로 태어날 아이도, 아내도 지키지 못했다. 결국 다시 거리
로 나서서 정처 없이 걷던 철호는 ‘치과’에 갈 결심을 한다. 그에게 있어서 
‘충치’는 외면하고 있던 고통의 대체물이다. 그는 썩어버린 어금니를 품은 채
로, 자신을 양심의 울타리 안에 가둔 채로 살아왔다. 그런 그가 묵은 충치를 
뽑아버린 것이다. 철호는 두 어금니가 뽑힌 채로, 거리를 활보한다. 가는 곳
마다 물컹이는 선지피를 뿌려대며, 점점 의식이 흐려진다. 철호의 ‘출혈’ 이
미지는 계속해서 심화, 확장되고 있다. 어디로 가야할 지 갈피를 잡을 수 없
음에도, 철호는 어디든 가야만한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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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조차 무뎌진 상황에서 철호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작품 곳곳에 배치
된 어머니의 소리, ‘가자!’는 소리다. 철호 모의 ‘가자!’는 목소리는 시도때도 
없이 집 안에 울려퍼진다. 철호는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이기를 그쳤으며, 딸
꾹질 같은 ‘생리적 현상’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오발탄｣ 안에서 어머니
의 ‘가자!’ 소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어머니의 소리는 어떤 행동을 부
추기는 소리가 되기도 하고, 곡소리가 되기도 하며, 각성의 소리가 되기도 
한다. ‘가자!’ 소리는 마치 “땅 밑에서 새어 나오듯이”75) 작품의 모든 시공간
에서, 인물의 내면, 그 저변을 흐르고 있다. 작품 안에서 인물들이 꿈을 꾸
게도 하고, 꿈에서 깨어나게도 하는 어머니의 소리는 단순히 고향에 대한 
‘향수’로 정리되지 않는 의미의 폭을 지니고 있다. 이범선은 정상적인 언어 
규범 안에 포섭되지 않는 소리를 이용해 장면과 장면 사이, 인물과 인물 사
이를 매개한다. ‘가자!’라는 표현이 갖게 되는 중의성은 그 소리에 홀린 듯한 
철호의 행동이 현실을 외면한 채 도망가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초월하기 
위해 뛰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철호에게서 나타나는 윤리적 강박 증상은 월남민 정체성에 부여된 사회적 
억압과 공동체로부터의 소외를 토대로 발생한다. 철호는 이러한 억압과 소외
의 부정적 에너지를 품고 있는 인물이다. 철호의 내면에서 터져나오지 못한 
슬픔과 분노는 썩은 어금니를 뽑음으로 해서 생기는 ‘출혈’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출혈의 이미지는 “시뻘건 선지 피”가 되어 결
코 흐르지 못하고, “간 덩어리처럼 엉겨서” 땅에 떨어진다.76) 저주의 씨앗을 
뿌리듯 불쾌한 피의 이미지가 종로 거리를 적신다. 썩은 어금니를 뽑아버리
는 철호의 행동이 마치 ｢학마을 사람들｣의 ‘학나무’와 실향민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발탄｣에서 어금니를 통해 제시되는 ‘뿌리 뽑
힘’ 이미지는 철호에 의해 뱉어지는 ‘선지 피’의 이미지를 통해 생동하는 것
이면서 동시에 저주받은 것으로 탈바꿈한다. 
 이범선은 그의 초기 소설들에서 월남민의 실향의식과 남한사회에서 겪게 되
는 삶의 부조리에 주목한다. 작품들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굳어지지 않고 소

75) 이범선, ｢오발탄｣, 57쪽
76) 이범선, ｢오발탄｣,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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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받은 다양한 사람들을 각기 다른 분위기 안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럽다. 어느 것이 이범선에게서 더 우세한 특징인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등장들이 어떤 억압적 구조를 의식하여 만들어졌는가
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억압적 구조는 전쟁 이후 재편되고 있는 남
한 사회의 반공주의적 생태와 권력 구조로부터 오는 것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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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남민 정체성 문제와 남북분단의 고착

3.1. 고착된 분단현실과 돌파구의 필요성

 이범선의 초기 작품은 그 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서로 상반되는 
경향으로 인해 혼란스렵게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고향 상실과 
한국전쟁이 작가에게 끼친 충격이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으며, 이범선은 쉽게 
언어화되지 않는 그 충격들을 감각적 표현으로 작품화하고 있다. 다른 한편
으로 이범선은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한국전쟁의 핵심 중 하나인 이데올로기 문제가 전후 한국사회에
서 논쟁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외적인 제약에 부딪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77) 그리고 1960년은 이데올로기 문제로 경직되어 있던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려 했던 시기다. 4.19 혁명은 남한 사회가 전쟁
의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각성, 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
판 의식, 민족 역사에 대한 신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
다.78) 혁명의 바람은 전후문학을 물들이던 무기력과 위축된 기운으로부터 새
로운 변모의 흐름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했다. 
 이범선의 초기 작품들은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 짓눌리면서도 작가 자신
의 바람과 욕망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 문학적 상상력은 반
공주의를 비롯한 당대 담론들과 부딪히며 일정한 굴절을 거쳐 작가 특유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런 이범선이 1960년을 전후하여 작품의 볼륨을 확장
하고, 고향 상실과 한국전쟁에 대한 문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
한 주목을 요한다. 이 장에서는 이범선이 전후 남한사회에 찾아온 변화의 흐
름 속에서 어떤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를 전후하여 이범선의 문학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문제는 바로 ‘가

77)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7, 192쪽
78) 권영민, 같은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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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해방 이후로 가속화된 인구 이동과 도시화 현상, 그리고 한국전쟁으
로 인해 남한사회에 유입된 수많은 월남민의 존재는 서울과 부산 등 남한사
회의 핵심 도시에 많은 사회 문제들을 야기했다. 이는 대부분 주택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시기 남한의 주택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다. 정
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 가건축물이 도시 곳곳에 생겨났고, 슬럼화
가 진행되었다. 급격한 인구 유입과 전쟁으로 인한 국토 황폐화는 과거 전통
의 가족 공동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환경을 구축했다. 
도시에 집중되는 인구와 점점 작아지는 가족 구성, 그리고 원자화, 개인화를 
가속화시킨 이기주의적, 물신주의적 사회 분위기 역시 전통적인 가족의 입지
를 축소시켰다.
 반면에 이범선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서로를 신뢰하고 유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범선이 이러한 공동체적 유대를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분단 고착화가 가속화되는 현실과 남한사회에 녹아들
기 시작한 월남민 공동체의 문제가 관련돼 있다. 이북 주민의 월남은 토지개
혁이 본격화된 1946년 3월 경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하여 이
루어진 인구 이동 역시 막대한 숫자에 이른다. 다만 인구 이동의 개별적 계
기에 있어서는 세간에서 인식하는 것처럼 사상적인 이유에 치우쳐 있지 않았
다. 오히려 1947년 이후 월남인의 월남 동기는 주로 생활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는데,79) 특히 전쟁 중에 발생한 월남의 경우, 월남민의 자발적인 행동
이 아니라, 총포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이동이었거나, 피난 행렬에 휩쓸려 
행선지조차 알지 못한 채 떠밀리듯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었다.80)

 이렇게 대량으로 남한사회에 유입된 월남민들은 구호물자를 취급하는 기독
교회와 서북청년회 같은 이북 청년들의 활동 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
해나갔다. 잘 알려져 있듯이, 서북청년단 이른바 ‘서청’을 중심으로 하는 반
공주의의 확장은 기존의 남한사회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저마다 다른 월남 
동기를 가지고 있던 월남민들의 정체성까지 반공주의로 물들이는 결과를 초
래했다. 김귀옥은 당대의 반공주의적 흐름이 해방 직후 남한사회에 정착하기 

79) 김귀옥, 「해방직후 월남민의 서울 정착:월남인의 사회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접
근」, 『典農史論』 9, 서울市⽴⼤學校 國史學科, 2003, 70쪽

80)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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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월남민들의 성격을 과대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경험을 가
진 월남민들의 비반공적 경험을 억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81)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친구는 물론 가족들 사이에서조차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대와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서로를 감시할 뿐인 생
존 집단 속에 유대와 신뢰가 싹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범선이 가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이유도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안에서조차 신뢰와 유대가 무너져 내린 현실을 직시하고자 했던  
시도로 보인다. 남한 사회에서 함께 살게 된 월남민 세력과 기존 토착 세력 
간의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이범선은 작품 안에서 ‘두 가정’을 그리고 
이들이 함께 ‘이인삼각’82)하는 이야기를 상상하고자 했다. 
 ｢피해자｣83)는 등단 이후 줄곤 단편소설 위주로 활동을 이어가던 이범선이 
자신의 문학적 볼륨을 확장하기 시작한 단초가 되는 작품이다. 이범선은 비
슷한 시기 발표한 단편들보다 약 5배나 많은 분량의 ｢피해자｣를 발표하면서 
전후 남한사회의 기독교 공동체를 비판하였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피해자｣
는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범선의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는 소설로서, 대부분
의 연구자가 주요 인물 최요한의 현실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84) 기존 
연구에서는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범선이 기독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전후 남한사회에서 구호물자의 배
급에 관여하던 기독교회 관계자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비판일 뿐만 아니
라, 과도한 금욕주의적 교리가 타자의 고통에는 눈을 돌리게 하고, 문제의 
맥락보다도 결과만을 문제 삼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범

81) 김귀옥, 「해방직후 월남민의 서울 정착:월남인의 사회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접
근」, 84쪽

82) 이범선, ｢결혼생활｣, 전쟁과 배나무, 관동출판사, 1975, 88쪽
83) 이범선, ｢피해자｣, 피해자, 일지사, 1963, 11-124쪽
84) 김준, ｢전후시대의 상흔과 향수｣, 광장 119,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3, 

196-203쪽; 이문구, ｢이범선의 기독교 사상 연구 – 중편 ｢피해자｣를 중심으로
｣, 대전실전논문집 17, 1988; 이용남, 抒情과 告發의 美學, 국어국문학 106, 
국어국문학회, 1991, 35-53쪽; 김인호, 서정성을 통한 주체 형성의 가능성 - 
이범선 소설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1,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9, 61-98쪽; 와타나베 나오키, 이범선과 전후 현실 비판-50년대 발표 작
품의 특징과 관련해서, 한국문학연구 21,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9, 
99-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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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이러한 비판적 태도 이면에는 기독교회를 비롯하여 전후 남한사회의 중
요한 한 축으로 떠오른 반공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 의식이 숨어있다. 
 ｢피해자｣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최요한은 전후사회 속 무기력한 지식인 
계층으로 대변된다. 최요한이 보여주는 소시민성은 결말의 기독교 비판을 뒷
받침하기보다, 자기 모순에 빠지며 그 힘을 잃게 한다고 평가되었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최요한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양명숙의 존재를 과소평
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최요한의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과 그
것을 억압하는 사회적 금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피해자｣라는 작품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보고자 한다. 특히 작품 결말에서 양
명숙의 죽음으로 인해 촉발되는 최요한의 발화는 기독교 사회를 향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회를 비판한다는 작업 그 자체가 
전후 남한사회 전체에 짙게 깔린 반공주의의 경직된 사고방식를 비판하는 것
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최요한과 양명숙 사이에 오가는 갈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의 사랑을 잊
지 못한 남자의 억울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최요한이 속한 공동
체와 양명숙 사이에 대비가 주어져 있다. ｢피해자｣에서 주목하는 공동체의 
형식은 기독교 공동체로 이범선은 그 기독교 공동체의 문제점을 최요한이라
는 인물의 시선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범선이 주목한 기독
교 공동체의 문제점은 그들이 신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정작 눈 앞에 있는 
인간에게는 무관심하다는 점이었다. 널리 인간을 사랑하라는 기독교적 교리
가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방식으로 실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범선은 그러한 사상을 바탕에 둔 공동체가 어떻게 타자를 멀
리하며, 사랑이 아닌 배척의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작품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다.
 ｢피해자｣는 한국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요한의 가족을 
통해 맹목적인 교리 추구의 문제점이나, 구복(求福)적으로 뒤틀린 한국 기독
교의 예배 문제를 지적한다. 이범선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교인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비판하기 위해 최요한이라는 인물을 내세우
고 있다. 최요한은 평양 교회의 목사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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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원 아이들과 함께 성장했다. 요한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고아원 아이 
명숙을 사랑하게 되나,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결혼에 실패하였다. 이후 명
숙이 돌연 행방을 감추게 되면서, 요한은 자포자기하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유력한 교회 장로의 딸과 결혼한다. 작품은 요한과 명숙이 헤어진 뒤 20년
이 지난, 전후 남한 사회를 배경으로 학교 교사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살아가게 된 요한 앞에 돌연 명숙을 등장시키며 시작된다. 
 최요한이라는 인물은 아버지가 만든 기독교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
는 인물이면서도, 그 한계와 문제점을 비교적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인물
이다. 요한을 통해 드러나는 기독교 공동체의 문제점은 교리에 대한 맹목과 
구복(求福)적으로 변질된 예배 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요한의 아버지가 교리
의 맹목적 수행을 통해, 나르시시즘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는 인물이라
면, 요한의 처는 원죄를  강조한 나머지 인간에게 주어진 존엄성마저 자학적
으로 수축시키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의 주변인물들이 보여주는 극
단적인 자아의 팽창과 수축은 전쟁과 함께 찾아온 혼란에 대응하는 개인의 
존재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한은 신경증 환자들이
라고 할만한 이 두 인물 사이에 끼여 있으면서, 두 가지 존재 방식을 모두 
거부하는 인물이다. 요한이 보기에 아버지의 믿음이나, 아내의 믿음은 모두 
똑같이 공허한데, 왜냐하면 그곳에 인간을 향한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숙을 향한 요한의 사랑은 이러한 순수한 사랑에 근접하는 
것처럼 제시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요한은 무의식 중에 아버지와 아내의 문제점을 고스
란히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정적으로 명숙과 멀어진다. 요한은 자신
이 대담하지 못하여 그것들을 뿌리치지 못했을 뿐이라고 자위하지만, 실질적
으로 그가 공동체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그저 요한 자신이 울
타리를 벗어날 생각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그가 아버지와 아
내의 행동을 증오하고 못마땅해하지만, 그 역시 공동체의 규범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늘 억압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가 마흔살이 가까워지
도록 술을 입에도 대지 않다가 친구의 권유에 술을 받은 날, 명숙과 재회하
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치 역시 요한의 삶을 짓누르는 성경의 무게를 느



- 64 -

낄 수 있도록 작가가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요한을 억압하고 있는 대상을 ‘아버지’와 ‘아내’로 나눠서 등장시키
고 있고, 이는 요한의 내적 욕망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요한은 술집에서
의 재회 이후에도 수학여행지인 경주에서 명숙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억압된 
일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것만 같은 옛 사랑 명숙의 등장은 20년 전 그
녀와의 이별 후 줄곧 자신을 속박하기만 했던 여러 규범들로부터 일탈하고자 
하는 요한의 욕망을 자극한다. 특히 명숙의 신출귀몰함은 요한의 정신을 빼
놓는다. 그녀는 등장 이후 줄곧 요한의 주변에서 유령처럼 배회한다. 명숙의 
등장이 요한에게 있어서 비현실적이고 매혹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그만큼 요
한이 ‘아버지’와 ‘아내’의 규율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 규율은 요한의 아주 일상적인 부분까지 침투해 있다. 이범선은 매일 아침 
아기를 돌보지 않고 예배당에 가는 아내 때문에 요한이 듣게 되는 아기 울
음소리에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라든가85), 아버지가 자신의 구두에 ‘돌’을 넣
어두었기 때문에 자신이 절름발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요한
의 목소리를86) 통해 이를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날 아침도 아기 울음소리에 정신을 못차리던 요한은 아내의 자리에 명숙
을 대신 끼워넣는 망상을 하면서 경주에 도착한다. 그러나 다시 만난 두 사
람의 이야기는 요한의 낭만적인 상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수학여행
지인 경주 불국사에서 두 사람은 사찰의 탑과 관련된 전설을 통해 연결된다. 
신출귀몰한 그녀에게서 건네 받은 쪽지의 내용을 통해 요한은 그날밤 불국사
에서 명숙을 만나게 되는데, 요한은 명숙을 바라왔지만 둘 사이의 대화는 냉
랭하게 흘러간다.

“참는 수 밖에 없잖아.”
“참아 왔어요. 일생을 마치 미결수처럼 참아 왔잖아요.”
“끝까지 참을 수 밖에 없잖아. 그게 우리의 운명인 걸.”
“운명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죠. 차라리 그런, 자기가 한일에 대하여 책
임을 지지않을 수 있는 운명이란 편리한 게 있다면 좀더 편할 수 있겠어요.”

85) 이범선, ｢피해자｣, 74쪽
86) 이범선, ｢피해자｣, 79-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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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참는 수 밖에 무슨 도리가 있겠어. 응 숙이.”87)

 명숙은 일생을 ‘미결수’처럼 살아왔다고 고백한다. 마치 ｢달팽이｣의 윤노인
이 자신을 유배지의 죄인으로 규정하던 것처럼, 고아원에서 나와 월남한 명
숙도 자신을 죄수로 규정한다. 그런데 윤노인과 다르게 명숙은 ‘미결수’이다. 
명숙이 어째서 자기 자신을 미결수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범선
이 월남민들을 죄인으로 상상하는 배경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국전쟁 
이후 불모의 땅이 되어버린 남한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공동체의 규
칙에 거스를 수밖에 없었다. 전쟁같은 극한 상황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자
를 희생시키는 것을 자기 합리화의 그림자로 덮어버렸다. 생존을 위한 자기 
합리화의 경향은 범법 행위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배신, 죽음에 대한 외면
처럼 도덕적 차원의 문제까지 폭넓게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해버렸다. 
 무너진 법과 금지의 체계를 일으킨 것이 일제 강점기부터 뿌리깊게 자리잡
은 계몽주의적 사고방식과 이념 갈등으로 말미암은 반공주의였다. 월남민들
은 바로 ‘나태’와 ‘빨갱이’의 금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명숙과 요한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가 분명해진다. 위 대화에서 명
숙은 참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하지만, 요한은 참는 것이 자기를 이
기는 것이라 말하면서, 맹목적인 교리주의로 요한을 얽메던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요한의 무책임한 운명론을 듣고 명숙은 실망하며, 그
가 전혀 책임이라는 것을 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 그가 아버지와 교회와 
아내 핑계를 대면서 정작 눈앞의 명숙의 고통에는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
한다.
 요한은 이때 명숙이 한탄하듯 내뱉은 “인생의 고아, 사랑의 고아”라는 말에 
공명하며 자신이 자각하고 있던 문제들이 자신과 명숙의 사이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자각한다. 그 역시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에서 극심한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다. 요한이 느끼는 박탈감은 교회의 규율
이 자신의 삶을 빼앗아 갔다는 피해의식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명숙과의 재
회를 통해 그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87) 이범선, ｢피해자｣,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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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내’의 규율이 요한을 괴롭힌다. 
 결국 요한은 명숙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녀의 죽음을 목도하게 된다. 작
품은 명숙을 품에 안은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교회의 목사”들을 지목
하며, 맹목적인 교리주의가 만들어낸 이분법 속에 사람을 가두고, 눈앞에 있
는 타자의 고통조차 볼 수 없도록 변해버린 세태를 비판한다. ｢피해자｣의 결
말만을 보면, 당시에도 구호물자 배급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에 관여되어 있
던 한국 기독교계를 향한 작가 이범선의 비판 의식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중핵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범선이 ｢피해자｣에서 기독교 비판을 시도한 이
유는 맹목적인 공동체주의 그리고 반공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라
고 할 수 있다. 전후 남한사회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기 시작한 서북청년단을 
위시한 반공주의 월남민 세력과 구호물자 배급에 관여하던 기독교계는 이미 
해방 전부터 서로가 깊게 연루되어 있는 세력이다. 남한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월남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월남민 세력과 기독교 세
력이 흑백논리에 기반한 맹목적인 공동체주의와 반공주의에 의지할 때, 사회
는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고 이
범선은 보았던 것이다. 
 ｢피해자｣에서 ‘가정’은 주인공 요한을 억압하는 구조인 기독교 사회와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범선은 맹목적인 공동체주의와 반공주의를 우회적으
로 비판하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남한사회의 공동체가 타자의 고통에 무
감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범선은 월남민 공통체의 
사회적 문제를 일부일처제라는 사회적 금기, 가정 문제의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빨갱이’가 악마화되어 가면서 이유불문의 무조건적인 금
지, 즉 한국사회의 타부가 된 사실과도 연결된다. 더 이상 전후 남한 사회에
서 반공주의가 신념이나 사상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으면 배제 당하는 이분법적 족쇄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박 신경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강박적 금지와 타부의 관계를 논하면서 프로이트는 이 
두 가지 상태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88)

 토템과 타부에서의 프로이트의 목적은 자신의 정신분석학을 인류학적 물

88)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종엽 역, 토템과 타부, 문예마당, 1995,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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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답하는 데에 활용하고자 하는 데에 있지만, 금지의 동기가 모호하고, 
기원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타부의 특징과 강박 신경증 환자들에게서 발견
되는 강박적 금지가 서로 닮아있다는 그의 통찰로부터 이어지는 분석은 이범
선 소설에 등장하는 강박증적 인물들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참조할 수 있다. 
이범선은 같은 민족 간의 전쟁으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모두 피폐해진 사람
들의 약해진 마음 속에 파고든 생존의 논리가 반공주의라는 또 다른 이념주
의적 경향으로 경도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으로 그러한 반공주의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유없는 금지를 이행하게 했는지, 강박성 금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정의 문제라는 회피책을 동원해 탐구하고자 했다.
 ｢피해자｣가 발표되고 약 2년 뒤 잡지 새가정에 연재된 ｢울타리 저편에 
핀 꽃｣89)은 공동체에 대한 이범선의 문제의식과 고착화된 분단현실의 문제
가 이전보다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작품이다. 전작인 ｢피해자｣에서 
사라졌던 명숙이 술집 마담이 되어 요한의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요한에게
는 이미 결혼한 아내가 있었다. 그런데 ｢울타리 저편에 핀 꽃｣(이후 ｢울타리
｣)에서는 아예 두 개의 가정으로 완전히 분열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
다. ｢울타리｣의 경우, 작품의 존재는 일찌감치 알려졌으나 관심을 받기 시작
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작품들 중 하나다. 종
래에 첫 번째 장편소설로 알려진 동트는 하늘 밑에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연재됐으나, ｢울타리｣의 연재가 먼저 시작되었고 또 먼저 완결되었다.90) 전
쟁 한복판에서 군인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동트는 하늘 밑에서와 달
리 두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남성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울타리｣는 
상대적으로 통속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울타리｣
의 초점은 전쟁 그 자체보다 전쟁이 야기한 전후 남한사회 전반의 변화라는 
이범선의 일관된 관심 아래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작중 영어 교사인 이상철은 서로 사랑하던 사이인 같은 학교 동료 양혜숙
과 해방 이후 함께 월남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다. 홀로 월남하여 남한에서 
무역회사 사장의 딸과 새롭게 가정을 이루게 된 상철은 이후 우연한 계기로 

89) 이범선, ｢울타리 저편에 핀 꽃｣, 새가정, 1960.6.-1961.8.
90) 황정현, ｢이범선의 첫번째 장편소설 ｢울타리 저편에 핀 꽃｣과 이범선 문학의 재

인식｣, 현대문학이론연구 74,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276-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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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숙과 아들 정남을 다시 만나게 된다. 상철은 이북에서 교사였던 것처럼 남
한 사회에서도 교사로서 생활하는 한편,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 두 아이를 둔 가장이 되었다. 반면에 혜숙은 상철과의 
사랑 끝에 정남을 얻었으나, 상철이 원치 않게 고향을 떠나게 되면서 이북에 
남겨지게 된다. 혜숙은 상철의 월남 이후, 공산당 세력을 등에 업고 학교 권
력을 차지한 최 선생으로부터 정절을 위협 받지만, 최 선생을 속이고 가족들
과 함께 고향을 벗어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모님을 
잃어야 했고, 아들과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올라와 정남의 학
교를 알아보던 중 상철과 재회한다. 
 ｢울타리｣는 작중 인물들의 피난과정에서 겪었을법한 사건들은 최대한 생략
하여 이야기의 초점을 상철과 혜숙 사이의 문제로 좁히는 구성을 취하고 있
다. 특히 아들 정남과 관련된 장면에서 반공주의와 같은 이념 문제가 끼어들
지 못하도록 주인공 상철의 내면을 초점화하여 독자들이 문제를 감상적인 것
이상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컨대 상철의 학급에 들어오게 된 
아들 정남이 같은 반 문제아인 최달호와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을 때, 정남이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상철은 
다른 곳에 더 관심을 보인다. 아들 정남이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문제아 최달호를 거칠게 때려눕혔다는 사실에 뿌듯해 하
며 ‘아버지’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은폐한다. 
 월남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공주의 논리를 내면화하고, 끊임
없는 자기 검열에 시달려야 헀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빨갱이’라고 학
교에서 놀림받는 아이의 공포가 어떤 것이었는지 ｢울타리｣는 제대로 보여주
지 못한다. 오히려 초점은 주먹다짐에서 승리한 아들을 보고, 얻어맞기만 하
지 않고 되돌려 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해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상철이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에 집착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
에서 정남을 향한 상철의 감정적 대응은 교사로서 취했어야 할 이성적인 태
도와는 거리가 있다.
 상철은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정의감으로 교단에 서는 인물이지만, 공산당 
세력을 위시한 최 선생으로부터 이북 학교에서의 실권을 모두 빼앗기고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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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쫓겨난 경험이 있다. 작품에서는 상철이 자진해서 학교를 떠난 것
처럼 묘사하고 있어도, 당시 약혼자였던 혜숙을 챙길 수 없을 정도로 상철은 
급박해 있었다. 결국 혜숙을 북에 남겨둔 채 월남할 수밖에 없었던 상철은 
뒤늦게 월남한 동료 교사로부터 혜숙이 이북의 최 선생과 결혼했다는 소문을 
전해듣고 그녀를 포기했다. 분단이 고착화되어가는 현실은 상철로 하여금 그
런 소문조차도 흘려넘길 수 없을만큼 큰 불안으로 작동했다. 결국 상철이 교
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은 혜숙에 대한 죄책감과 아들 정남에게 
주지못한 사랑이 전위된 결과 만들어진 강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범
선이 “거짓말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라면 이 교사직 외에는 거의 
없다.”고91)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지극히 도덕적인 명제를 표면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작중 상철은 분명하게 혜숙과 정남이 함께 하는 가족을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떤 망상을 시작한다. 상철은 자신의 선택에 의
해 달라졌을 또 다른 현실을 상상하거나, 자신이 두 가정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몸으로 변하기를 원한다. 상철을 망상으로 이끄는 정남의 존재와 가
정의 의미는 상철이 교사로서 존재하는 현실에 균열을 내고 있다. 정남은 끊
임없이 ‘아버지’를 갈구함으로서, 상철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돌아보고, 
그것에 변화를 불러오도록 충동한다.
 이범선이 작품에서 서정적이고 통속적인 이야기 구조를 부각시키는 장면과 
작중 인물들의 강박증을 노출하는 장면 사이에는 반공주의에 대한 작가의 문
제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짜는 것은 사업가나, 정치가가 할 일이다. 문학은 언제나 우리가 당
연하다고 느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데에 의미가 있다. 반공주의를 
체현하는 것이 전후 남한사회에서 월남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라면, 남한 사회가 걷게 될 미래는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한 극단적인 개인주
의와 물신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일 것이다. 이범선은 전후 남한사회에 무엇보
다도 필요한 것이 타자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울타리 저편에 핀 꽃｣이 연재된 잡지 새가정(1954)은 여성계

91) 이범선, ｢어느 퇴직 교사｣, 전쟁과 배나무, 관동출판사, 1975,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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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여원(1955), 여성생활(1959과와 함께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
로 발행되기 시작한 최초의 여성 잡지들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1950년대 
여성잡지들 중에서도 가장 반공주의적 색채가 강한 잡지였다.92) 새가정의 
전신인 기독교가정을 발간했던 대한기독교서회는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의 원조를 통해 국내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고, 공산주의의 이론적 
과제 중 하나였던 ‘가정의 파괴’에 맞서 ‘기독교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도 했다.93) 이후 새가정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기독교가정의 창간사
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이들은 “이백성이 완전하고 이나라가 잘되기위하여는 
그사람이 새로워야한다. 사람이 새롭기위하여는 가정이 새로워저야”한다는94) 
목표 아래에 가정생활 깊숙한 곳까지 가정적 구원의 믿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공주의 경향의 기독교 여성 잡지의 가정 담론은 이범선이 비판하던 ｢피
해자｣ 속 가정과 닮아있다. ｢피해자｣에서 이범선이 비판한 것이 바로 일상생
활과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구복적 예배문화와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배척하는 맹목적인 공동체주의였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새가정에 
연재된 ｢울타리｣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지 드러난다. 이범선은 공산주
의로 인해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주인공을 통해 공산주의의 폭
력성을 드러내면서도, 두 개의 가정을 갖게 된 인물의 윤리적 선택을 초점화
한다. 버릴 수 없는 두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남성 인물을 통해 이범선은 
남한 사회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새 가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으로 옮아
가고 있다. 이범선은 전후 남한사회에 ‘새 가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
하되, 그것을 잡지 새가정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가정과는 분명하게 구분하
고 있다.
 ｢울타리｣의 상철은 남쪽에서의 현재와 북쪽에서의 과거 중 어느쪽도 포기
하지 않고자 한다. 이러한 욕망 때문에 상철은 다소 비상식적인 선택을 해 
독자들을 당황시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혜숙과 정남이 자신의 옆집으로 

92) 윤정란, ｢기독교여성지의 창간과 반공주의: 1949년-1950년대｣, 역사문화연구 
37, 2010, 104쪽

93) 윤정란, 같은 글 108-115쪽
94) 편집부, ｢創刊辭｣, 기독교가정, 1948.12,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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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오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다. 상철은 숨겨진 아들이 있거나, 두 집 살림
을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의 사회적 물의를 감수하고, 모자의 거처를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둔 옆집으로 한다.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고 싶다
는 상철의 망상은 그들을 옆집에 들이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취되고, 반
대로 상철은 일부일처제의 금기를 어긴 죗값을 치르게 된다. 상철이 저지르
는 위반은 표면적으로 일부일처제에 대한 것이지만, 혜숙과 정남이 이북에 
두고 온 과거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층위로 연결된다. 과거의 사람
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상철의 행위는 고향을 기억하고자 하는 작가 이범선
의 욕망이 전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상철은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
하려는 욕망 때문에 결말에 이르러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아마 용서하실 꺼야요.”
 “그렇지? 하나님은 용서하실꺼요. 그러면 우리가 더 꺼릴 일이 뭐 있소. 
응?”
 상철은 혜숙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자기 말에 힘을 주었다. 
(중략)
 “....그러나 사람이 용서하지 않을 꺼야요.”
 “사람이?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사람이...?”95)

 그들의 관계가 일부일처제라는 사회적 금기와 연결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데
올로기 갈등이 첨예하면 할수록, 기독교 가정의 규율이 발휘하는 억압이 강
력할수록, 혜숙과 정남의 존재는 옅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철에게 있어
서 혜숙과 정남의 존재는 태어난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 정착해야 했던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남한에 새롭게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혈육을 가진다거나, 가족이 아닌 이들을 밀어내기 위한 편가르기가 아
니라,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며 머무를 수 있는 삶의 영역을 확보한다는 의미
라고 할 수 있다. 넓게 보았을 때 고향이란 결국 지리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

95) 이범선, 장편소설 울타리 저편에 핀 꽃｣ 제12회, 새가정 8, 1961.8, 
11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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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유하며 체류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자 거점임을 의미
하는96) 것이다.
 월남한 뒤 등단 작가로서 이범선에게 이북의 고향이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황폐화된 남한 사회에서 전후문학을 가능하도록 만든 데에는 이들 월남민 작
가들이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문학이라는 개념이 일부 작품
과 작가들에게 있어 족쇄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실존주의와 같은 외래 사
조에 침윤된 비주체적 문학 양태, 혹은 폭력적 현실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양
상들이 그들 전후문학을 평가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 것97)만 보아도 그
렇다.
 이범선의 경우 ‘고향’과 ‘가정’을 빼놓고 그의 작품 내적 계기를 논하기 어
렵다. 고향에 대한 애착이나, 작품에 묘사되는 가정의 모습들은 서정적이거
나 통속적인 분위기를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멀리 돌아가는 특징이 있다. 그
러나 이는 반공주의라는 시대적 억압의 구조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이범선
의 작가 의식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고향으로의 귀환 가능성이 희박해져만 가는 시대
를 살아가면서 월남작가인 이범선은 바로 이 ‘두 가정’ 모티프를 통해서 새
롭게 뿌리내리게 된 남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버려야 했
던 반공 검열의 굴레를 극복하고 역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이 시기 발생한 이산과 고향상실의 경험은 비단 일부 계층이나 집단만의 
것이 아니었으며,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모든 사람이 넓은 
의미의 고향 상실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고향은 나고 자란 장소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자리잡은 세계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
는데, 월남인들은 이러한 고향을 근본부터 부정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을 마주해야 했다. 월남 작가들이 남한 사회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지속적
으로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제기해왔던 것도98) 이러한 고향 상실에 대응하기 

96) 서세림, ｢월남작가 소설 연구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 국문과 박사
학위논문, 2016, 14쪽

97) 서세림, 위의 글, 1쪽
98) 서세림, 같은 글,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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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범선 문학의 성취는 고향 상실에 대응함에 있어서, 전후 남한사회를 경직
시킨 반공주의와 기독교주의, 계몽주의가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금기처럼 한 
사회의 금기, 타부가 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범선은 남한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고향에서의 삶을 표백하고, 소거해야 
했던 고통들에 주목한다. 냉전 체제 속에서 남한 사회를 휘어잡은 반공주의
와 기독교주의가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
는 사회로 만들어버렸다는 작가적 통찰과 고향에 대한 기억을 버리지 않겠다
는 작가의 의지가 그의 작품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

3.2. 분단현실의 불안과 기이한 공존

 남북 분단 고착화와 함께 남한 사회에서 반공주의를 체현하는 월남민 공동
체는 사회 전체를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도록 만드는 매개체가 되고 있었
다. 이범선은 월남민으로서 과거 북쪽에서의 삶을 긍정하면서도 나아가 남쪽
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생활도 긍정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작가가 
가정 문제 특히 북쪽 가정과 남쪽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남성 인물
을 통해 가정 문제를 바라보았던 것은 가정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
인 단위이며, 4.19혁명과 5.16 군사쿠데타라는 사회적 혼란과 함께 남한 사
회에 ‘새 가정’이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분단 고착의 현실과 고향을 떠난 월남민들을 결집하는 한국 기
독교계가 타자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맹목적으로 교리를 중시하는 모습과 
구복적으로 변질된 예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그러한 기독교의 규율에 억압된 인물 요한이 이미 가정이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양명숙과 부적절한 관계로 나아가려 하는 장면을 통해서 북
쪽에서의 과거와 남쪽에서의 현재를 대립시키고 있다. 전후 남한사회의 반공
주의는 바로 이 북쪽에서의 과거를 부정하고, 그 기억을 반공산주의라는 틀 
속에서 왜곡시킴으로서 월남민들의 자기동일성을 훼손한다. 이 때문에 월남
민들은 반공주의의 억압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가까운 이웃들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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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할 수 없는 공동체 환경에 놓이게 된다.99) 
 ｢울타리 저편에 핀 꽃｣은 잡지 새가정에서 약 1년간 연재된 이범선의 첫 
번째 장편소설이다. 이범선은 동시대 여성잡지들 중에서도 반공주의적 색채
가 강한 새가정의 지면에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정이라는 테마로 소
설을 창작했다. 대한기독교서회가 제작하는 기독교계 여성잡지인만큼 ｢피해
자｣에서의 기독교 비판은 ｢울타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새 사람’을 
내기 위해서는 ‘새 가정’이 필요하다는 잡지의 모토 아래에서 ‘두 가정’ 모티
프를 통해 작품의 문제의식을 위장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위 두 작품에서 ‘두 가정’은 일부일처제라는 사회적 금기에 접촉함으로써 
작중 인물의 뒤틀린 욕망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건 전개의 기이한 양상을 
노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범선은 두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남성 인
물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선택들을 통해 돌발적인 이미지들을 등장시킨
다. 작중 인물들의 욕망이 현실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방해물에 가로막혀 좌
절할 수밖에 없음에 반해, 문학적 상상력 안에서는 기이한 사건과 결말을 이
끌어내게 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돌발적인 이미지들은 그 자체로는 인물이 
보여주는 행동의 개연성을 떨어트리고,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오히려 
인물의 내적 개연성과 작가의 문제 의식을 드러내 장치가 된다고 할 수 있
다. 
 ｢피해자｣에서 나타난 돌발적인 이미지는 양명숙의 죽음으로 나타난다. 최요
한과 결합할 수 없게 된 양명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요한은 그녀가 
떨어진 바위로 뛰어내려가 양명숙의 주검을 안아 올린다. 절벽에서 투신한 
명숙의 주검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두 팔을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바위 잔등에 엎어진 것은 분명히 명숙이었다.’거나, ‘목이 건들하며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였다.’100)는 등, 이범선은 명숙의 신체가 분명한 이미
지로 떠오르도록 묘사하고 있다. 명숙의 죽음은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는 존
재의 말로를 상징한다. 여기서 명숙의 신체와 접촉하는 요한은 죽은 자에 대
한 무의식적 거부감을 거스르고 있다. 주검에 대한 거리낌 없는 접촉과 기독

99) 김귀옥, 「해방직후 월남민의 서울 정착:월남인의 사회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접
근」, 『典農史論』 9, 서울市⽴⼤學校 國史學科, 2003, 85쪽

100) 이범선, ｢피해자｣,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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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향한 요한의 강한 비판은 그가 명숙을 낭만적 사랑으로 기억하던 것
과는 정반대의 내면을 드러낸다. 
 명숙을 만나 옛 기억을 떠올리던 요한의 내면은 이제와서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체념과 부정의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명숙의 주검을 끌어안고 
동료 교사들에게 호통을 치는 과장된 요한의 모습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양가감정의 강도 높은 실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101) 프로이트는 타
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강박 행위, 방어 조치, 강박성 금지 같은 신경증 증
후들이 양가적 충동에서 도출되는 모든 기호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
다.102) 앞서서 요한은 명숙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고독과 소외에 공명하고 
있었다. 그는 가정에서조차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
었다. 요한은 명숙에 대한 사랑과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현재의 거부 사
이에서 강한 양가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그녀의 주검과 접촉함으로서 이전
과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이범선은 이 장면을 비극이 아니라, 공포에 가깝게 묘사함으로써 요한과 결
합하고자 했던 명숙과 그녀에게 흔들렸던 요한 모두에게 있어서의 징벌처럼 
배치하고 있다. 요한은 공동체의 규범이 명숙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착각
하지만, 그 역시 명숙의 고통에 끝까지 손을 내밀지 못했고, 자신의 위신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며 밀어내고 만 것이다. 작품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야 요한은 명숙의 죽음을 통해 이를 깨닫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고, 두고 온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에 솔직하게 마주하는 일이 사회적 금기가 되어버린 전후 남한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이면에 감추고 있다. ｢울타리 저편에 핀 꽃｣의 결말 역시 이러
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상철은 죽은 줄 알았던 약혼자 
혜숙과 자신의 아들 정남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갈등에 빠진다. 상철이 끝까
지 정남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에서 양명숙을 받
아들이지 못했던 요한의 처지와 비슷하다. 혜숙과 정남을 가족으로 받아들이
고 싶다는 상철의 욕망은 혜숙을 울타리 하나 건너의 이웃집으로 이사오도록 

101) 지그문트 프로이트, 토템과 타부, 97-98쪽
102) 같은 책, 65-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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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요한이 명숙을 완전히 밀어내
지도 받아들지도 못했던 상황과 겹쳐진다. 상철은 ‘울타리’라는 얇은 장막을 
사이에 두고 자신의 불가능한 망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정남이 당하게 되
는 교통사고란 상철이 품은 그러한 소망에 대한 징벌적 배치라고 할 수 있
다. 교통사고를 당해 붕대를 감은 정남 앞에 상철은 목소리로서만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다. 정남의 교통사고는 작품 내적으로는 불의의 사고인 것처
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철의 행동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있다. 
 이 사고를 통해 상철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밝힐 기회를 얻게 된다. ‘눈 먼 
아들’과 ‘아버지의 목소리’는 상철이 거느린 두 가정의 위태로운 공존이 언제
든 파멸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상철은 이 파멸
을 피하기 위해 정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된다. 그는 아들이 충분히 성
장하는 미래의 어느날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하며, 정남은 그런 약속을 하는 
상철의 목소리에서 기시감을 느낀다. 상철의 욕망과는 달리 작품 ｢울타리｣는 
과거의 가정과 현재의 가정 사이의 공존을 이끌어내는 결말로 나아가지 못한
다. 일부일처의 사회적 금기가 너무나 거대한 것이었으므로, 상철의 남쪽 아
내와 두 아이들을 하나의 가정으로 포섭할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남이 사고를 당한 원인이 두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생긴 것이라는 점을 생
각하면 훗날 상철의 아내와 두 아이들이 병문안을 왔을지는 모르지만, 작품
은 그정도의 미래조차도 시야에 넣지 못했다.
 ｢울타리｣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 것이 1963년 10월부터 연재되어 
1964년 7월에 완결된 ｢밤에 핀 해바라기｣다.103) 이 작품에서 이범선은 비
슷한 인물 구도와 모티프들을 반복하면서 두 가정의 공존을 향해 나아갔다. 
이는 이범선 특유의 이미지를 통해 결말에서 강조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의식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현재와 공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범선은 남쪽과 북쪽 가정의 결합을 통해 전후 사회
의 문제들에 접근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언제나 반공주의를 
비롯한 사회적 금기의 억압 아래에서 좌절하고 왜곡된다. 그 결과 각 작품의 
결말에서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미지들이 만들어진다. 국제신보에

103) 이범선, ｢밤에 핀 해바라기｣, 한국문학전집 36, 민중서관,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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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재된 신문연재소설로서 밤에 핀 해바라기는 그의 다른 연재소설들과
는 다르게 두 차례나 단행본으로 묶여 출판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
문 연재 이후 영화화 되기까지 했는데104), 소설에 대한 당대 독자들의 관심
과 인지도가 얼마만큼 높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신문연재소설에 대
한 시선이 그러하듯, 이 소설 역시 통속성이나 대중성으로 말미암아 연구자
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다만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피해자｣와 ｢울타리 
저편에 핀 꽃｣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모티프와 장면들을 분석할 가
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 작품의 가장 큰 공통점은 월남한 남성 인물이 북
쪽에 아내와 자식을 두고 홀로 떨어져 남한에서 생활하다가, 이내 새로운 가
정을 꾸리며 남한 사회에 적응한 이후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과 북쪽의 여성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거대한 인구 이동의 물결 속에서 
다시 재회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 세 작품은 전쟁 상황보다는 38선
이 고착화된 분단 이후의 남한사회로 초점화 한다. 
 ｢밤에 핀 해바라기｣는 고향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한성훈이 아내 김경애와 
뱃 속의 아이 정숙을 두고 월남하였다가, 한국전쟁이 터져 서로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 이후 서울을 점령한 공산군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구
사일생으로 살아난 뒤, 바 여급 박혜란을 만나 새롭게 가정을 꾸리게 되는 
큰 흐름을 갖는다. 작품은 한성훈이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동료로부터 피난
하던 중 해주에서 아내 경애가 폭격을 만나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그녀와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것까지 ｢울타리｣의 구성을 따라가고 있다. 
 다만 ｢울타리｣와 비교해서 ｢밤에 핀 해바라기｣는 인물 구성에 변화가 있다. 
｢울타리｣의 상철 처는 작품 내내 상당히 수동적인 인물로만 그려졌다. 상철
과 혜숙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철의 처는 혜숙과 정남이 이웃집으로 이사
를 와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밤에 핀 해바라기｣에서의 박혜란
은 전쟁 당시 한성훈의 목숨을 구한 인물 중 하나이면서, 결국 그와 결혼해
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 핵심인물이다. 박혜란은 공산군에게 쫓기는 
‘국군’을 치료한 한성훈을 돕고, 결혼한 후에는 전쟁이 끝난 뒤 병원 원장의 

104) 김동윤, ｢1960년대 이범선 장편소설의 재인식｣, 우리 소설의 통속성과 진지
성, 리토피아, 2004,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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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박혜란이 바 여급에서 병원 원장 부인으로 신분 상
승을 겪게 되는 것 역시 ｢울타리｣에서의 상철 처가 상철의 직업에 대해 갈
등을 빚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작품에 가져오게 한다. 이범선은 ｢울
타리｣에서 상철 처를 끝까지 무역회사의 딸이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주류 계
층으로 묘사함으로써, 혜숙과 아들 정남에게 위협이 될만한 인물로 형상화했
었다. 그러나 ｢밤에 핀 해바라기｣의 박혜란은 자신이 바 여급이었다는 사실
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후에 김경애와 딸 정숙의 비밀이 밝혀지
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박혜란이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설명하는 단초가 된다. 인물 내면에 존재하는 문제는 비단 박혜란의 것만은 
아니다. 반대편에 있는 인물인 북쪽 아내 김경애 역시 한국전쟁 직후의 피난
생활에서 강만득이라는 남자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고, 그가 훗날 
간첩 혐의를 받게 되자, 함께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결말에 이르러 김경애
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도 간첩 문제에 휘말린 것이 자신뿐만 아니
라, 딸 정숙 그리고 한성훈과 박혜란의 가정까지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불
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전까지의 작품들이 두 여성인물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 남성인물의 시점으
로만 다뤄졌다면, ｢밤에 핀 해바라기｣는 북쪽 부인인 김경애와 남쪽 부인인 
박혜련이 한성훈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두 인물의 갈
등 사이에서 한성훈의 입지는 전작인 ｢울타리｣에서의 상철보다 훨씬 축소되
어 있다. 한성훈은 망상을 하지도, 두 가정 사이를 적극적으로 화해시키려고
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품은 두 가정이 함께 살아가는 결말을 향해 나아
간다. ｢밤에 핀 해바라기｣에서 한성훈의 역할은 각기 다른 인물들에게로 분
배되어 있다. 김경애와 박혜란, 한정숙의 언행이 한성훈에 대한 변주로써 채
워져 있는 것이다. 한성훈의 첫째 딸이 되는 한정숙은 자신의 어머니, 김경
애의 편에 선 대변인이다. ｢밤에 핀 해바라기｣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은 ‘두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하는 사회적 시선과 반공주의의 
그늘에 있다. 이처럼 본래 한성훈의 것이었을 두 가정의 공존에 대한 욕망은 
이해관계에 얽힌 서로 다른 인물들에게로 전이되어 있다.
 한성훈의 욕망이 각기 다른 인물들에게로 전이되어 있다고 보는 까닭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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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이 한성훈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양과 양보를 반복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박혜란은 바 여급이었다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김경애가 나타나자 곧바로 김경애 역시 한성훈의 부인
으로서 모자람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는 김경애 역시 마찬가지
다. 전쟁 중 한성훈을 위기에서 구한 박혜란은 그의 과거가 어떠했는가와 상
관없이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위기에 처한 김경애
를 박혜란이 구하게 되는 결말도 그들의 목적이 한성훈과 이루는 온전한 가
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
이 원하는 가정의 형태를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욕망이 갈등의 저변에 깔
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성훈의 의지가 약해진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이명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서울에 머무르게 된 한성훈은 ‘국군’을 살려준 사실이 밝혀
지며 공산군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성훈이 
구한 국군 신일철에게 그를 찾기 위해 공산군으로 참전한 동생 신기철이 존
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성훈은 처형 직전에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한성훈은 신기철의 말에 따라 이후 이름을 한동민으로 바꿔 살아가게 된다. 
본래의 이름과 출신을 분명하게 밝힐 수 없었던 한성훈의 배경은 월남민들이 
휴전 이후 반공주의의 남한 사회 속에서 겪어야 했던 간첩 문제와 연결된다. 
이야기의 진행에 있어서, 한성훈이 다른 이름으로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
은 동료로부터 김경애의 사망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한성훈이 
이름을 한동민으로 바꾸게 된 것은 전후 남한사회에서 수상한 월남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임과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왜곡하고, 은폐한 결과였다. 이는 한
성훈으로 하여금 남한 사회에서 병원 원장의 사회적 지위를 갖고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것은 김경애와 딸 정숙에 대한 죄책감이
기도 하면서, 본래의 자신을 영영 되찾을 수 없으리라는 절망을 토대로 한
다.
 박혜란과의 결혼을 선택한 것도 한성훈에게는 앞으로 남한 사회에서 살아남
기 위해 해야했던 선택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한성훈과 박혜란의 관계가 사
랑으로 이뤄졌다기보다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긴 동지애에 가깝다는 것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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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공동체로부터 뿌리 뽑힌 한성훈의 내면은 그 사정을 
알고 있는 박혜란에게 있어서도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에 가깝다. 그리고 이 
심연은 다시 박혜란에게도 영향을 주어, 그녀가 김경애와는 함께 할 수 없으
리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속을 알 수 없는 남편 한성훈의 그림자를 김
경애에게서도 똑같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박혜란이 꿰뚫어 보았듯, 작품 
도입부에서 김경애의 삶은 불완전하고 불우하게 비춰진다. 다방을 운영하는 
김경애는 금전적 문제와 함께 거주지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다. 김경애와 한
정숙의 생활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두 안정된 남한에서의 한성훈의 모습과 
대비된다. 한성훈이 이들 모녀의 사정을 듣고 선뜻 자신의 병원 방을 내주
고, 병원 복도에서 김경애와 마주치게 되는 장면은 앞선 작품들에서도 이뤄
진 어색한 공존의 시도들 중 하나로 나타난다.  
 박혜련과 김경애 그리고 한정숙이 각자 한성훈의 분열된 내면의 조각들이라
면, ｢밤에 핀 해바라기｣는 조각들의 일시적인 결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셈이다. 어디까지나 일시적일뿐인 결합은 위태롭게 흘러가는데, 작가는 
언뜻 중심인물인 것처럼 보이는 한성훈의 내면을 살피기보다, 한성훈의 내면
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복잡해진 ‘두 가정’ 사이의 
관계도를 펼쳐나간다. 다시 말해 욕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남성 인물과 저
마다의 욕망을 내세워 나가는 세 여성인물들 사이의 갈등 관계가 이 작품의 
핵심으로 구성되었다. 
 한성훈과 같은 월남민의 입장에 놓인 김경애는 그가 남쪽에서 새롭게 꾸린 
가정으로 인해 일부일처의 사회적 금기에 부딪히는 인물이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또 다른 가정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그녀와의 반대 
입장에서 김경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존재가 한정숙이다. 이범선이 바라보
았던 이기주의적인 전후 사회의 흐름 속에서 타자의 고통에 무척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김경애의 모습은 그 이면에 아버지를 갈구하는 한정숙의 목소
리를 숨기고 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한정숙의 목소리는 ｢울타리｣에
서의 정남이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발화될 뿐만 아니라, 김경애를 설득
하고, 박혜란까지 설득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정숙이 끼어드는 두 여인의 갈등, 김경애와 박혜란의 갈등 양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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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들은 통속성에 기댄 다른 이야기들이 치정 싸
움을 그리는 것처럼 다투지 않고, 상대방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치켜세우는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서로 한성훈의 아내 자리를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꼴이다. 두 가정 사이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김경애와 아버
지를 온전히 되찾고자 하는 한정숙, 자신의 과거에 대한 콤플렉스로 인해 김
경애를 ‘깨끗한’ 인물로 착각하는 박혜란의 태도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김경애와 박혜란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는 과연 희생 없이 두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다. 두 인물은 모두 이 질문
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 남자를 놓고 싸우는 치정극의 일반적인 양상이 두 
여인의 쟁탈전의 양상을 갖는 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어째서 이 두 여인은 
서로의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비관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두 여인의 우려를 현실화하려는 듯, 김경애는 이내 강만득의 간첩 문
제에 연루되어 신기철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되고 만다. 두 가정의 얽힘, 다시 
말해 월남민이 얽힌 두 가정 문제는 이내 반공주의에서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간첩 사건과 연결되어 버리는 것이다. 강만득과 김경애에게 씌워진 모든 모
호한 의혹들이 신기철을 중심으로 한 초법적 조치를 통해 집행되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김경애와 박혜련이 예감하고 있던 가정의 파멸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두 여인이 그들 가정의 화합을 주저하고,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틀에 한성훈의 가정을 끼워맞추려 함은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공동체 구성
원들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들이 서로에게 자신의 지위를 양보
해가면서 심화되어가는 갈등을 외면하려 했던 것은 외부의 위험에 대한 회피
책에 가깝다. 김경애는 강만득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
고 있었지만, 무죄를 증명하고 가족들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녀를 이렇게 몰아세운 것은 전후 남한사회 전체에 
팽배한 흑백논리의 그림자에 다름아니다. 분단 고착화는 남한 사회에서 살아
가는 많은 월남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자를 공격해야 하는 불모의 논리
에 사로잡히도록 했고, 반공주의는 특히 월남민에게 강력하게 작용한 사회적 
억압의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김경애는 정확히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한정
숙이 자신의 아버지를 되찾는 순간 박혜란과 그 아이들뿐만이 아닌 모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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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파괴될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것이다. 
 한정숙이 두 가정의 결합으로 인해 닥칠 불안한 미래에 대해 자각하면서도, 
한성훈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는 점은 
그녀를 다른 두 여인과 구분짓는다. 정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누군가를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문제가 복잡하다고 해서, 그것을 김경애나 한성훈처럼 ‘운
명’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나아가진 않는다. 김경애
와의 대화를 통해 한정숙은 이 문제가 어떤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전쟁
이나 공산당 같은 거대한 외부 세력의 문제만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다. 두 가정의 공존을 상상하는 이 소설에서 이범선은 기존의 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한정숙을 위해 찾는 것처럼 보인다. ‘두 가정’ 모티프는 전
후 남한 사회의 문제가 비극적인 운명론으로 치부될 것도 아니며, 이념 분쟁
의 실체 없는 거대 세력들 간의 잘못으로 이해될 것도 아니라는 새로운 관
점을 제시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정숙이 비극적인 운명론을 극복하려는 인물이라는 점은 이해하기 쉽다. ｢
피해자｣나 ｢울타리 저편에 핀 꽃｣ 같은 앞선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
물이라는 점에서 기존 작품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다만 
과연 이범선이 냉전 체제의 거대 세력을 의식하고 작품 속에서 쟁점화 했는
지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밤에 핀 해바라기｣에는 한성훈을 중심으
로 한 삼각관계 말고도 또 다른 삼각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한정숙을 중심으
로 신기철과 강만득이 이루는 삼각관계가 그것이다. 강만득은 김경애를 통해 
한정숙을 알게 되면서, 그녀에게 연심을 품고 있었으나, 정당한 사랑으로 인
정받지 못한다. 강만득의 연애편지를 김경애가 보고 다시 돌려주는 등 그의 
사랑은 거부되거나,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한다. 대신에 한정숙을 스
토킹하는 범죄자로 비춰진다. 신기철이 뒤에서 그를 수사하고 있었다는 사실
까지 밝혀지면서 그는 완전히 간첩으로 간주되고, 그의 내면은 들여다 볼 수 
없는 암흑으로 남게 된다.  

“너무 하긴 누가 너무해.”
“정말 사람 괄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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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릴 하는 거야. 정말?”
“이 강만득이도 사람이다..... 흥. 난 정말 정숙 씨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흥. 
이건 뭐 사람 차별을 하슈?”
 강만득은 그날 아침에 돌려 준 편지와 수표 건을 들고 그렇게 빈정거리는 
것이었다. 
 김 여사는 빤히 그의 충혈된 취안을 바라보았다. 
“미스터 강!...... 가 앉아요. 그 싱거운 소리 그만 하구.”
 김 여사는 이제 취한 그를 상대하기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가 앉으라구요? 하하하. 그럼 또 가 앉으야디오. 아주머니가 앉으라는데, 허
허허.”
 강만득은 사투리를 드러내어 그렇게 지껄이며 돌아서 걷기 시작하였다.105)

 한성훈과 두 부인들 사이의 관계가 한국전쟁에 대한 체험과 이산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한정숙과 두 남자들 사이의 관계는 국가안보와 간첩의 관계로 
얽혀있다. 한성훈 덕분에 형과 재회할 수 있었던 신기철은 공산군이었던 과
거 경력을 살려서, 전후 남한사회에서는 오히려 북한군 간첩들을 검거하는 
헌병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밤에 핀 해바라기｣는 ‘두 가정’ 모티프와 간첩이 등장하는 분단상황의 이
야기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기철에 의해 간첩으로 밝혀지는 강만득
은 서사 초반부터 김경애와 한정숙 주변을 맴돈다. 김경애는 그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은 바 있고, 한정숙은 강만득에게 스토킹 당한다. 이북에 있을 때 
한성훈이 운영하던 병원의 사동이었던 강만득은 이북에서의 인연을 통해 한
국전쟁 이후에도 김경애와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된다. 강만득과의 연결 
때문에 김경애는 남한 사회를 위협하는 간첩의 조력자 상태와 그러한 ‘빨갱
이’ 세력들을 고발하는 남한 사회의 일원 가운데에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이
중적인 위치에 놓인다. 김경애가 자기 자신을 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
는 것도 ‘두 가정’ 문제에서 자진해서 퇴장하려는 시도와 자신이 간첩이 아
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시도 사이에 놓인다. 이범선은 전후 남한사회를 
가로지르는 문제의 이중성을 ‘두 가정’ 모티프를 통해 보여준다. 
 남한 사회에서 간첩과 연결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김경애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타부로서, 간첩인 자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화를 입게 

105) 이범선, ｢밤에 핀 해바라기｣,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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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범선은 ‘두 가정’의 윤리적 문제와 간첩 문제 사이에서 김경애가 자
살을 시도하게함으로써 분단상황에 내재된 불안과 공포의 크기를 보여주고자 
했다. 남과 북의 인물들이 엇갈리며 갈등하는 이야기 안에서 분단 트라우마
로 말미암은 불안, 공포, 적대 등의 부정적 감정은 사회 내부의 분단적대성
을 강화하고, 나아가 분단체제를 공고히 하는 모순을 심화시키게 된다.106) 
 한편, ｢밤에 핀 해바라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강만득에 대한 작가의 애매한 
태도이다. 위 인용문에서도 보이듯이, 이 작품에서 절대 악으로 표상되어야 
할 강만득의 위치는 단순하게 드러나지 않다. 특히 편지가 김경애의 손에 의
해 되돌아오자 보이는 강만득의 분노는 신기철이 규정하는 악인의 것이 아니
라, 강만득을 괄시의 시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존재로 
바라보게 만든다. 김경애가 강만득의 총을 ‘이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강만득을 절대적인 악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만든다. 강만득은 여기서 무시
무시한 간첩이 아니라 자기 총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물처럼 보인
다. 이범선이 통속성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범선은 
강만득이라는 인물에 낭만적 요소를 삽입하여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다만 간첩으로 의심받는 강만득의 내면은 깊게 비춰지지 못하고, 김경애에 
의해 편지가 되돌려진 뒤로부터 그는 한낱 범죄자에 지나지 않는다.
 한성훈이 활동했던 이북 병원에서부터 강만득과 안면식이 있었던 김경애의 
기억은 그가 남한 사회에서 간첩으로 의심받는 순간, 완전히 소거된다. 강만
득은 드러나지 않는 만큼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앞
서 이범선이 ‘두 가정’ 모티프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문제가 과거에 대한 기
억, 다시 말해 자기 동일성에 대한 훼손을 거부하는 태도에서 제기된 것이라
는 점을 설명했었다. 강만득은 다시 한번 그런 주제를 환기하고 있으며, 강
만득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김경애의 기억을 말소시킴으로서 전후 남한 사
회를 장악하고 있던 반공주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강만득이 품
고 있는 한정숙에 대한 사랑 역시 서사화되지 못하고, 자신만의 착각인 것으
로 나타나며, 과연 그가 왜 한정숙을 사랑했는지, 어째서 그녀에게 헌신적인 

106) 김종곤, ｢분단 적대성의 역사적 발원과 감정구조｣, 통일인문학 75, 건국대학
교 인문학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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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한 이해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한국전쟁의 정전 선언 이후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 안에서 자신들의 공동
체를 결집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 싸움을 심화시킨다. 서로를 거울 삼은 두 
체제는 각자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 세력에 대한 이단화
를 수행했다. 간첩으로 인한 사회 붕괴의 위협은 분단국가가 지니고 있는 결
핍을 은폐하거나 봉합하고, 통치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활용되었다.107) 
그러나 이 작품에서 강만득의 위치는 선일 수는 없지만, 절대적인 악도 아니
다. 이범선은 강만득을 이해불가능한 절대 악이자, 타도해야 할 괴물이 아니
라,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허락 받지 못한 어떤 존재로 그려내고자 
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김경애와 박혜란의 갈등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희생 없이 두 
가정이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강만득에 의해 위기를 맞
게 된다. 작품의 결말에서 강만득의 총으로 자살 시도한 김경애를 구한 것은 
박혜란이었다. 서로를 ‘깨끗한’ 사람이라고 평하던 두 사람이 공존할 수 없었
던 이유는 일부일처제라는 사회적 금기 이외에도 월남민과 간첩이라는 또 다
른 사회적 타부가 자리하고 있었다. 
 사회적 금기로서의 일부일처제에 저촉하는 ‘두 가정’의 공존은 ‘새 가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1960년대 사회 분위기와도 결이 다른 문제였다. 특히 아
버지와 어미니 그리고 자식으로 이루어진 행복한 가정을 ‘정상’으로 판단하
고, 그 외에 다른 형태의 가정을 부정하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한국전쟁
으로 파괴된 모든 물질적, 정신적 배경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었다. 동시에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 속에 존립할 수 없는 존재들은 공동체 
바깥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어지는 장에서 더 자세하
게 다루게 될 것이다. 
 결국 한성훈 가족이 꿈꾸는 ‘두 가정’의 공존은 일부일처제가 유지되던 사
회 체제 안에서 심각한 위반 행위로 규정된다. 그러나 이범선의 작품 속에서 
‘두 가정’은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한반도 최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만들
어진 결과물이었고, 문학적 상상력 안에서 그 처벌을 유예받고 지속된다. 그 

107) 김종곤, 같은 글,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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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거나, 백일몽같은 상황이 등장하는 등 돌발적
인 이미지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직접 박혜란과 독대하는 정숙
이 혜란에게 어째서 ‘두 가정’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지 따지는 대목에서 두 
사람의 대립은 단지 한성훈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분단 사회의 규
범이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규범과 충돌하는 장면을 만들어 내게 된다.

“정숙이. 그러니 내가 어떻게 집엔 들어갈 수 있겠어.”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래 아무도......그렇지만......정숙은 아직 몰라. 부부 관계란 그런 게 아니야.” 
(중략)
“부부 생활이란 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밉
지 않은 사람도 미워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그저는 밉지 않은 사람이라도 부
부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으면 미워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건 아니구......” (중략)
“그렇지만 사모님. 어머니와 사모님은 결코 서로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래. 그렇지만 부부란 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부부 관계가 그렇게 모든 인간사의 근원이 되는 
거야요? 그 외에도 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도 있을 수 있쟎어요.”
“글쎄......?”
“만일 사모님 생각대로 여자의 인생이란 오직 부부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서야
만 그 위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라면 전 앞으로 결코 결혼은 안하겠어요.”108)

 한정숙과 박혜란의 대화는 박혜란이 ‘두 가정’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편 이것이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한
정숙은 부부 관계가 “모든 인간사의 근원”이 되는 바에야, 차라리 결혼을 안
하겠다는 당돌한 발언을 한다.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한정
숙의 발언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지만, 전쟁이 한반도에 몰고 온 문제 상황은 
‘가정’을 바라보았던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으리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정숙이 제시하는 ‘두 가정’의 모습은 독자들의 상식에는 벗
어난 것일지 몰라도, 경쟁이 아닌 사랑을 통해 공존을 꿰한다는 점에서 유의

108) 이범선, ｢밤에 핀 해바라기｣, 283~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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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친다면 몰라도,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
째서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일까?’라는 한정숙의 질문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매몰된 전후 남한사회 속에서 사랑의 가치를 말하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전쟁과 분단이 야기한 트라우마의 증상들이 끊임 없이 대물림되고 있는 장
면을 포착해온 작가로서, 이범선에게도 ‘사랑’은 궁극적인 가치이긴 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벽을 뚫고 형상화되는 장면에 도달하는데에는 여러 한계가 있
었다. 그래서 이범선이 작품에서 선택한 방법은 총을 쏘아 위급한 상태가 된 
김경애에게 박혜란의 피를 수혈받게 하는 것이었다. ‘유사 혈연’관계라고 할
법한 이 독특한 과정에서 박혜란은 김경애를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하는 동시
에 두 번째 부인이라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김경애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두 가정’이 화합하는 토대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것이 ‘유사 혈연’의 피 섞임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이 이범선 소설의 독특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피 섞임’의 이면적 의미에는 본래 같은 민족일
터이던 남과 북이 한국전쟁으로 분단되어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되었음은 물
론, 서로 왕래도 할 수 없는 폐쇄적인 조건 속에서 맞이했던 수많은 폭력들
과 연결되어 있다. 두 사람의 피가 거부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또 
그런 이어짐 덕분에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이 결말은 ‘두 가정’ 모
티프가 융합과 화합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후에도 ‘두 가정’ 모티프는 몇 차례 작품 안에서 등장하지만 전과 같은 
독특한 상상력을 보여주진 못한다. 이는 ‘두 가정’ 모티프에서 문제가 되었던 
질문,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함께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이 어떠한 경위로 
와해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범선의 또 다른 장편소설 흰 까마귀의 수
기109)는 월남 작가의 자전적 소설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유임하110)는 이 작품이 인물에 더욱 집중한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
하고 있다. 사회적 모순에 의해 상처 난 내면을 가진 주인공 ‘나’는 인간적 

109) 이범선, 흰 까마귀의 수기, 여원문화사, 1979 
110) 유임하, ｢상처받은 삶의 자기성찰 – 이범선의 장편 흰 까마귀의 수기｣, 한

국문학연구 21,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9, 59-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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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 공동체적 결속의 기반이 상실되는 근원적 체험으로 전쟁을 제시하게 
된다. 이 작품을 통해 이범선은 인간 의식의 안쪽을 이루는 근원적 가치를 
관조함으로써, 망각되어 있던 상처의 자리와 인간애에 대한 불감증을 드러낸
다.111)

 이범선은 전후 남한사회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작중 인물의 기원에 
대해 사유한다. 그것은 인물의 고향에 대한 기억, 유년기 시절의 기억, 과거 
피난 시기의 기억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흰 까마귀의 수기 속 나는 어째서 
자신이 동생의 죽음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지, 기억들을 들추어내어 추적한
다. 친지의 죽음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는 자기 자신을 비정상이라고 느
낀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또 다른 죽음인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린다. 그
는 어머니보다도 아버지에게서 인자함을 느끼며 성장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이 뒤집혀 있다. 이는 그의 젖먹이 시절에 있
었던 혼란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흰 까마귀의 수기가 자전적 
성격이 강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장면 하나만으로 그의 유년기를 
추측하는 것은 많은 논리적 비약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인간애에 대한 불감증
까지 느끼고 있는 인물의 유년기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범선이 어떤 요소들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살펴볼 가치가 있다. 
 그런 주인공 ‘나’에게는 유모가 있었다. 젖이 적었던 어머니를 대신하여 비
슷한 시기에 막내 딸을 잃은 유모의 집으로 옮아가게 된 것이다. 그곳에는 
나이 많은 ‘젖아버지’와 두 젖형이 있었는데, 딸을 잃은 슬픔을 ‘나’에게 쏟
아낸 까닭인지 ‘나’는 완전히 유모 집에 정을 붙여 버렸다. 젖을 뗄 나이에 
집에 들여놓았지만, 닷새가 넘도록 진정하지 않고 울다가 앓기까지 하자, 결
국 다섯 살까지 유모집에서 신세를 졌다고 나온다. 그래서 그는 유모집의 풍
경이 고향의 풍경으로 각인된 채 성장했다. 그는 살구나무 꽃을 보지 못한 
봄은 진정 봄을 겪지 못한 것같다고 말할 정도로 어릴적 기억에 영향을 받
고 있다. 주인공의 유년시절 이야기는 유모의 품을 찾는 아이를 보며 그의 
아버지가 했던 말로 요약할 수도 있다. ‘정(情)이란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그 말로부터 이제는 그러한 인정(⼈情)을 잃어버린 나의 현재가 대비되어 있

111) 유임하, 같은 글,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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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유모와 친모 사이의 구도로 다시 읽을 
수 있다. 아버지보다도 엄한 어머니를 기억하는 그의 유아기 상태는 유모와 
유모집 식구들에게 더욱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관계는 ‘두 가
정’ 모티프에서의 관계와 유사하다. ｢밤에 핀 해바라기｣를 예로 들면, 본래 
북에 있을 때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김경애가 유모의 위치에 놓이고, 전쟁 중 
한성훈을 구해준 뒤 남쪽에서 함께 살게 된 박혜란이 친모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한성훈과 박혜란과의 관계가 동지애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김경애와의 관계는 애정과 미련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성훈이 
남북분단 고착화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함으로써 얻게 된 감정이다. 
 보다 이후에 나온 작품인 흰 까마귀의 수기의 경우, ‘나’가 월남 이후 점
차 인간애를 잃어가는 과정 그리고 살구나무꽃이 핀 봄을 기다리는 심정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함으로써 얻게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흰 까마귀
의 수기는 ‘두 가정’ 모티프보다도 인물의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이야
기를 들여다 보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보다도 근원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결국 ‘두 가정’ 모티프 역시 북쪽 아내와 남쪽 아내 사이의 치정
극을 그린 신문연재소설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재를 직시하고 남한 사회
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밝혀내기 위한 작가의 존재론적 탐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아기의 애착 관계와 경험, 그리고 기억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을 때의 생
활에 전면적인 영향력을 뻗치게 된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무의식
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범선의 ‘두 가정’ 모티프는 이후 작품들이 어째
서 초기의 사회고발적 역능을 비극이 아니라 풍자를 통해 풀어내려고 했는지
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도 한다. 흰 까마귀의 수기에서 발견되는 작
중인물의 불감증과 세상에 대한 체념은 ‘사랑’으로 극복되어야 하지만, 과거
를 잃어버리고 남한 사회의 일원이 된 주인공 ‘나’는 사랑할 대상도 방법도 
갖지 못한 채 남한 사회에서 서서히 그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 90 -

4. 무감각한 사회와 공동체의 안밖

4.1. 월남민 공동체 내부의 차이

 이범선의 작품 세계는 등단한 이후 줄곧 두 개의 선명한 대립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개별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상이한 두 가
지 이야기 방식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
석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범선이 해방 이후 월남하여 고향
을 잃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하는 월남민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한국전쟁 
이후 38선으로 분단된 두 국가체제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를 절대적 악으로 상정하고 적대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남한 사회에 편입
된 월남민들은 이중으로 억압된 삶을 강요받았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고향에
서 떠나와 낯선 땅에 정착해야 했으며, 정신적으로도 잃어버린 고향을 긍정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전자의 경우 한국전쟁과 38선으로 인해 명
시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이 되어 다가왔다면, 후자의 경우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억압이었다. 
 이범선에게 있어서 소설이란 억압당한 기억들을 불러내는 공간이었으며, 억
압적 상황 속에서 얻은 자신의 고독과 상처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었
다고 할 수 있다.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초기 작품들은 사
회적 억압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양상들로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었다. 그래
서 그것들을 유형화하는 것은 이범선의 작품 세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살펴보
는 것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작품에 부각되어 있지 않은 
장면들에 주목할수록 작중인물의 욕망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것은 비단 작중
인물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범선이 남긴 글들 중에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 고백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서 그는 “이런 性格을 뭐라고하는지 
모른다. 무엇이건 完全한 것이 아니면 마음이 개운치 않은 性格. 가만히 생
각해보면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런 야릇한 性格을 가지고있었다.”고112)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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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작품집 후기에서는 “가다가 한번씩 이 마음의 窓유리를 ⽯油 람프처
럼 닦아본다. 이렇게 호- 입김을 불어 가만히 지워버리는 마음의 얼룩들. 이
것이 지금까지 나의 작품이었다.”113)고 고백하기도 한다. 
 이범선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학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앞
서 살펴보았던 인물들의 강박적 성격과도 맥이 닿아있다. 이범선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결벽을 말하곤 했는데, 늘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
하고자 하는 강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훗날 그가 과거를 회상하
며 자신의 삶을 일대기적으로 돌아본 짧은 글에서 한 언급일뿐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문학작품에 대해 한 말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문학을 자신의 마음에 묻은 얼룩과 그 얼룩을 닦아내는 행위라고 보았
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반성과 수행의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상태
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의 불빛을 지키려는 수비적인 태도로 
읽힌다. 무엇을 지키려고 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고향’일 
것이다. 
 여기서 ‘고향’은 형태가 없는 심상의 것으로서,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 삼아 
역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공간,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
고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3장에서 살펴보았듯 
‘두 가정’ 모티프로 실험을 이어나가던 그가 흰 까마귀의 수기와 같이 그 
방향을 체념과 회한으로 돌리고 만 것이다. 남북분단이 고착화되고, 산업화
가 본격화되면서 이범선은 남한사회가 자기 안의 상처를 돌아보기보다 외면
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사회비판적 맥락은 같아도 초기의 ｢오발탄｣이나 ｢
사망보류｣와 같은 분노와 울분이 후기 작품에서는 고독과 냉소로 바뀌어 나
타난다.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교사나 의사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갖춘 인물들
이 아니라 실업자, 부랑자, 장애인, 광인 등 사회 바깥으로 밀려난 존재들을 
등장시켜 풍자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산업화 시대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는 이범선의 후기 작품을 독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이다. 1960년대에 진행된 ‘새마을 운동’을 비롯한 도시화, 공

112) 이범선, ｢성격｣, 한국평론, 1958.7, 180쪽
113) 이범선, ｢후기｣,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1958,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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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 등 여러 근대화 작업들이 수행되었고 있던 상황은 황폐화된 국토와 국
민들의 생활수준을 신장시킨다는 명분 아래에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반공 혹은 반제의 아비투스는 그것들이 가진 치명적 약점을 발전, 
번영, 안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무마하고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작동시킨다. 이 발전주의는 국가주도의 발전, 집단적 동원체제, 병영적 생산
체제로의 사회적 전환을 가능하게 만든다.114) 게다가 집단적 규율과 동원의 
논리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수탈했던 그 방식 그대로를 답습하는 것이라
는 점에서 식민지 시기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게 된다. 이범선의 소설은 그 창
작 동기에 있어서 한국전쟁의 상황만이 주목받아왔으나, 그가 일제식민지 시
기의 기억을 작품에서 일부러 배제하고 있다는 부정적 흔적115)이 발견되는 
바, 1960년대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았으리란 
점은 추측해볼 수 있다. 
 전후 남한사회에서 이범선은 반공주의와 월남민 정체성의 충돌을 경험했고, 
남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북에서의 기억과 경험을 소거해야 하는 
존재론적 위기를 경험했다. 이범선은 이러한 상황을 ‘두 가정’ 모티프에서 보
여주고자 했고, 기억에 대한 문제를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금기를 넘어선 결
합과 융합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범선이 시도한 결합은 문학적 
상상력 안에서만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고, 사회 윤리적 측면과 반공
주의적 측면 양쪽 모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해결책이었다. 이러한 시도가 
있은 이후 그의 후기 단편소설들에서는 여전히 남한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고
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냉소와 공허의 분위기가 
나타난다. 이때 작품 속의 개인은 사회로부터 특정한 행동과 사고를 강요받
는다.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는 근대사회 속에서 생산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상성을 개인에게 요구한다. 이 요구에 미달되는 존재들에게는 정상적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가 주어지거나, 사회의 울타리 밖으로 추방이 주
어진다. 이범선 소설은 월남민 정체성의 모순이 근대화 문제가 중심이 된 시
대에 와서 어떻게 사회 구조의 억압을 받고, 그 존재를 상실해가는지를 추적

114) 박영균, ｢분단의 아비투스에 관한 철학적 성찰｣, 시대와철학 제21권 제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388쪽

1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검은 해협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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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너는 적격자다｣116)는 근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개인의 내면을 
관찰하는 작품이다. 작중인물 김세득(⾦世得)은 어느 회사의 서무주임으로 약 
20년간 근속하고 있는 성실한 인물이다. 그런데 서체가 좋다는 사소한 능력 
빼고는 별볼일 없는 만년주임이었던 그는 어느날 회사의 구설수에 오르게 된
다. 사소한 사건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파면되고 만 것이다. 그가 
파면된 이유는 그가 신입사원 모집 공고에 사장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사장 직함 아래에 적어넣는 실수를 했다는 것뿐이었다. 공고문을 확인한 사
장은 노발대발하며 서무과장을 불러 일장 훈계를 하고, 김세득은 곧바로 파
면된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회사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엉큼
한 녀석’으로 낙인 찍힌 김세득은 과연 정말로 회사를 차지하려는 욕망을 품
고 있었던 것일까. 오히려 평소의 김세득은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라면 자
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상사에게 
혼나는 신입사원을 볼 때도 “아침에 양치질을 할 때 잊지 말구 아예 내장을 
집에 빼 놓고 나와야”117) 한다고 말할 정도의 인물이었다. 이런 말에 대한 
동료 사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만년주임인 김세득의 처지를 보고 다
들 수긍하는 눈치다. 회사 사원들 사이에 팽배한 염세주의는 김세득과 같은 
인물들을 업신여기며, 자신이 그와 같은 처지가 아니라는 것에 안심하는 분
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약삭빠르지 못하고 순진하여 주어진 업무만을 묵묵
히 그저 “돌멩이”처럼 수행할 뿐인 김세득의 일상을 동경하는 인물은 회사 
내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승진하지 못하
는 “돌멩이”인 까닭에야 김세득의 삶은 한심한 것으로 비춰지고, 신입사원들
조차도 그를 무시한다. 그는 회사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진력하는 존재가 아
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괄시 받으며 회사 내에서 작동하는 위계를 드러낼
뿐인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20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해온 사원을 작은 실
수하나로 내쫓는 사장의 행동에 가려져 있지만, 김세득을 향한 멸시의 시선

116) 이범선, ｢너는 적격자다｣, 피해자, 일지사, 1963
117) 이범선, ｢너는 적격자다｣,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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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품 곳곳에 등장한다. 
 이렇듯 회사에 소속감을 가질 수 없던 김세득은 황당한 실수로 인해 어이
없게도 회사에서 파면되고 나서야, 그동안 자신을 억압하고 있던 회사와 사
회의 규율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파면의 계기가 된 모집공고 사건은 
본래의 자기 자신인 김세득과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글씨 잘 쓰는 서무주임 
‘김세득’ 사이의 이중성에서 기인한다. 이는 회사가 사원을 인격적 존재로서
가 아니라 하나의 부품으로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비인간화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세득의 무의식 중에 자기 이름을 사장의 자리에 적고 만 것은 
이처럼 닳고 닳아 사라지려는 자아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읽힌다.
 그런데 갑자기 서무과 사무실에 한 남자가 나타나 파면당한 김세득에게 선
처를 구하려 찾아온다. 그는 김세득이 쓴 그 모집공고를 보고 시험을 치렀으
나, 시험지에 이름을 적지 못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러자 서무과장은 “자기 
이름이야 척 연필만 들어도 절로 써져야지, 자기 이름을 잊어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오.”118)라며 일축한다. 김세득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가 파면된 것
과는 정반대로 이 청년은 자신의 이름을 까먹었다가 중요한 취업 기회를 날
릴 상황에 처한 것이다. 김세득은 그 청년으로부터 묘한 기시감을 느끼지만 
‘무엇이 어떻게 이상한가 더 생각하기를 그만두어’119) 버린다. 김세득의 무
기력하고 회의적인 태도는 송별회를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돌아가는 길에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네온사인이 비추는 ‘밤의 거리’에서 김세득은 이
제 더 이상 ‘낮의 법칙’에 따르지 않기로 결심한다. 여기서 김세득에 의해 
이루어지는 낮과 밤의 사유는 이성과 감성, 정신과 육체로 구분되는 오래된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를 떠오르게 한다. 여기서 ‘낮의 법칙’은 김세득을 억압
하는 회사와 사회의 시선 그 자체이고, 만취 상태로 거리에 나온 실업자 김
세득은 더 이상 그런 규율에 얽메이는 것을 거부하는 존재로 거듭날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범선은 한 인물을 옭아메는 사회적 규율의 정체가 
산업화에서 비롯된 몰개성과 비인간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자유로
운 밤의 법칙 속으로 나서는 인물을 통해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118) 이범선, ｢너는 적격자다｣, 283쪽
119) 이범선, ｢너는 적격자다｣,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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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적격자다｣의 김세득이 낮과 밤의 규칙을 역전시켜 회사와 사회의 부
조리로부터 탈출하려는 인물이라면, ｢자살당한 개｣120)의 영철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내리는 인물이다. 영철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왼쪽 
다리의 일부를 잃은 상이군인이다. 그는 형네 부부와 조카, 누이동생 정숙과 
부모님 그리고 강아지 죤이 있는 집에서 함께 생활한다. 이 작품에서는 영철
이 수리하는 시계와 시간이 중요한 테마로 등장한다. 영철의 집에는 기이한 
괘종시계가 하나 있는데, 이 시계는 보통의 시계와는 다른 법칙으로 움직인
다. 이 시계의 시곗바늘은 보통의 시계가 가리키는 것에 비해 20분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종은 표시된 것보다 5분 느리게 울리는 시계이다. 이상한 것
은 가족 구성원 중 영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망가진 이상한 시계에 관
심이 없다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이 괘종시계는 가족들과 다르게 흘러가는 영철의 시간을 상징
한다. 시곗바늘과 종소리의 어긋남을 통해 이범선은 영철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어긋남을 드러낸다. 먼저 영철은 한국전쟁에서 돌아온 상이군인으로
서 왼쪽 다리의 일부를 잃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도 영철의 육체는 사라
진 다리에서 오는 환상통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그리고 사라진 다리에서 오
는 환상통은 영철이 사랑했던 여인 정난과 연결된다. 영철은 이송된 병원에
서 자신이 불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연인이었던 정난의 면회를 거부
하고 그녀를 멀리했다. 영철은 불구가 된 자신과 정난이 함께 하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처지까지 내몰려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없는 발가락
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안내소 앞에 서 있을 그녀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난을 밀어내고 혼자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 
정난을 포기한 대가로 그는 자신의 내면에 ‘슬픈 환상의 세계’를 만들었다. 
그 세계는 정난과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영원한 과거로 장식하고, 가슴
에 품은 채 살아가는 세계이다. 영철은 변하지 않는 과거의 기억에 기대어 
현실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이것이 또 다른 영철의 어긋남이다. 영철의 이러
한 불모성은 전쟁 그 자체가 영철에게 가한 폭력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쟁 
이후를 살아가야 했던 정난에게도 그 폭력이 미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120) 이범선, ｢자살당한 개｣, 표구된 휴지, 관동출판사, 1976, 202-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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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정난을 떠나보내고 나서 영철은 어떻게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한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몰라도 자기 한 몸 이끌어
갈 능력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라디오 기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노동
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영철의 삶은 거리의 부랑자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
이다. 그런데 기술학원을 오가는 버스 안에서 그를 괴롭게 하는 또 다른 어
긋남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온다. 그는 어느 장소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된다.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보면 버스에 탄 사람들은 영철을 
상이군인이라고 인식하고 자리를 비켜준다. 영철은 그들의 배려가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는 일찌기 단 한번도, 자기가 조국과 겨례를 위하여 싸우다가 
귀한 한 다리를 잃은 용사라고 장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다.121) 그런 그가 
타인의 양보를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값싼 ‘동정’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
는 것이다. 사명감으로 참전한 것이 아닌 영철은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자신이 휘말렸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철은 몸이 불편한 자신에게 
주어지는 친절을 “잘못 우대를 받는 것 같은 부끄러움”으로 인식한다. 이로 
인해 영철은 자신의 상처입은 신체를 더욱 더 강하게 자각하게 되고, 장애인
인 자신의 미래를 더욱 비관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또 한 가지 영철을 고통에 빠트리는 어긋남은 바로 가족들이다. 영철을 짓
누르는 비정상 신체의 문제에 공감할 수 없는 가족들은 영철이 어떤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무감각해져있다. 특히 집에서 보살피
고 있는 다리 아픈 개 ‘죤’에 대해 말할 때는 더욱 잔인하다. 그들은 영철과 
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죤에게 하는 말은 고스란히 영철의 
가슴에 박힌다. 가족들은 습관처럼 이 다리 불편한 개를 누가 돌봐야 하는지
를 두고 다툰다. 그 속에서 영철의 고통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한다. 
 그런 영철에게 헤어진 정난으로부터 편지가 온다. 그녀는 결혼을 하게 되었
고, 결혼을 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철을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편지로 전
해 온 것이다. 고민하던 영철은 결국 정난을 만나지 않기로 하고, 심란한 마
음으로 죤과 함께 뒷동산에 오른다. 오정의 사이렌과 함께 평소 죤이 쫓아다
니던 노란색 암캐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 죤이 쫓아다니던 개라는 것을 안 

121) 이범선, ｢자살당한 개｣,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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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은 죤을 다그치지만, 죤의 눈빛은 “저도 잘 알면서 괜히 남 보고만 자꾸 
그래.”122)라고 말하는 것만 같다. 죤의 행동에 자기 자신을 포개어 본 영철
은 극심한 분노에 휩싸여 죤을 목졸라 죽이고 만다. 그런 죤의 주검을 보면
서 영철은 마치 죽어있는 것이 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그의 주검 주위로 가족들이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환상을 보고 영철은 절망한
다. 영철을 자극하는 청각적, 시각적 요소들은 이범선이 주로 사용하는 여러 
감각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이범선은 직접 서
술하는 것보다도 인물의 배경에 깔리는 경보음, 신호음 같은 소리 요소를 사
용해 인물의 뒤틀리고 불안한 정서를 표현하곤 한다. 특히 죤의 눈빛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영철의 모습은 희미해져 가는 영철의 자아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다리 다친 개 ‘죤’은 전쟁으로 다리를 잃은 영철의 분신이다. 영철은 그런 
죤을 목졸라 죽임으로서 삶과 죽음이 서로 어긋난 시간 안에 놓이게 된다. 
영철을 뒤덮고 있는 이러한 어긋남들은 전쟁이 훑고 간 자리에 남은 상흔이 
얼마나 깊고 처절한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 그 상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빠져들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행
위인 자살을 피동형으로 활용한 제목 ｢자살당한 개｣가 보여주는 역설은 전
후 남한사회가 한국전쟁을 이미 끝난 것으로 규정한 탓에 만들어진 모순이
다. 행복한 과거를 가슴 한 켠에 묻고 살아가거나, 비루한 현실에서 그 어떤 
삶의 이유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범선의 문학 작품들은 
보여주고 있다. ｢자살당한 개｣에 나타난 영철의 모습은 작가가 전후사회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인민군 세력에 맞서 남한의 영토와 국
민을 지켜낸 그들의 복무는 마땅히 명예로운 것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범선
이 보기에 정작 상처 입은 군인의 내면에는 그러한 사회적 평가에 합치하지 
않는 괴리가 자리잡고 있다. 이범선은 전후 남한사회 속에서 소외된 인물들
에 주목하고 그들의 내면을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을 통해 접근하여 그들 속
에 자리잡은 모순을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상이군인인 영철은 라디오 기술학원을 오가는 버스 안에서 자신에게 자리를 

122) 이범선, ｢자살당한 개｣,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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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켜주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몸에 새겨진 전쟁의 흔적과 정전 이후의 남
은 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반복적으로 상기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이범선의 소설에서 중요하지 않다. 소설 
속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타인의 관점에서 명예롭고 숭고한 것으로 해
석되거나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겪으면서 오히려 분노하고 무기력해진다. 그
들의 내면에는 더 이상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나, 삶의 목표 같은 것
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철은 ｢달팽이｣의 윤노인과도 같은 인물이다. 윤노
인은 마지막까지 피난지 섬을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타자와 
연결되거나 유대감을 키워나가지 못하는 불모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범선은 그의 후기 작품에서 이상이 성취되는 유토피아적 공간보다 그러한 
희망이 좌절되고 있는 현실의 국면들에 더 주목한다. ｢문화주택｣123)은 월남
민인 이범선의 고향상실의 테마가 전후 서울의 주거 문제로 변주되어 있는 
작품이다. 국민학생 동철은 ‘집장사’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누나와 함께 산
다. 동철의 부모는 모두 건설업과는 무연한 직업을 갖고 있었으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집장사 사업에 뛰어들어 있었다. 부모의 이러
한 선택 때문에 동철과 누나 순이는 잦은 이사로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이범선은 아이 화자의 시선을 통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불안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자 했다. 예컨대 동철은 또래 커뮤니티에 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유없이 꺼려지는 존재가 된다. 어린 아이의 시선을 통해 
이런 외지인에 대한 거부감이 작품에 노골적으로 담길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철에게 무궁화 나무를 선물하는 옆집 누나의 존재는 큰 
위안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동철은 갓 지은 집에 흠집을 내면서까지 그 나무
를 곁에 두고자 한다. 그 순간만큼은 부모님의 엄한 규칙도 거부하고 시멘트
에 구멍을 내 무궁화 나무를 심었던 것이다. 작품의 제목이 되고 있는 ‘문화
주택’이라는 표현은 본래 1920년대 초에 유행한 문화주의가 건축 분야에 영
향을 미치면서 생겨난 표현이다. 이 시기 일본에서의 ‘문화주택’이란 새로운 
재료와 구조를 수용하는 절충적 주택들을 가리켰다. 만들어진 것은 일본이었
지만, 단어가 조선에 수용되면서 그 의미가 변화되었다. 1920년대 조선에서 

123) 이범선, ｢문화주택｣, 표구된 휴지, 관동출판사, 1976, 182-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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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주택’이란 근대식 주택 혹은 서구식 주택에서 나아가 전통 주택과 다른 
모든 주택을 지칭하게 되는 등 폭넓게 사용되었다.124) 다시 말해 일제 식민
지 시기에 ‘문화’라는 어휘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를 초과하면서 변화해온 맥
락 속에는 옛 방식을 대신하는 과학적 합리성과 편리성이 폭넓게 깔려있다. 
그래서 ‘문화주택’이란 표현 안에는 서구적 방식에 대한 동경 혹은 근대적인 
세련됨을 지칭하는 힘이 내포되어 있다.125) 일제 식민지 시기로부터 이어진 
문화주택에 대한 통념은 광복을 지나서 한국전쟁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한반도는 광복과 한국전쟁을 전후로 이합집산을 반복한 결과, 경기, 인천, 
서울 지역에서 심각한 주택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1955년부터 대한
주택영단과 한국산업은행,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단체와 구호단체,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공영주택의 공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도심 지역에 주택 건설이 
본격화될 수 있었던 것은 1958년 이후 시멘트 생산이 궤도에 오르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126) 거제도에서 피난생활을 하던 이범선이 서울로 귀환한 
것이 1954년 무렵이었고, 1955년 대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
하면서부터 그가 줄곧 답십리동의 자택에서 생활했다는 전기적 사실127)은 
그가 서울의 주택 문제와 집장사들의 부실공사 문제를128) 분명하게 인지하
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이범선에게 있어서 집이란 단순한 거주지도 아니고 상품은 더더욱 아니었
다. 그는 저마다의 존재들이 모두 똑같이 생긴 집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에 이질감을 느낀다고129) 말하기도 했는데, ｢문화주택｣은 바로 이 이질감으
로부터 시작되는 작품이다. 즉 동철이 시멘트로 포장된 집 마당을 파괴하고 
무궁화 나무를 심는 과정은 상품일 뿐인 집을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역동적인 움직임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집이 상품화되어 가는 세태 속
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감각 

124) 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102-103쪽
125) 임창복,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돌베개, 2011, 272쪽
126) 전남일 외, 같은 책, 170-171쪽
127) 김영성, ｢학촌鶴村 이범선의 문학적 연대기｣, 253쪽
128) ｢변두리집장사 重點중점｣, 경향신문, 1967.8.10.; ｢서둘러야할 위험방지 축

대, 돌담, 블록담에 요주의｣, 매일경제, 1967.6.27.
129) 이범선, ｢집｣, 전쟁과 배나무, 관동출판사, 1975,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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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집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월남민인 
이범선의 감각으로 포착해내는 근대성의 덧없음이라고 할 수 있다.
 동철의 부모가 뛰어든 ‘집장사’는 도심지의 주택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등장
한 건설업의 한 방식으로 ‘집장사’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업체에 의해 건설된 대단위 주택 단지로, 주로 도심 변두리 땅을 대량으로 
사들여 진행된 사업이며, 현재까지도 가장 일반적인 건설업의 형태이다. 둘
째는 오랜 현장 경험을 지닌 도목수들에 의해 진행된 사업으로 기능공과 인
부들을 고용하여 감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약 15~20채 정도가 두 달
여의 시간만에 건설되고 분양되는 등 허술한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가
장 영세한 유형으로 건축에는 전혀 문외한 사람들이 한두채 정도를 짓고 이
윤을 남기는 소위 ‘보따리 집장수’였다. 이들 중에는 가정주부들도 많았으며 
대체로 겉만 번지르르한 집들이 많았다.130) 작품에 등장하는 동철의 부모는 
이 세 번째 유형의 집장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동철의 아버지는 본래 
화가였고, 어머니는 대학교 음악과를 나와 피아노 개인교수를 했지만, 자신
들의 일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기에 이 일에 뛰어들었
다. 돈을 벌기 위해 ‘집장사’ 일에 뛰어든 사람들이 전업 주부였거나, 건설과
는 무관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음을 이범선은 짚어내고 있다. 그들 역시도 
일종의 실향민이다. 하던 일에서 벗어나 ‘타향’을 떠도는 존재들인 것이다. 
 동철의 부모가 건설업에 대한 아무런 사전지식 없이 ‘집장사’에 뛰어든 것
은 그 일이 “집 세 채를 지으면 한 채가 남는다”131)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
황인 사업이라고 알려진 까닭이다. ‘옆집 누나’가 사는 ‘십년도 더 전에 흙벽
돌로 지은 국민주택’과 동철네 가족이 옮겨다니는 ‘문화주택’ 그리고 ‘울타리
도 없는 무허가 판자집’이 공존하는 마을 풍경은 군사 독재시기에 이루어진 
경제개발계획과 주택공사가 얼마나 기계적으로 주거공간을 ‘생산’하고 또 유
통하고 있었는지를 꼬집는다. 이 모든 주객전도가 서울이라는 한 공간 안에
서 온갖 모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한 국가와 사
회의 이념이 개인과 그 일상에까지 침투하여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사회 변동

130) 전남일 외, 같은 책, 227쪽
131) 여성동아, 1976년 8월호, 173쪽 (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

개, 2008, 22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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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온 억압132)이 작품 안에서 주거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누이인 순이와 동철이 겪게 되는 존재적 불안은 이러한 배경 위에
서 점차 심화되어 간다.  
 멈추지 않고 계속 되는 이사는 동철을 영원한 ‘외지인’으로 만든다. 동철에
게는 흔한 친구 한 명 사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이 꺼리
는 존재가 되어간다. 그런 동철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른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국민학생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가
엾은 것을 본다기보다 오히려 동철 부모의 교육열에 감탄하고 마는 것이다. 
동철은 마치 시멘트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고 가냘프게 솟아 오른 무궁화 
나무 가지처럼 볼 품 없다. 동철 같은 국민학생이 구멍을 뚫어 나무를 심을 
정도의 마당이라면 그 작업이 얼마나 볼품없는 것이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
다. 
 그러나 동철도, 무궁화 나무도 볼품 없는 겉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철의 그 행동은 문화주택을 상품이 아닌 진정한 삶의 장소로 바꾸는 행동
이다. 가지 하나만 앙상하게 솟은 무궁화 나무는 그와 같이 볼품 없는 모습
으로 정처없이 떠도는 떠돌이의 삶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상품
화된 집을 다시금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되돌리는 힘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
만 무궁화 나무의 긍정적인 의미는 이야기의 결말에 가서 가차없이 흩어지고 
만다. 동철 가족이 무궁화 나무를 심은 그 집에서 다시 이사를 가기 때문이
다. 이렇게 보면 무궁화는 동철에게 있어서 구원이면서 동시에 ‘회초리’이기
도 하다. 이범선의 초기 작품 중 하나인 ｢219장｣에서도 한국전쟁 피난 당시 
딸을 잃고 환청을 경험하는 ‘민’의 자의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앙상한 나뭇
가지로 인식하는 가학적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문화주택｣의 무궁화를 ‘회
초리’로 보는 관점은 시멘트 바닥을 뚫고 심어진 무궁화가 결코 동철에게 있
어서 희망과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절망과 불안의 근간이기도 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뿌리내리고 싶어하는 동철의 욕망은 부모님에 의해 특히 그의 어
머니를 통해 억압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물신주의, 발전주의에 의한 일
방향적이고 획일적인 사회 분위기를 압축하고 있다.

132) 전남일 외, 같은 책,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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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결정된 다음날 새로운 집으로 향해야 했던 동철의 발걸음은 엉뚱하
게도 무궁화 나무가 있는 집으로 향한다. 이미 그 집에 이사 온 사람들 짐을 
풀고 있는 광경을 마주해버린 동철은 멋쩍게 대문을 돌아나오려고 했지만, 
식모가 마당 한 켠에 박혀있는 무궁화 나무를 쑥 뽑아서 동철에게 넘긴다.  
뿌리가 반쯤 끊어진 어린 꽃나무를 아프게 받아들고 동철은 대문을 나서게 
된다. 작품은 버스값이 없어 한 손에는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무궁화나무
를 받쳐든 동철의 모습을 초점화하며 마무리 된다.
 심겼다가 뽑히는 무궁화 나무의 모습에서 잦은 이사로 고통 받는 동철의 
모습을 엿보게 되거니와, 뿌리 뽑힌 꽃나무를 들고 거리를 헤매는 동철의 이
미지가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 작품은 근대화 작업으로 억압된 어린 동철의 
자아를 ‘회초리’와 ‘꽃나무’의 이중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동철에
게는 소중한 무궁화 나무이지만 뿌리 뽑힌 나무를 들고 걷는 동철의 모습은 
그로테스크하다. 마을 아이들에게 “괴상한 애”로 다시 규정되는 동철의 내면
은 반쯤 끊어진 무궁화 뿌리처럼 타자와 연결될 희망을 잃어버린 듯하다.
 동철이 소중히 여기는 무궁화 나무의 뿌리 뽑힘 이미지는 결국 ｢학마을 사
람들｣에서 제시된 ‘애송나무’와 이어지면서, 여전히 뿌리 내릴 장소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월남민 공동체와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반도의 모든 실향민들
을 이어주는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난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인물들은 생존과 생식의 본능에 간섭하는 사회적 억압과 깊게 연루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133) 이범선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저변에서 고향 상실의 문
제와 연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문화주택｣의 동철은 그 배경이 일제 강점기
도 아니고, 한국전쟁도 아니지만 ‘피난민’과도 같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
는 ‘피난민’이 아니라, 애초부터 고향이 존재하지 않는 ‘피난민’인 것이다. 
 근대화 과정 속에서 삶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장면을 ‘집장수’의 테마
로 변주하여 보여주는 ｢문화주택｣은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거대한 인구
의 이합집산을 경험한 한반도 사회의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문화주
택의 어원은 일제강점기 시기의 문화운동과 관련이 있으며, ‘문화’라는 어휘

133) 문장수 심재호, ｢강박증에 대한 프로이트적 정의와 원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 
철학논총 82, 새한철학회, 2015, 209-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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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갖는 과학적 합리성과 편리성의 이미지는 근대화가 주는 발전, 건설의 이
미지와 이어져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는 세련된 이미지들은 실상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부족해진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우후죽순 생겨난 불완전
한 주택들로 대체된다. 집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본래 자리에
서 벗어난 외지인으로서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종의 ‘실향’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어린 동철의 관점에서 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
문화주택｣은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된 근대화 과정의 문제를 비판하게 
된다.

4.2. 전후현실 속 고향 상실의 이중성

 한국전쟁 이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고 체제가 그것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남한 사회는 많은 변화들에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것은 재건과 
부흥이라는 모토를 내세운 군사 독재 체제였다. 이 시기 남한정부는 반공주
의와 더불어 강력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국민들을 동원, 규합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파괴해 놓은 것이 비단 국토와 국민들의 생활환경만은 아
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토에 걸쳐 진행된 국가 재건 사업과 근대화 작업
은 생활환경과 경제적 궁핍을 극복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산업
화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을지 몰라도,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 발
전의 이면에 숨겨진 폭력성은 특정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가 아니라 파편화된 개인들의 집합일 뿐인 군중을 만들어냈다. 그
들이 경제 발전에 동원되고, 소모되는 동안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말
미암은 트라우마들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사람들을 불안의 악순환에 빠트리
고 있었다. 이범선이 포착하는 것은 그러한 내면의 상처와 뒤틀림이다. 전세
계적인 냉전 체제 아래에서 한반도는 서로 다른 체제의 두 국가가 서로를 
절대 악으로 상정하고, 나라의 발전과 단결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사용되었으며, ‘정상’
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찍힌 낙인을 합리화하기도 하였다. 
 사회로부터 배제, 소외 되는 존재들, 예컨대 실업자, 부랑자, 정신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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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은 사회적 문제로 규정되어, 교정되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될 것을 
요구받았다. 월남민에게 있어서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남한 사회에서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다. 월남민 정체성을 지닌 이범선은 
근대화 문제에 맞물리는 월남민들의 고통을 작품화한 작가다. 한국에서 반공
주의는 특정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근대화 작업 안
에서 개인의 사상까지도 흑백논리로 제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북한을 향한 
남한사회의 적대성이 남한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결집력을 높이는 한편 반
대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공격토록 하는 근거로 작동하는 것이다. 
공동체 내부를 향하는 폭력성은 월남민들에게 그들의 월남 동기와는 무관한 
사상적 편향성을 지니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분단의 
고착화와 더불어 반공주의적 논리가 내재화된, 이른바 ‘반공 전사’로 탈바꿈
한 전후 남한 사회에서의 월남민 공동체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다. 
 이범선이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역
사적 흐름 앞에서 상처 입고, 무기력해진 개인의 내면을 깊게 조망하는 다른 
한편에는 점점 사라져 가는 공존의 문제가 남겨져 있다. 이범선은 남한 사회
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향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왜곡하고 억압해야 하는 현
실에 반발하고, ‘두 가정’ 모티프를 통해 새로운 가정 안에서 공존하는 사랑
과 화합의 상태를 만들어내고자 시도했다. 비록 그 시도가 문학적 상상력 안
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였다고 하더라도, 당대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불가능한 
상상력에 도전하는 작가의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즉, 월남민으로서 남한사
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단순히 떠나온 고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롭게 시
작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하려 하면 할수록, 
과거의 기억들은 현재의 순간들 속에 모습만 조금 달리한 채 되돌아 온다. 
이범선의 작품에서는 이 기억의 회귀들이 특유의 이미지들을 통해 나타난다.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기억과 감정들은 종전 이후 불붙은 발전주
의 이데올로기의 맥락에서는 떨치고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이
범선의 입장에서는 억압되고 은폐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경제개발계획과 
‘잘 살아보자’는 구호가 국민들을 동원하였으며, 근대화되고 문명화되어 가는 
서울이 이범선의 소설에서 비판받는 장면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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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 속에 있는 고향조차 파괴할 것을 요구한다
면 이범선의 작품들은 그러한 폭력에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비단 전쟁
으로 말미암아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범선이 해
방과 한국전쟁을 이후의 남한 사회와 단절된 사건으로 보려하지 않고, 그러
한 사건들에 연루된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잃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그동안 인정(⼈情)과 유대(留待)로 타자간의 연결을 주장하던 이범선의 
기조는 후기로 갈수록 그 동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작품 속의 인물들은 사
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
어버린다.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고통을 호소하기보다, 점차 내면으로 침
잠하고 자기 자신을 걸어잠근다. 
 ｢표구된 휴지｣134)는 점점 무감정한 사회가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휴지에 
적힌 짧은 편지가 보여주는 박제된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짧은 소설 
속에서 ‘나’는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창호지로 된 편지를 표구(表具)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나’는 창호지에 연필도 아닌 무언가로 적어내린 볼품
없는 그 편지를 더할 나위 없는 명작이라며 추켜세운다. 그가 한낱 시골 농
부의 낡은 편지에 감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는 만나볼 수 없게 되어버린 
부모 자식 사이의 사랑과 시골 농촌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가난
한 화가인 ‘나’는 편지를 표구하기로 한 친구보다 더 그 편지에 더 매료된
다. 그가 표구 기술자에게 편지를 소개하며 “굉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국보
급입니다.”135)라고 호들갑을 떠는 모습에서 그런 편지가 희소성을 갖게 되버
린 사회를 풍자하는 성격도 찾아볼 수 있다. 
 소설이 가지는 풍자적 면모를 좀 더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범선이 향수하던 
고향이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38선이 고착화될수록 고향에 대한 이범선
의 이미지는 환상에 가까워진다. 혹은 이 소설에 빗대자면, 이범선에게서 고
향은 액자 속에 표구되었다고 할 만하다. 미술품이나 역사적 유물이 그러하
듯이 표구되어 액자 속에 전시될법한 물건을 실제로 보게 된 것이라 생각하
면 ‘나’의 호들갑도 조금 이해해볼 수 있다. ‘나’는 이제는 사라졌다고봐도 

134) 이범선, ｢표구된 휴지｣, 표구된 휴지, 관동출판사, 1976
135) 이범선, ｢표구된 휴지｣,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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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할 과거 공동체의 유물을 반가워하는 한편 그것을 박제하고 벽에 전시한
다. 이 작품은 이범선이 전통적 공동체에 대한 동경과 삶의 기억들을 좇았던 
그동안의 작품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범선이 그러한 공동
체의 가능성을 닫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바로 이 ‘박제된 이상(理想)’의 이미지가 이범선의 후기 단편소설을 설명하
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이범선이 액자에 넣고자 했던 것이 버려진 창호지에 
쓴 보잘 것 없는 편지에서 느껴지는 인정(⼈情)이었다는 사실은 거꾸로 말해, 
따듯한 유대의 힘과 사랑의 이미지가 대부분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는 의미이
기도 하다. ｢살모사｣136)는 사랑과 유대가 부재한 삭막한 사회의 부정적 감정
들이 응축된 독특한 작품이다. 그동안 ｢살모사｣와 작품 속 인물인 궁남은 이
범선의 문학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소설을 통틀어서도 이질적이며 잔인
한 인물로 평가받기도 했다.137) 김외곤은 이범선이 ‘궁남’을 통해 인간이 얼
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보며, 결말에서 궁남을 
향해 ‘살모사인가!’하고 되묻는 ‘나’의 목소리가 궁남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모사｣ 하나의 작품만 놓고 보았을 때 궁남
은 이북에서 토지개혁을 이끌며 외가를 몰락시키고, 친부모를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 중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에도 관여한 것으로 
묘사된다. 궁남의 모든 악행을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월남민 ‘나’는 그로 인해
서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일상 속에서 경험한다. 
  이범선을 휴머니즘적 작가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연구 시각에서는 ‘궁남’이
라는 인물이 이질적인 존재로 읽힐 수밖에 없다. ‘궁남’이 이범선의 문학 작
품들 안에서 발견된 적 없는 인물형인 것은 맞지만, 특별히 실험적인 인물이
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궁남은 공산주의를 하나의 절대 
악으로 상정하는 전후 남한 사회의 풍토 안에서 쉽게 반공주의적 사고를 촉
발시키는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폐륜을 저지르고, 이념에 따라 사람
들을 학살한 악인에게 보낼 일말의 동정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한반도의 온갖 부정적인 사건들에 점철된 궁남의 삶은 이범선이 작품에 그려

136) 이범선, ｢살모사｣, 표구된 휴지, 관동출판사, 1976, 339-361쪽
137) 김외곤, ｢실낙원에 내던져진 근대적 주체의 살아남기｣, 오발탄, 문학과지성

사, 2007,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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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던 인정(⼈情)과는 오히려 180도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면도 있
다. 이것은 어떤 악인일지라도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는 안온한 이야기가 아
니다. 이범선은 한반도의 근현대사가 얼마나 부정(不淨)한 감정들의 소용돌이
를 이루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주요 화자인 ‘나’는 궁남과 이북에서의 학창시절을 함께 보냈다. 어릴적부터 
궁남은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하고 기이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궁남이 잘잘못을 가릴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확신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궁남을 모른 체하고 멀리하는 것과 달리 
‘나’는 궁남의 내면에 있는 분노를 포착할 수 있었다. 궁남의 기행은 결국 
그가 견뎌야 했던 수많은 불행과 연결되어 있다. 궁남은 절대 악인이 아니라 
복잡한 이면을 숨기고 있는 인물이 된다. 궁남을 꿰뚫어 보는 ‘나’의 시선이 
궁남에 대한 끊임 없는 주석을 달고, 궁남을 거부하는 독자들의 뇌리에서 궁
남을 붙잡아두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찾아온 혼란 속에서 궁남
을 붙잡던 ‘나’의 시선은 완전히 끊겨버린다.
 이어지는 궁남의 이야기는 이렇다. 외가의 머슴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
를 겁탈하여 낳은 자식인 궁남은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궁남
이 태어나고 어머니는 기독 신앙에 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 사랑이 없
는 가정 환경에서 성장해 성인이 된 궁남은 공산당에 가담하여 고향 마을의 
토지개혁에 뛰어든다. 외가의 토지마저도 가차 없이 회수한 덕에 궁남은 정
식 당원으로 추천받지만, 그의 친부가 유한계급이라는 이유로 추천이 기각된
다. 궁남은 어머니를 찾아가 자신의 진짜 아버지에 대해 추궁했고, 외가집에
서 마주친 적 있는 ‘최 서방’이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듣게 된다. 그래서 
궁남은 자신의 친부가 유한계급이 아닌 머슴 최 서방임을 밝혀 인민위원회에 
소속되게 된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여한 궁남은 인천상
륙작전 이후 북쪽으로 후퇴하는 인민군에 발맞춰 마을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일에 가담한다. 인민위원회에 소속된 궁남을 이용해 공출로 이득을 
취하던 최 서방과, 어머니가 있던 교회의 사람들을 모두 총으로 쏴버린 것이
다. 
 더 이상 학창시절의 옆자리는 아니게 됐지만, 궁남의 삶을 추적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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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남이 일제 식민지 시기 탄광에 징용되었다가 그곳에서 탄광 관리를 죽인 
일이 높게 평가되어 인민위원회에 추천되었다는 이야기, 어머니가 기독교에 
미쳐버렸다는 이야기, 마을 사람들을 학살한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듣게 된
다. ‘나’가 소문으로 듣게 된 이 모든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독자들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흉흉한 소문은 궁남을 악마화하기에 충분한 재
료가 된다. 
 그래서 궁남이 휴전 이후의 서울 한복판 종로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의 
모골이 송연해지는 불안과 공포는 궁남이 저지른 기행과 살인, 폭력에서만 
기인할 뿐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악마화 되어버린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폭
력의 응집체에 대한 감각으로 나타난다. 한국전쟁 이후 재건된 서울 종로 한
복판에 나타난 궁남의 존재는 여전히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전쟁과 죽음
에 대한 공포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곤란한 환경과 
어두운 미래까지를 나타낸다. ‘나’가 수집한 이야기들이 응집되면서 궁남을 
한반도 근현대사의 폭력성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성립시키는 것이다. 
 이범선은 궁남을 통해 식민지 시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파괴된 인간성과 그 
타락의 끝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뚫고 재건된 남
한 사회 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불안과 공포의 환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을 추적한다. 궁남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과정은 역사적 사건들에 휘말리는 
불우한 개인의 이해할 수 없는 내면을 드러낸다. 그것이 월남민으로서 남한 
사회에 살아가는 ‘나’의 불안과 공포와 공명하고 있는 것이다. 
 궁남에 대한 ‘나’의 주석은 궁남이 품은 분노를 이해하고, 그가 저지른 악
행을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궁남에게 닥친 수많은 불행이 작은 사
랑과 유대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과 공포를 몰고 오는 
궁남의 존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전후 남한 사회의 현실이다. 이범선은 
일반의 관점에서 벗어난 기인(奇⼈)을 초점화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가시화하려고 했다. 궁남에게서 뿜어지는 불안과 공포의 감각은 궁남
과 같은 악인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범선은 궁남과 같은 인물을 내세워 전후 남한 사회의 경직성, 다시 말해 
반공주의적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존재들을 내세워 이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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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공포를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도장지(徒⾧枝)｣138)와 ｢미친 녀석｣139)은 궁남처럼 악인은 아닐지라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유형의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들이다. 퇴근길 전차 안에서 
세태적인 신변잡기로 주변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도장지｣의 ‘자물쇠 
장수’나, 가만히 개미 구경을 하는 것만으로 종로 일대를 마비시켜버리는 ‘백
작 거지’같은 인물들은 일반적인 부랑자나 광인(狂⼈)과는 다르다. 
 이들은 겉으로는 수상한 차림을 하고, 무척 빈곤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
이지만, 구걸을 하지도 않고 도둑질을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근대성 비판의 
이미지로 곧잘 나타나는 거리의 부랑자, 거지, 광인(狂⼈), 장애인과는 약간 
다른 행태를 보인다. 이들은 작가와 같은 월남민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그 
내면에 분노를 억누른 채로 남한 사회에 녹아들어있다. 그러나 ｢도장지｣의 
자물쇠 장수가 보여주듯, 이들은 민족이라는 근대적 개념이 ‘만민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겉모습으로 언제든 상대방을 차별하는 근거로 돌변하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잣대에 의해 구분되는 
그 이중성이 이들 작품의 쟁점 중 하나이다. 
 ｢오발탄｣의 철호가 내몰린 현실 속에서 종로에 저주의 선지피를 쏟아내던 
것처럼, ｢도장지｣의 자물쇠 장수는 전쟁 이후 재건된 서울의 풍경을 비꼬아 
웃음거리로 만든다. 어떤 권위에 맞서더라도 그는 자신의 할 말을 모두 할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런 자물쇠 장수의 내면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잠겨있
다. 남한 사회에 대한 자조적인 말들을 만담꾼처럼 쏟아내다가도 가슴 밖으
로 나와서는 안되는 ‘카바이트’ 덩어리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자물쇠 장
수의 숙명이다. 철호는 그것을 거리낌 없이 거리의 바닥에 뱉어버렸지만, 자
물쇠 장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 속에서 불타게 내버려둔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물쇠 장수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카바이트’ 덩어리는 어떤 울분, 말할 
수 없는 것, 또는 언어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퇴
근길 버스에 오른 ‘나’의 시선만이 그것을 꿰뚫어본다. 전차에 함께 오른 

138) 이범선, ｢도장지(徒⾧枝)｣, 피해자, 일지사, 1963년
139) 이범선, ｢미친 녀석｣, 한국문학, 1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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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물쇠 장수가 기괴한 겉모습과는 달리 미치지도 않았고, 자신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가장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또 확신한다. 이것은 
‘나’가 자물쇠 장수에게 은근한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
햇다. 하지만 작품에서 ‘나’와 자물쇠 장수의 이야기는 깊게 등장하지 않는
다. ‘나’는 처음 만난 자물쇠 장수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으며, 그의 말과 
행동에서 묘한 감정을 느낄 뿐이다. 
 특히 자물쇠 장수가 늘어놓은 신변잡기는 ‘나’뿐만 아니라, 버스에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을 한바탕 웃게 만든다. 그는 변화해가는 서울의 정경을 단적으
로 묘사하면서 아직 적응되지 못한 ‘현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지적한
다. 도시화,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좇는 것은 자물쇠 장수가 보기
에는 ‘도장지(徒⾧枝)’에 지나지 않는다. 도장지란 과실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약한 가지를 말한다. 다시 말해, 본류에서 벗어나 아무런 결실을 맺
지 못하는 헛가지가 도장지다. 자물쇠 장수가 보기에 급속도로 변화하는 전
후 남한 사회의 정경은 중요한 본류를 놓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빠르게 변
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가 자물쇠 장수
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자물쇠 장수의 생각에 공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가 내심 자물쇠 장수의 언행에 끌리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두 사
람은 끝내 서로 대화하지 않고 멀어진다. ‘나’는 자물쇠 장수가 내리는 정류
장에서 그 역시 자신과 같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뿐
이다. ‘나’의 역할이 이토록 축소되어 있는 것은 ‘두 가정’ 모티프에서의 남
성인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것과도 닮아 있다. 이범선
은 초기 작품에서와 같은 열기나 비판을 시점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토해내
기 보다, 소극적인 자아를 내세워 이미 돌이킬 수 없을만큼 변화해버린 서울
을 풍경 속에서 그것을 관조할 뿐이다. 
 이범선의 마지막 작품인 ｢미친 녀석｣의 ‘백작거지’도 자물쇠 장수와 비슷하
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백작 거지의 익살은 동대문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유
명하다. 백작 거지는 나이를 알 수 없는 외모, ‘예수 같은’ 긴 머리, 남루한 
행색과 때때로 내뱉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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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고 오해받는다. 그러나 책방을 운영하는 ‘나’는 백작거지가 행색은 
수상할지라도 ‘구걸’하며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름과 같은 거지는 아니라고 
확신한다. ｢도장지｣의 자물쇠 장수가 풍자를 통해 현실의 모순들을 꼬집듯
이, 백작 거지는 일반적인 상식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
트린다. 이범선은 이처럼 상식의 경계선에 위치한 존재들을 통해 남한 사회
의 모순점들을 비판하고자 했다. 백작거지의 많은 것들이 비밀에 부쳐지고, 
그의 행동은 해석될 수 없는 것으로 ‘나’의 앞에 제시된다. 이범선의 앞선 
작품들을 조금이라도 읽어봤다면, 독자들은 백작거지의 주변을 맴도는 많은 
소문들이 앞선 그의 작품들 속에 펼쳐진 이야기들의 편린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펼쳐질 때 주인공들을 휘감고 있던 분노는 
고독과 공허감으로 변모해 있다. 
 이처럼 백작거지의 진실은 그의 주변을 맴도는 소문에 의해 몇 겹으로 가
려져 있다. ‘나’는 호기심으로 백작 거지를 관찰하면서, 오직 그를 둘러싼 무
성한 소문들만을 수집할 수 있을 뿐이다. 백작거지의 존재는 전후 남한의 서
울을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는 혼돈 그 자체다. 그래서 그가 백화점 앞에서 
기어가는 개미를 관찰하는 것만으로 일대에 대혼돈이 일어나 교통이 마비된
다거나, 시장통에서 행패를 부리는 이가 나타나면 당혹스러운 언사로 단숨에 
상황을 진정시켜버리기도 한다. 사회 어딘가에 존재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
되지 않는 이레귤러가 백작 거지다. 그것은 독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약으로 
작용하기도 하면서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여준다. 

“그게 또 구구해요. 어떤 재벌의 서자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말로는 어
느 목사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시 공부를 하다가 저렇게 돌
아버렸다고도 하고, 실연을 하고 저리 됐다고도 하고, 그거 뭐 믿을 수 있나
요.”140)

 백작 거지에 대한 구구한 사연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범선 문학 곳곳에 존
재하는 인물들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재벌의 서자’라고 하면 고향 
땅 지주의 아들로 등장하는 장편소설 검은 해협을 떠올릴 수 있다. ‘어느 

140) 이범선, ｢미친 녀석｣, 12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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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피해자｣의 요한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고, 
‘고시 공부를 하다가 저렇게 돌아버렸다’로 시작하는 마지막 언급은 이범선
의 장편소설 흰 까마귀의 수기에 나오는 어느 월남민 출신의 판사 이야기
처럼 보인다. 결국 백작 거지는 여느 이범선의 소설 속 주요 화자들의 위치
와 같은 월남민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 백작 거지를 이해할 길은 묘
연하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수수께끼이기 때문이다.
 백작 거지가 ‘나’의 말처럼 거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
고서야 독자들은 그를 한낱 ‘미친 녀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백
작 거지에게 투영된 다양한 삶의 편린들이 작가의 의도로부터 하나의 형상으
로 제시되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논리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귀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다. 백작 거지와 직접 대화할 기회가 생긴 ‘나’는 
그에게 그가 늘 달고다니는 맥주 뚜껑과 자물쇠에 대해 묻게 된다. 백작 거
지에게 병뚜껑은 모두 훈장이며, 어깨에 난 구멍은 장군들이 다는 별이다. 
그의 이런 황당한 발언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면서 웃어넘긴다. 
여기서 백작거지의 언행은 마치 어린아이의 놀이를 연상케한다. 병뚜껑와 넝
마가 되어 구멍난 옷을 훈장과 별로 치환하고, 자신이 직접 장군이되고자 하
는 백작거지의 놀이인 것이다. 문학적 성향의 최초 흔적들이 어린이의 ‘놀이’
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말한적 있는 프로이트는 사물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함
으로써 세계를 창조하는 어린아이들의 ‘놀이’ 안에는 그것에 대립하는 현실
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았다.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현실과 유희 
세계를 상상적 대상과 상황들로 매개하여 연결하고자 한다.141) 백작 거지 역
시 자신만의 논리로 세계를 재편하는 예술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백작 거지의 유희에 동참하는 포즈를 취함으로서 그의 이야기를 듣
는 것에 성공한다. 하지만 어깨에 뚫린 구멍을 장군의 별이라고 생각하는 백
작 거지가 구멍을 새로 뚫어서 별이 네 개인 ‘대장’이 되려고 한다고 말하
자, ‘나’는 어이없어 하며 그것이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되묻는
다. 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한 ‘나’는 자물쇠 얘기로 화제

141)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장진 역, ｢작가와 몽상｣,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
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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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돌린다. 또 다시 황당한 장난을 듣게 될 것이라 예상했던 ‘나’는 자물쇠
를 자물쇠라고 말하는 백작 거지의 말에 놀란다. 백작거지의 겉모습에 현혹
된 ‘나’는 그의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놀이의 일부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자
물쇠는 백작거지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현실이었고, 그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자물쇠는 백작 거지가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그 너머에 감추
고 있다. 백작 거지는 자물쇠라는 실체를 통해 자신이 말해선 안되는 이야기
를 억누른다. 백작거지가 이처럼 번거로운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실체
를 부여하지 않으면, 스스로 실토해버릴 만큼 그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싶다
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시점에서 백작 거지를 
이해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러자 백작 거지는 ‘나’의 가슴을 푹 찌르며 “꼭 
잠가!”라는 당부를 남긴 채 절뚝거리며 동대문 저편으로 사라진다. 
 백작거지가 ‘나’에게 건넨 경고의 말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 ‘나’
를 향해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만은 전해진다. 그에게 자신이 먹던 
‘호콩’을 나눠준 점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부분은 그가 지금까지 타
자와 맺어왔던 관계와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인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 ‘나’의 
앞에 나타나지 않던 백작 거지는 동대문 옹벽에 목을 맨 모습으로 발견된다. 
백작 거지의 죽음은 동대문 일대의 상인들에게 충격과 의아함을 남겼는데, 
작품 속 주민들은 그가 왜 죽었는지보다 어떻게 죽었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 
그동안 백작 거지를 부랑자나 광인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를 이
해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작거지의 죽음이 마치 의
미를 알 수 없는 현대 미술작품처럼 동대문 옹벽에 전시된 장면은 ‘나’의 감
각을 자극한다. 그가 옹벽으로부터 내려졌을 때 ‘나’는 묘한 기시감을 느낀
다. 그가 주저 앉은 모습이 마치 자신의 가게 쇼윈도 앞에서 주저 앉아 호콩
을 먹던 모습과 겹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예수를 연상케 하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힘 없이 늘어진 두 팔을 보며 ‘나’는 백작거지가 사람들이 말하
는 것처럼 미친 사람이 아닌, 자신들과 같은 멀쩡한 사람은 아닐까 하는 의
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질문은 이내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여기서 화자가 웃어넘긴 백
작거지의 죽음이 주는 꺼림직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가 ‘나’의 의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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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미치지 않았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소문만 무성한 백작거지의 신
분은 ‘국민 되기’를 강요받아온 월남민의 관점에서 지극히 위태로운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힐 ‘신분증’ 같은 것을 소지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위태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무형의 조건들이 월남민들의 
삶에 간섭하고 있었다. 오히려 ‘신분증’은 월남민들에게는 자신의 본모습을 
숨기는 가면이 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다시 말해,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은 ‘거짓말을 해선 안된다’는 평범한 도덕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어
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강요받는다. ｢사망보류｣의 철이나 박 선
생처럼, 어떤 이들은 현실을 외면해야만 현실을 살아갈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모순적 존재들이다. 
 백작거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다녔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정한다. 백작거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검열 
당하는 삶 대신 자유로운 삶을 택했다. 그리고 그는 동대문에서 자신과 닮은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월남민 공동체는 남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초의 월남 동기와는 상관 없이 반공주의를 체화하면서, 극심한 자기 
검열에 시달리는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다. 백작거지는 그러한 삶을 거부하
고, 내면에 있는 자신의 분노를 꺼트리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 이범선은 월
남하여 반공주의에 의해 억압되면서도, 자신의 내면에 분노를 간직한 인물을 
형상화하여 월남민 공동체 내부의 차이를 말하고자 했다. 소위 ‘반공전사’로 
일컬어지는 특정한 대표자 이미지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며, 오히
려 소통과 유대를 방해하는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작거지의 경고는 ‘나’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그저 잠깐의 기시
감으로 그치고 이내 옹벽 앞에서 웃음으로 흩어지고 만다. 이러한 결말은 남
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공존을 위한 작가의 노력이 동력을 잃어버리
고 있던 후기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한다. 결국 주검과 그 낯선 이미지
들만이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 그것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가로지르는 한반도
의 근현대사 속 폭력의 다양한 전이들이며, 아물어도 지워지지는 않는 흉터
가 되어 현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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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범선 문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대립하는 두 가지 경향의 초기 단편소
설에 치중된 측면이 있었고, 이는 이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던 작가의 
문학세계 전반을 살펴보는데는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이범선 문학
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 이른바 서정주의적 접근 방법이나, 리얼리즘적 
접근 방법은 겉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그 이면에는 공통적으로 월남을 경험한 
작가의 억압된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이범선은 전통적 공동체에 대한 동경
이나, 남한 사회의 부조리함을 겉으로 내세우면서도 고향 상실과 그로 인한 
고통과 소외의 기억들을 작품화했다. 
 해방 직후 공산당의 토지개혁을 계기로 월남하게 된 이범선은 한국전쟁 당
시 거제도에서의 피난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공동체 속에서 월남민들이 
받아야 했던 소외와 남북 분단이 현실화되면서 그들의 고향 회복 의지가 좌
절되는 장면을 작가 특유의 감각적인 시선으로 포착한다. 그들이 남한 사회
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면에 분노와 울분을 품은 채 사라져간 이유는 반공주
의로 물들기 시작한 전후 남한사회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이북에서의 과거 
기억들을 소거하거나 왜곡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월남민의 억압된 내면이 표면화되는 과정은 모방 충동보다 환상 충동의 영
향을 더 많이 받아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캐서린 흄은 문학 작품이 
창작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동기로서 모방 충동과 환상 충동 개념을 제
시했고, 환상 충동은 현실에 변화를 몰고 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욕
망에 강하게 반응한다. 이범선의 초기 작품에서 고향상실을 경험한 인물들의 
내면이 환각이나 환상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범선은 고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구도
의 소설들을 실험했다. ‘두 가정’ 모티프는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창작된 
이범선의 장편소설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티프다. 전후 남한사회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로 말미암아 반공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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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도시화, 공업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범선은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제시된 ‘새 가정’의 형태를 빌려 ‘두 가정’ 모티프로 
파고들었다. 북쪽에서의 가정과 남쪽에서의 가정, 두 가정을 갖게 된 인물들
의 갈등을 중심으로 조망하고, 두 가정이 결합할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남
쪽에 새로운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휘말려 죽은줄 알았던 
북쪽의 가족과 우연히 재회하게 된다는 큰 뼈대는 반공주의에 의해 거부되고 
왜곡된 이북에서의 삶이 전후 남한사회의 곳곳에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작가 
이범선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두 가정’ 모티프는 성공
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말부에 나타난 돌발적인 이미지들, 작중인물들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선택이 만들어낸 기이한 공존의 상태들은 일부일처
제의 사회적 금기와 부딪히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자체는 반공주의에 의해 억압되는 기억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범선의 후
기 작품들은 초기에 보였던 분노와 울분을 냉소와 풍자, 공허의 분위기로 전
환시키고 있다. 고착화되는 남북분단의 현실과 월남민 공동체 깊숙한 곳까지 
내재화된 반공주의가 전후 남한사회 전체를 무감각한 공동체로 만들어갔기 
때문이다. 전후 남한사회의 반공주의는 특히 월남민 공동체 안에 깊이 파고
들어 그들 구성원들을 끊임없는 자기 검열의 굴레에 빠트렸고, 이들 월남민 
공동체는 ‘반공 전사’, 이북에서의 생활방식을 지키는 순수한 이미지로 그려
졌던 것과 비교되는 이면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 검열은 월남민들 사이의 유
대 가능성조차 말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 이범선은 부랑자, 실업자, 광인처럼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
의 인물들을 등장시킨다. 상식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인물 유형들은 수수께끼 
같은 말들로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들 내면에 타다 남은 ‘카바이트’
의 잔열이 남아 있는 한, 분단 현실이 만들어낸 타자에게 무감각한 공동체는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전후 남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월남민 공동체가 
선택한 발전주의와 반공주의, 그리고 맹목적인 기독교 교리가 가혹한 자기 
검열의 굴레 끝에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이범선의 
관점은 그의 문학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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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sire and Frustration of Restoration of 
Hometown in Lee Bum-sun Literature

Seo DongGy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artist's 
consciousness flowing along the base of the work along with the 
process of the loss of hometown and the desire of the artist to 
restore his hometown. Lee Beom-seon, who came to South Korea 
from Unhak-ri, Pyeongannam-do, the following year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puts his life in the north 
behind him and plans a new life in the South. However, not only 
did he lose his hometown due to the chaotic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during this 
period, but the social atmosphere, which could not even testify to 
his hometown in his memory,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artist's 
work. However, in the existing research method, it seems that the 
artist's work activities were divided into lyrical and realistic works, 
and by focusing on the surface meaning that the work is building, 
it was not possible to proceed to a deep understanding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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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s creative inten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tent of neurotic compulsion 
covered in Freud's psychoanalysis and reveals that the elements 
placed in Lee Bum-sun's individual works are connected with 
different appearances. Chapter 2 reveals that Lee Beom-sun's 
early short stories are only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Lee 
Beom-sun's literary style, which is opposed to lyricism and 
realism, and behind it, the writer's loss of hometown and 
willingness to recover from it are presented in conjunction with 
social alienation. Lee Beom-sun's work group, represented by ｢학
Hak Village People｣, presents the traditional community of 
agricultural society as an ideal, and has previously been evaluated 
as expressing the restoration of humanity in a lyrical way. 
However, in the appearance of the community presented by Lee 
Bum-sun, a person in a position of alienation from the 
community appears. The anxiety of characters who cannot 
communicate and are isolated is underlying throughout the work. 
In the case of Lee Beom-sun's other representative work, ｢
Obaltan｣, it seems to be at odds with ｢Hak Village People｣ in the 
background and characters, but the despair of individuals who 
were alienated and forced to exaggerate moral consciousness in 
postwar South Korean society is deeply expressed.
 Chapter 3 analyzes Lee Bum-sun's novel experiment called "Two 
Families" Motif. As the division between the two Koreas becomes 
an irreversible reality and gradually becomes entrenched, Lee 
Beom-sun restores and attempts the ties and love needed to live 
in South Korean society through a novel experiment called "Two 
Families" Motif. The main point of this experiment consists of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wo families' in the north and south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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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together in a prevailing anti-communist society. The "Two 
Families" Motif deals with a series of incidents that take place 
when a male figure who broke up with a family in the north and 
created a new family in the south meets the family in the north 
who later defected to the South again. Here, the characters clash 
with the social outside of monogamy and show obsessive 
symptoms. The obsession that appears in them is part of the 
identity of the people who defected to the South, created by the 
Korean War and the anti-communist social atmosphere.
 After the Korean War, South Korean society united and 
mobilized the people with strong anti-communism under the Cold 
War system. In the process, the categories of normal and 
abnormal were strictly divided, and individuals were fragmented.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conflict between the 
characters experiencing contradictions in the general 
modernization aspect and the characters in Lee Bum-sun's 
literature is the suppression and alienation of memories due to 
the identity of the people who defected to the South. "Two 
Families" Motif creates a unique image by strangely coexisting 
families that are not recognized as one family through literary 
imagination. It can be said that Lee Beom-sun's attempt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harmony and coexistence of the two 
families beyond social taboos was an important attempt as an 
attempt to reveal the differences existing among the people who 
defected to the South.
 Chapter 4 satirizes South Korean society, which has become 
insensitive to ties and love amid accelerating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plans, focusing on the later short stories 
since the 1970s, and focuses on the artist's activities i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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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er than talking about active harmony and coexistence, Lee 
Beom-sun's literature tends to be more subdued inside, and works 
such as ｢The Handwriting of a White Crow｣, which is considered 
an autobiographical novel, criticize South Korean society that has 
become insensitive to the suffering of others through the inside of 
the people who defected to the South. The novel, also seen as a 
reflection on "Two Families" Motif, helps to understand several 
characters with closed egos in Lee Bum-sun's short stories. 
Locksmiths and Counts, which appear in ｢도장지Dojangji｣ and ｢미
친 녀석Crazy Guys｣, satirize civilized cities by revealing a sense of 
alienation to Seoul revived by economic development. The figure 
type that appeared during this period is drawing attention as it 
imitates the typical cases of so-called social maladjusters such as 
vagrants, unemployed, and madmen, while complexly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the inter-Korean division of identity of the 
people who defected in the South. In the face of the chaos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liberation to the Korean War and the 
violence of anti-communism, Lee Beom-sun, a writer from North 
Korea, is paying attention to the overall numbness of society and 
the double suffering of the people who defected in the South.
 Lee Beom-seon, a writer from North Korea, actively engaged in 
literary activities from 1955 to 1981 based on his experience of 
moving to the South and evacuation. It can be said that he is a 
writer who captures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sense of loss 
of his hometown as the people who defected to the South and 
the anti-communist social atmosphere after the Korean War, and 
he tried to paint the unspeakable personal pain by actively 
utilizing his sensor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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