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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미침’， 그 ‘감춤’과 ‘드러냄’의 며학적 보고* 

李 珠 휩、>x 

l. 들여가변셔 

작품은 작가의 손을 1떠냐는 순간부터 하나의 우주이마 그 우주 

는 작기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작가가 의도적으로 통재할 수 없는 요 

소를 이미 자기얀에 지니고 있마. 자가운동을 하는 이 우주는 F「한히

되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의 시공간이다. 이 우주는 무앗인가라는 질 

문으로부터 왜，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를 

기술하고 설병하는 이론적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만약 이러 

한 시도를 통하여 우주의 존재를 완벽하게 해명하는 이론이 빨견펀다 

띤， 그것은 독자의 이성의 최종적인 승려가 될 것이다. 바로소 우리는 

칭-조자의 마음을 해야힐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생서처텀 떠받들어지기도 하지만 작가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언 

술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자. 텍스트에 대한 창조자의 연술은 때로 창 

조물을 이해하는 길잡이노릇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글쓰기전략에 

따라 의도작으로 왜곡하는 띠l도 있는데마 섣령 그렇지 않더라또 우주 

스스로 자기복재와 재생산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터라 칭조자의 윈래 

* 본 논문은 1995년도 재단법인 인제연구장학/이1 단의 띤구비 보조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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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도와는 탈리 창조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피와 무게로 붙어나거 

나 줄어드는 경우도 숱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 우주의 갖가지 의미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자기 나름의 모습을 드 

러내 가는가를 살펴보자. 의미항들은 반복(repe디tion)과 변형 (variation)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풍부하게 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관칠시켜 나간다. 

다만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 반복과 변형의 조합과 분열이 

작가의 글쓰기 전략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때론 그것을 배반한다는 점 

이다 

이 글에 새로우면서 기이한 것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글은 연구자라면 누구나 이전에 한번쯤은 눈여겨보았음직한， 그리 

하여 나름대로의 문학적 상상력을 한껏 발휘하여 보았을 의미항에 대 

해， 혹은 그것들의 소설 내적 관계에 대해 제한된 문제의식의 영역속 

에서 묻고 탑할 따름이다. 여기에서 제한된 문제의식의 영역이라고 한 

것은 첫째는 텍스트 내부의 질서를 우선적으로 판찰한다는 것， 다시 

말해 텍스트의 바깥의 사실을 끌어당겨 텍스트 내부의 질서를 해명하 

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제한된 지띤에 따른 글 

쓰기의 편의를 위해 이 글에서는 여타의 문제의식， 이를테면 이 작품 

의 문학적 샤공간에 관한 논의 등은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한가지 

문제의식 - ‘폭력’과 ‘광기’， 그 ‘감춤’과 ‘드러냄’의 구조 만을 붙들고 

논리를 전개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나가노라면 이 작품이 지니 

고 있는 의미구조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2. 새로운 세계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작품의 첫머리가 작가의 글쓰기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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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새삼스레 지적할 펼요가 없을 것이다 작품과 독자가 최초로 

상변하는 첫머리는 독자에게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써 독자의 읽기행위를 수윌치 않게 하려는 작가악 감춤의 의도와， 그 

렘에도 불구하고 작품 전체익 분위기를 전달하여 독자를 끌어당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드러냄의 의도가 모순적으로 부딪치는， 그라하여 긴 

징검이 가정 팽팽한 지점이다 

<굉 인일기>의 1장은 바로 그러한 좋은 예이며， 사실 작가는 독 

자가 알아차리든 어떻든 1장에서 가장 주요한 의마항틀을 드러내놓고 

였디. ‘달’은 그 첫번째악 의미향이다. 오늘밤 참으로 밝은 ‘달’은 자띤 

현상으로서의 달이다- 그러냐 매가 달을 보지 못한 져 벨써 30여년이 

되 었다’1)라고 하였을 때 의 ‘달’은 그저 밥하늘에 떠 있는 자띤 채 의 일 

부. 즉 타자화된 객관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의 

‘달’은 ‘나’의 주처1 적 사유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함께 지닌다 자띤현상 

으로부터 사융공간으로 잔화된 ‘탈’을 통해 ‘나’는 ‘지냐온 30여년이 온 

통 혼미함이었다’2)는 사실， 즉 자신의 세계인식이 관습적이고 일상적 

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다. 여기에서의 ‘탈’은 ·나’의 인삭제계 

의 전환을 새로이 계기지워주는 의마항여다. 

그리나 관습화된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식은 계의 힐끗가림 

이 거슬렬 정도로 ‘나’에게조차 낯설고 두려운 것이다. ‘나’는 아직 과 

거의 인식체계와 현재의 새로운 그것 사이의 경계선위에 서 았으며， 

냐의 인식체계는 새롭긴 하지만 완전하거나 미넙지는 못하다. 그래서 

‘오늘은 전혀 달빛이 없으니 좋지 못한 정조라는 것을 난 얀다’3)고 하 

였듯이， 자연현상으로서의 ‘달’의 부재는 곧 사유공간의 축소를 낳고 인 

1) 我不兒他， 다j쇼 三 | 多서'-，(1쉰) 

2) 才知편以비j따! ←~I →多〈F ， ↑}it똥뜸，(1파) 

3) 今天싼if꺼 光， 4ktllj딘↑、妙.(2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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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환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감성적이고 즉자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 

는 ‘나’의 인식체계는 자신의 삶의 존재조건에 대한 띤밀한 분석과 해명 

을 거쳐야만 완전하고 철저한 세계인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의 2장으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는 바로 ‘나’의 삶을 규 

정짓고 있는 존재조건에 대한 물음과 답변을 통해 그 본질을 분석하 

고 해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가치고 난 ‘나’의 세계인 

식은 어느 사나이와의 대화중에서 엿볼 수 있듯이 보다 분벙해진다 

‘날씨야 정말 좋고 달빛 또한 아주 밝아졌다’4)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 

로 그것이다. 칠문을 회피하려는 사나이의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라 

는 얼버무림에 대하여， ‘나’의 사유공간속에는 ‘날씨가 정말 좋다’라는 

사실에 대헌 긍정과 더 붙어 ‘달빛 역시 밝아졌다’는 병료한 인식으로 

의 전변이 드러난다. 곧 이 느닷없는 ‘달’빛의 출현은 새로운 인삭제제 

가 유지될 뿐 아니라 보다 병정해졌음을 의미한다 결국 ‘달’은 현재를 

과거와 구분지어주는 자연현상이자 ‘나’의 사유공간이다. 또한 ‘달’은 

‘나’의 인삭제계의 전환의 계기이자 인식체제의 완전성을 입증하는 가 

늠자이기도 하다. 

이제 다시 1장으로 되돌아가자. ‘나’는 30년이 넘도록 유지되아온 

나의 인식의 틀을 부줘버리고 유난히 상쾌함을 맛보지만， 동시에 조심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것은 ‘나’를 흘끗흘끗 쳐 

다보는 조가네 ‘개’의 시선때문이다. ‘개’는 ‘달’에 이어 등장하는 주요 

한 의미항이다 그렇다띤 ‘개’는 이 작품에서 어떤 성격의 의미항일까? 

1장에서 ‘나’를 쳐다보았던 ‘개’의 시선은 상쾌했딘 ‘나’의 기분을 일시 

에 불안하게 만들었던 만큼，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넘긴디. 이후 ‘개’ 

의 시산은 조귀영감과 아이들 길거리 여자 그리고 여러 사람의 눈빛 

으로 바뀌어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닌다. 그리고 괴상한 눈초리(怪眼 

4) 天氣是好， 月 色也iR亮 γ (8ê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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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와 괴상한 눈(怪眼購)으로 대표되는 험악한 눈초리(眼光써狼)는 늘 

상 ‘쩍 별린 입’(張嘴)파 푸트딩딩한 얼굴(鐵묶的驗色， 춤面， 滿驗좁色) , 

뻐드렁니(獲牙) 등의 흉칙스런 모습(에相)과 함께 한다- 그리고 이 형 

용사들은 길거리의 여인에게서 ‘물어뜯다’(뺏 n)로， 이리마을(狼子村)에 

서는 ‘때려죽이다’(打死)와 ‘심장을 꺼내다’(段出心따來) , ‘기름으로 튀 

기다’(用油펙妙) 등의 폭력적인 동작으로 옮겨진다. 

이 작품에는 이러한 폭랙을 암시하는 형용사와 동사가 반복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상은 ‘개’의 모습 및 동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개’는 이리마(을(狼子村)의 이리와 하이에 

나 등의 개과(:*:fl) 의 떤형을 통해 그 의미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 7장 

에서 ‘나’는 ‘그들이 죽은 고기밖에 맥을 줄 모른다’는 사실로부터 하 

이에나를 떤상하고 ‘이리’ 및 ‘개’와의 친족관계를 거쳐 ‘조가너1 개’까 

지 연결시킨디. 즉 형을 포함한 마을사람틀의 ‘식인성’은 하이에나의 

잔인성 및 흉포성괴 연관되며 이리마을의 폭력성을 거쳐 ‘조가네 개’ 

에까지 그 의미망을 확장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6징에서의 ‘조기네 

개가 또 젖기 시작한다’의 ‘또(又)’의 의미에 주의할 필요기 있다 야기 

에서의 ‘개’가 짖는다는 건 단순히 폭력적 공간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개기- 짖는다’의 반복을 밝힘으로써 ‘개’의 ‘짖음’은 의미있는 

사건이 되며， 독자에게 ‘개’가 지니고 있는 폭력성을 거듭 환기시켜 주 

는 것이1.:}. 결국 ‘개’는 ‘나’의 과가로부터 현재까지의 존재조건괴 관련 

을 맺는， 시공간의 폭략상의 투사물로서 ‘달’과 상반되는 의미항이다. 

1장에서 ‘내가 열리 있다’고 여기는 두려움은 바로 ‘달’과 ‘개’의 

긴장관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고 보면 1장은 천상의 달과 지 

상의 개， 밝음괴 음침함， 상쾌함과 조심스러움， 지금파 지난날， ‘내가 

바라보다’와 ‘개가 보다(내기 보여지다)’ 등의 이항대립적 구조로 이루 

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익 대립적 구조는 새로운 인식과 폭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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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벗어나고픔의 딩위와 붙들어뱀의 존재 등의 의미로 확산되고 았다. 

이항대립적 구조에서 가장 주의를 끄는 것은 ‘바라보다’와 ‘보여 

지다’， 즉 ‘바라봄’의 주제와 ‘보여짐’의 대상간의 관계이다. 1정에서 

(달을) 바라보는 ‘나’와 (개에 의해) 보여지는 ‘나’는 시션의 쌍향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바로 이 시선의 쌍향성이 지넌 상충된 의미가 ‘나’에 

게 불안감을 가져다 준다. 그렇다면 이후 ‘나’와 타자의 시선의 방향은 

어떠한지 1장 이후를 살펴보자. 

@ 그밖에도 칠팔 명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귀를 바짝 기울 

인 채 니에 대해 쑥덕거리고 있었는데， 내가 볼까봐 두려워하기 

도 하였다.(2장)5) 

@ 그중에서도 제일 흉칙해 보이는 한 사람이 입을 쩍 벨라 

고 나를 향해 소리내어 웃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오 

싹 끼쳤다.(2장)6) 

@ 그 무랩이라면 아직 그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 

무엇때문에 두려워하는 듯하고 해치려는 듯한 이상한 눈초리로 

오늘 나를 째려보았을까? 이건 정말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어 

리둥절하게 하며，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다.(2장)7) 

@ 그녀(어제 길거리에서의 여인)의 눈은 날 쳐다보고 있었 

다. 냐는 섬찢 놀라고 그 놀라움을 감출 길이 없었디 .(3장)8) 

@ 내가 곁에서 한 마디 참견을 하였더니 소작인과 큰 형이 

나를 흘긋흘뭇 쳐다보는 것이었다 오늘에야 그틀의 눈초리가 밖 

에 있는 그 사람들과 아주 꼭 같다는 것을 알았다.(3장)9) 

5) 週有七/\.個人， 交흉fl接耳的識5命:}x ， x↑임짧휠캘‘.(2章) 
6) 其띠最l왜的一個人， 張현~D짧， 對~笑 T ---笑; 我便從頭直冷폐때II없， I헬싼他f門布 

置， 都已종當了 .(2章) 

7) 那時候他們運沒有出 Ut, 何以今天也IW차怪IJ麻， 似乎伯我， 似乎想害我 這쉰 
敎我伯， 敎我納FE而且傷心 我明띄 T. ~둡是他11엔娘老子敎的!(2章) 

8) 他(昨天街上的那11펙女人)11R麻쐐휠휩양 'JHI:\Y-짧， )떤施不住.(3章) 

9) 我揮 r 一句嘴， 1田戶和:*:哥使都看흉幾11R. 今天才l탤得他們的PR光， 즈는 I페外f띠的 
7J1lf火人 →핸←→樣 想起來， 我從頂上直冷到뼈]眼 (3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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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늙은이의 눈에는 흉악한 빛이 가득차 았었는데， 내가 

보고 얄아차럴까봐 두려워했다.(4장)10) 

? 그저 머리룹 수그리고 땅을 내려다 보면서도 안경테 너 
머로 흘끔흘끔 나를 흡쳐보고 있었다사실 이 늙은이가 방나 

니이고 변장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4 

장)11.' 

@ 몇그개 조가òn 개가 나를 흘끗흘끗 쳐마보았는데， 그 녀 

석도 함께 모의하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였 

다 (7장) 12) 

(1짙줍 부분은 ‘나’가 ‘바라봉’의 주체， 굵은 부분은 타자가 ‘바 

라봉’의 주체) 

195 

위의 예문에세 우섣 알 수 있는 것은 @파 @을 저l외하고 ‘바라 

봄’괴 ‘보여점’은 향상 두꾀움을 까져다 준다는 점이다. @과 @은 ‘나’ 

의 ‘바라봄‘어l 대한 타자익 뚜려움을 그리고 (2;@@(5l는 타자의 ‘바라 

봄’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의 시선을 두려워함은 

근본적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식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여지만， ‘나’와 

타자의 두려움은 질적으로 다르다- 타자의 두려움은 자거와의 다릅， 

일상성에서 벗어난 낯설음을 용인하려 들지 않는 데에서 바롯된 두려 

움이지만， ‘나r의 두려움은 타자의 폭력성을 담은 시선에서 비롯된 두 

댐움이다- 곧 ‘나’의 두려움은 ‘달’과 ‘개’의 긴장관계가 일으킨 두려움 

이 타자의 시선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와 타자사이의 ‘바라봄’과 ‘보여짐’의 관계는 어떤 형 

태로 나타날까? @1과 @1에서익 ‘나’의 바라봄은 설현되긴 하지만， 타자 

의 두려움에 의한 회펴로 말πl 암아 타자에게는 의미있는 행위로 되지 

10) 他( →깨老핏子)滿j핀 l씩光， 11^1캘看LL1.(4헨) 
11) 只갚低댔向쉽 J맨， 從nQijihii상 1댐1담看~， ...... μ침값꾀不知펴칠老따子깜깜q 

r 득H}(깨!(4한} 

12) 때天돼家D:J Jíl 휴됐幾l없， 可兒ftUE1103%， IF ELf쫓팎 (7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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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즉 타자에게 있어서는 ‘바라봄’만 존재할 뿐， ‘보여집’이 존재 

하지 않는다. 반변 나머지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타자의 ‘바 

라봄’의 대상이자， 타자의 ‘바라폼’을 바라보는 주체이기도 하다. ‘나’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타자에 의해 ‘보여지는 나’ 

외에， 타자를 ‘바라보는 나’가 동시에 존재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나’에게서 있어서는 ‘바라봄’파 ‘보여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다 13) 

‘바라봄’만이 존재하는 타자， 그리고 ‘바라봄’과 ‘보여짐’이 동시에 

존재하는 ‘나’， 바로 이 차이가 반성적 사유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가늠한다. ‘바라봄’만이 존재하는 타자는 자신의 삶은 물론 사 

유체계까지도 타인의 그것들에 종속시검으로써 일성성에 투항하고 낯 

설읍을 거부한다. 타자의 ‘나’에 대한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사선은 바 

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반면 ‘바라봄’과 ‘보여점’이 동시에 존재 

하는 ‘나’는 양자간의 긴장관계가 가저다 주는 두려움속에 고립되고 

소외된 ‘나’에게서 벗어나려 한다. (2J@@(5)에서처럼 ‘바라봄’과 ‘보여 

짐’의 봉사적 존재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 바로 ‘나’가 타자의 시선을 해부하는 것이다. ‘나’는 이 과 

정을 거침으로써 ‘나’ 자신의 존재조건에 대한 앓을 획득한다 14) 

타자의 시선을 해부하면서 ‘나’가 깨닫게 된 것은 타자의 시산의 

동질성이다. 1장의 ‘개’의 시선을 연상시키는 타자의 시선은 작대적이 

고 폭력적이다. 세계인식을 새로이 한 ‘나’가 ‘문’을 나서서 맨처음 맞 

닥뜨린 것은 ‘나를 두려워 하는 듯하고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같기도 

13) 이 작품이 1인칭 화자의 일기체 소설형식으로 이루어져 았다는 점으로 말 
미암아， ‘나’가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곧 ‘바라봄’과 ‘보여짐’이 동 

시에 존재함을 의미하게 만든다 

14) ø의 ‘땐得’，@의 ‘明白’，(5)의 ‘ 1헬得’ 등은 두려움과 동시에 않을 획득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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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귀영감의 이상한 눈빛’15)이다. 이후 거리의 사람의 날 두려워하 

는 눈빚은 조귀영감의 그것과 똑같고，16) 아이들의 눈빛 역시 조귀영감 

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는다17) 집안사람들의 눈벚 역사 거리의 여인 

및 한떼의 사람들의 눈빛과 똑같고，18) 소작인파 형의 눈빚 역시 바깥 

사람들과 아주 똑같다 19) 자신이 새로운 세계로의 출구리고 여겼던 문 

의 안팎 모두가， 인간관계의 친소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질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다. 그러고는 마침내 ‘나’는 생선익 눈깔에서도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시선의 동낄성을 확인하게 된다 20) 

이같은 타자의 시선의 동칠성을 깨닫게 되는 과정은 ‘可知’와 ‘不

可知’의 이항대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1) 타자의 시선속에 독과 칼이 

가득차 있음을 알아내 긴 하였지 만 22) ‘나’는 야 전히 타자의 세 계 의 본 

질을 긴파해내지는 못하다가23) 역사책을 밤새 들추어 보고서야 그것 

이 ‘吃人’임 을 얄아낸다 24) 타자의 시 선속에 감추어 잔 세 계 의 본침 이 

‘식인성’임을 파악했을 때 ，(J)과 @에서처램 타자의 시선은 더이상 ‘니’ 

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지 않으며， 곧바로 밟을 가져디→ 준다.정) ‘나’기 

지니고 있는 ‘바리봉’과 ‘보여짐’의 썽향성은 곧바로 ‘나’에게 ‘앓 

15) 댐뭔찌꺼IIL~~f;[i↑F‘ 似1'1'(1짜， μ、1끽E!;탄짜 (2 ,‘F) 
16) 찮1î七/\띠人 ...... x.↑1']看JL →路上的人， XlíJ간씨1J1t.(2쉰) 

17) 따im .... !火小孩 f , ...... 1I1H~t미IUJfiCl쳤 ‘ 짜 (2 샤:) 

18) 따il"J (家덴떠人) fl':J 1떠~， lß "Í~JU씨人← →채 (3덴) 
19)(t띠꺼( im戶 께[ 太 :1j)씨(따光， ([': 1'0 5'H띠[찌꺼j{火人 →짜 →양 (3페':) 
20) 這찌떠RtlI년j ， 1 '1 r띠 It iJilí, 01~ 휩1I1rL r페꺼; →{火씬J111ι/\[1낀人 채 

21) 작품속에서 이헝매립되야 있는 可知의 서l 계와 不띤‘7、11 의 세계는 점차 可써1 

의 세계로 통일푸1 다 작품 곳곳에 나타난 ‘ fl}J더’ ‘ 115i낌’ ‘쩌 1펴’ ‘看 fl{ ’ ‘↑끼낌’ 

는 ‘나’의 앞이 이 덩 거1 확장되 어 가는가를 보여 준다. 

22) 짜看出떠폐 11 1 ↑암싸， 껏 11 1↑쏘刀.(3파) 

23) 매{l"J似1JJU 1J 'I)}cl.\, 짜令쐐不11:' ...... JxJJjí rtJ ði1J14 :t U{lliiIJfJI깨心/lil， 7EfaE•J (3 쉰) 
24) {f떼看 Uf↑갓， *f￡/jrif ↑ r~ ;f릅 Jl1/Jt來， ìi해기，: Y\lí 점;Ì'} pfj i띠 /f?J긴‘ 112-:人’ !(3텐) 

25) éD의 ‘어짜 모르겠는가(간不tUjfj)’와 @의 ‘알 수 있다(可감)’가 바로 이러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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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을 가져다 주고l 그 ‘앓’은 타자의 세계인식을 비판하고 

개조하는 ‘힘’ (Power) 이 된다객i 그리하여 ‘나’는 “샤람 잡아 먹는 사람 

을 저주하는 일을 우선 형으로부터 시작해야겠다. 사람 잡아먹는 사람 

을 개선시키는 것도 우선 형부터 손을 써야겠다.’잉7)라고 다짐하는 것이다. 

3. 진실은 어떻게 드라나는가? 

‘바라봅’과 ‘보여점’의 동시적 존재가 ‘나’약 세계인식의 새로운 틀 

을 저l 공해 준었다면， 현실에 대한 ‘냐’의 견해는 어떻게 드려니는기? 

그리고 ‘나’는 가려워진 진실의 실체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다음으1 예 

문을 통해 이들 문제에 다가가 보자. 

제일 괴상한 껏은 어제 길꺼리에서 만난 그 여자이었는데， 

제 아이블 때리면서 압으로 이렇게 말하였마. “이 녀석 1 네 놈을 

몇 번 물어묻어 놔0]: 작성이 풀리겠다ft 그러면서도 그녀의 눈은 

나를 쳐다보고 있였마 나는 섣셋 높랐고 그 높라움을 감뜰 깊이 

없었는데‘ 흉약한 얼굴에 이를 드러낸 한 무리의 사람들은 모두 

26) 여기에서는 푸코가 《감시와 처별(Discipline and Punishl) 에서 언급한 시 
선의 불균형， 비대칭성， 그리고 이를 이용한 이상적인 권력장치로서의 판옵 

티콘(Panopticonl을 떠올려도 좋을 것이다. 인간의 지각행위를 이루는 ‘보 
다’와 ‘보이다’의 짝의 한 쪽을 없애버려면， 사선의 불균형을 낳고， 이 시션 
의 불균형은 앞의 불균형을 넣는마 앓의 불균형은 권력의 불균형으로 이어 

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담론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푸코는 지배담론의 형 
성에 있어서 ‘보마’와 ‘보이다’의 역 할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배담콘을 깨뜨 
럼에서 있어서도 ‘보다’와 ‘보이다’의 역할은 꽁일하게 작동필 수 있다. 즉 
권력과 밟의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선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 

면 안된다는 것， 다시 말해 ‘보이다’의 대상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의 
주체로서 존재함으로써 시션의 쌍향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27) 我誼JEn;t人的人， 先-從{m il:i;頭;갖SF?El1햄nε人的人， 也先從他 r.f. .(7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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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리로 웃었다않) 

여자의 ‘아이를 붙어뜯다’라는 음성에 대해 ‘나‘와 ‘한 무리의 사람 

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냐타낸다. 즉 ‘나’는 감출 길 없논 놀라움을 

드랴내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큰 소리의 웃음을 터뜨린다 이 차이 

는 발신자의 동일한 음성이 수신자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로 받아들 

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디. 그 의미악 다픔은 무엿인가? 서l 계에 대한 

인삭을 새로이 한 ‘나’에게는 푼자 그대로의 ‘물어뜯다’악 폭력적 의미 

를 지니지만， 폭력성에 젖어있는 여인이나 ‘한 무리의 샤럼’에게는 ‘혼 

내주다’의 일상적 의미에 지니지 않는다 29) ‘물어뜯다’라는 기표에 대 

해 여인파 ‘나?악 기의는 통일하지 않다는 것이디. 기표와 기의의 어긋 

남30)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인의 말을 암호로 받아들인다 )1 ) 여기에는 

발신자인 여인과 수신자인 나 사아에 언어적 코드악 상이함이 존재하 

며， 따라서 여인의 언어와 ‘나’의 언어는 현실의 지시대상이 다르다. 

그런데 바로 이라한 기표와 기의의 어긋남， 언어의 지시대상의 

빗나갑의 틈3깅을 통해 현상속에 감추어진 본질은 모습을 드랴내고， 현 

28) trJf쉽↑￥「애깜 Wr: k ffj 1: 1í':J Hlí([é1 !z 人， 打{따괴子챈맨ii~ti핀， “;캄 fll!f ! 짜빚1I~{.i);幾 
n 才 Hj 氣!" ítlll↓ 11폐 tp看까짜. 파{ { r -쩍， jlj뻐不fL J.~'; [:í'lírî쨌거: (1':J ↑火人 끼j 

!}llr~l~笑~來.(3쉰) 

29) 소쥐르의 <일반언어학강의 (Course in General Ling냐istics)>에 따르면， 언 
어는 ‘기표(signifiant)‘와 ‘기의 (signifié) ，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둘의 관계는 

자의적 관계이다 ‘기표’란 소리나 문자형태으} 언어의 물결작 성분을 가리키 
고， ‘기의’란 언어의 의미 작 성분을 가라킨다. 이 작품과 관련된 문제든 기 

표와 기의의 판계가 1:1의 정확한 대응을 이루지 못하고‘ 기의가 마끄려져 
수없이 많은 의미릎 확산한다는 점이다 

30)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가표에 대해 미끄러지면서 확산되는 기의틀간의 c-1 

긋남을 의미한다. 
31) 까看那女人“1닷깐;幾 r1 "fl싸핀 ...... 11)] r꺼￡|핍號.(31?) 

32) “‘인의도덕’이란 닫자 사이의 틈에서 ‘nε人’이란 두 개의 글자를 찾아냈마‘’ 

고 했을 때， 이 툼(經)이 바로 기표(문자 그대로의 인의도덕)와 기의(인의도 
덕의 현실적 구현양상)의 어긋남 λ'.61 의 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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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더마속에 초라해진 진실은 빚을 발한다. ‘나’는 기의의 미끄러짐 

을 통해 가표에 가리워진 본질과 진실을 보여줄 뿐이디. 위의 예문에 

서 ‘나’는 ‘붙어뜯다’라는 기표속에서 일상화되어 너무나 낯익은 폭력 

성 l걱머에 감추어진， 낯설지만 진정한 의미를 읽어낸다. 가표와 기의 

의 어긋남은 작품에서 반복되고 변형되며， 이 가운태에서 진실에 다기

갈 수 있는 실마리는 더욱 튼튼해진다. 역사서에서 찾아낸 ‘인의도덕’ 

이란 기표는 타자와는 달리 ‘나’에게 있어서 ‘吃人’여라는 기의로 받아 

들여질 뿐이며， ‘易子而食’이나 ;食肉寢皮’라는 기표 역사 ;吃人’의 폭력 

성의 기의로 읽혀질 뿐여다. 하냐의 기표에 대해 ‘나’와 타자의 기의가 

서로 사뭇 다를 때} 바로 그곳에 비정상， 비이성 혹은 광기라는 딱지 

가 타자에 의해 준버되어 있다33) 

하나의 기표에 매해 가의들이 어긋날 때 대화에서의 의사소통은 

가능할까? 4장이l서의 의사의 ‘진찰’이란 기표는 ‘나’에게 있어서 ‘살이 

썼는지 말랐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의 의미로， ‘靜養’이란 기표는 ‘실이 

오르면 그만큼 더 먹을 수 있다’의 의미로 인식된디. 당연하게도 형과 

‘나’， 의사와 ‘나’ 사이에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익 

디1 에서의 의사소통은 실현되지 않는다. 기표와 기의져 어긋날 때 의사 

33) 사회는 지배닫론의 바깥에 있는 자틀을 죽이기는 하지만， 결코 그틀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지는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관습과 법‘ 혹은 도 
덕뜰 등의 사회적 규범악 그불양을 이용한 비정상， III 야성 혹은 ‘미친 돔’이 
라는 딱지붙이기이다 이 작품의 7장과 10장의 다읍익 인용부분은 이를 잘 
보여준매. “니는 그놈들의 수법을 깨달았다. 직접 손으로 죽일 수는 없는 

일이고， 또 화가 미칠까 두려워 그렇게 할 애짱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들은 여렷이 연락을 취하고 그물을 쳐서 내가 자살하도록 팔아넣고 있는 
것이다(我應得他們的方타， 펴둔tjl殺 J ， 是不fr的， 而묘 tß不敢， '1때깨J 祝핑. ”타以 

f며 11'1太家連絡， 布펴7羅網， 通때티 }lk. 7章)" ‘ 이때 나는 다시금 그들의 교묘 
한 수볍을 얄았다 그들은 개심하려 하지 않았을 뿐다리 벨써 모든 일을 꾸 
며놓고 미치광이라는 이름을 준비하여 두었다가 내체 뒤집아 씌운 것이다 

(這맘i하， 我又J댄得→센二f밴 fFllftJ巧妙 J. f펴門뭘센不 ît l&， 而且E므以꺼f댄헨펴 F 
→f固깨ræ.\子따):'ft 띄 뿔 Ux. lO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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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상호성은 파괴되고 만다. 바로 이때 기표와 거의의 관계를 병 

팍혀 하기 위한 확인이 이루어진다잃)8장에서 ‘나’와 한 사나이의 대 

화부분만을 실펴보자.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옳은 엘이오?~' 

“흉년도 아넌더l 왜 사란을 잡아띄는단 말이오?" 

“옳은 잎여오?" 

“그런 일은 붙어서 무엇하려고 그라오 당선은 참 .. 농딛을 

잘하는구러 ...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군요‘” 

‘옳은 일이오7" 

“아니지 .... 

‘;옳지 않다고?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잡아먹으려고 하 

는 거요?" 

‘그런 일은 없윤" 

“없을 거라고? 늑껴촌에서는 지끔도 먹고 았야요- 페에도 

쓰여 았고， 새빨강고 싱싱하다나1 ‘’ 

‘나’는 ‘사람을 감아먹는 일’에 대해 사나이의 회피하려는 듯힌 얼 

바무럼에도 분구하고， ‘옳은 일이오(對碼)?’ ‘옳은 일이오(對嗚)?’ ‘옳 

은 일이오〔對D돼)?’ ‘옳지 않다고(不對)?’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沒 

춰的휩)‘) 등등 거둡 가듭 묻는다. 팍얀하는 물음이 반복됨에 따리 

‘나’와 사나이 사이으l 긴장 다사 말해 기표와 지의 사이의 긴장은 고 

조된다. 71 표와 기의 사이의 긴장이 고조힐수록， 본잘이 모습을 드러 

내고 진실이 빚을 발할 수 있는 틈은 넓어진다. 긴장이 최고조에 

않) 어련 아01 가 무앤기-룹 달라고 숲 [대， 아지 엄마는 λ}볼을 제시하면서 ‘이 

것?' ‘그덤 이것?’oq고 거쉽 픔는디. 여기에서의 아이의 ‘울음’은 기표。1 머， 

염마의 둡음은 아이의 기표에 강꽉히 대응되는 끼의뜸 찾는 파정아디- 이떼 

기표와 기과의 정착한 대응이 아루아지지 못할 때， 아이와 엠마의 관껴L 다 

시 밀해 가표쳐- 71 으l 의 관계는 더욱 긴장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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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을 때， ‘나’는 ‘나’의 사유공간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진 

실을 향한 의문의 한자락을 펄쳐보인다. “예전부터 그래왔다면 옳탄 

말이오?" 

이 물음은 앞 장인 7장에서 이미 “오랫동안 익숙한 탓에 나쁘다 

고 생각하질 않는 걸까?"많)라고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곧 언어의 

형태로 표명되는 이 물음은 ‘나’의 세계인식이 더이상 사고의 형태로 

만 머무르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불음은 사불 자체에 

대한 인식을 거쳐 살천을 향하여 내닫는， ‘냐’의 소박하지만 힘있는 첫 

발걸음이며， 10장에샤의 형과의 대화는 ‘냐’ 나름의 구체적인 실천이 

다. 이제 진설의 실마리를 움켜쥔 ‘나’는 진실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한 

발걸음을 빨리 한다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의 타자에 대한 언식이 그 

첫번째인데， 이 깨달음은 역시 행에게 언어의 형태36)로 다음과 같이 

표명된다. “사람을 좌아먹는 사람이 무슨 일안들 못하겠어요? 그들이 

나를 잡아먹을 수도， 형 님을 잡아먹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같은 패거 

리 안에서도 서로 잡아역을 겁니다" “너화가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결국 먹혀버라고 말거야 "37) 

여까에서 이어지는 인식이 바로 부정의 정신이다. 이 부정의 정 

신이 ‘바라봄’과 ‘보며짐’의 동시적 존재에 의해 가능한 반성적 사유에 

토대를 두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9장에서 이 u] ‘문지방’뼈아라는 

35) 還是歷來慣了‘ 不以寫~Iên.尼7(7章)

36) 가해자01자 피해자인 타자에 대한 인식 역서 이미 9장에서 디음과 같이 

사고의 형태로 예비되어 있었다. “자신은 샤람을 잡아먹으려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전 두려워서 모두들 지극히 의심스라운 눈초리로 서 

로 상대의 얼굴을 훔쳐본다(되己想吃人， 又↑티被別人吃了， 都f죄풀疑心極深的 

眼"Jé 面面ri=l關.)"
37) 吃人的人， 꽁밑빨事f故不 t~ ; ftl! {IJ~會吃我， hlf한nι 1iF ， -→f火멸面， m會Ê1 112:: .. 

•7 們要不改. 自 己션L힘吃盡.(10 뚫) 
38) 사실 ‘문자방‘은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무한 공간속에서 가장 의미있는 
무차원의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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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제기된 전환과 초월의 이미지는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부정의 

정선으로 구체화된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나 

아질 수 있어요. 그래선 안된다고 말씀하서l 요| 형님， 전 형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잊그제 소작인이 세금을 줄여달라고 했을 때 

형남은 ‘안된다’라고 말씀하셨가든요 "39) 이 ‘안된다(不能)’는 과거의 

모든 권위와 전통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며 문지방의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해주는 논리적 근거여다.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의 ‘냐’에 대한 인식 

이다， 작품속에서 2장부터 11장까지 ‘나’는 ‘냐’룹 타자와 이항대립의 

구도에 놓아두고서 타자와 구분되는 거리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발 

전시켜 왔다. 즉 집밖의 사란듭， 이린아이들， 이틀의 과거와 현지11， 집 

안 사람듣‘ 형 1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 이들 모두 ‘식 인성’의 과거와 현 

재속에 아무런 반성적 시유없이 안주해 있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암을 

깨딸았던 것이다. 그러나 여동생의 죽음과 관런하여 흘렀던 어머니악 

눈물은 ‘나’의 새로운 사유체제로는 해석할 수 없는 대단하 이상한 느 

낌을 안겨준다 40) 그래서 ‘나’는 12장 첫머리에서 ‘더이상 사고를 밀어 

나갈 수가 없다’41)라고 고백한다. 지금까지의 이항대립적 인식에 균열 

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나’의 사유체계에 혼란을 불러일으컸 

던 것이다. 

그 결과 12장에서 ‘나’는 그토록 거부하고 분리시키고자 하였던 

타자의 과거 빚 현재가 ‘나’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깨닫는다 자신을 존재하게 했던 바로 그 역사로부터 벗어냐려 해도 

자신이 결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원죄를 저고 태어내 자란 

39) 따然從來如此， Jjt {llfJ今Xt!2， úJ以뺀jj-평好， 펴kl슨不能! λ딩f ， JJi:샤I {ri l;f Íî~짧， 때 
天1111 乎평減f[:l ， 찌;꾀ô렐{、 aE. 

40) (j1쏘 %j([꺼핏法， PlE;엔IË다來， 1ft까.-.J짝 1X人陽心 J피~꾀꼬 7상빠I끼맘!(11펜) 

41) ;1、 hE샘 了 (12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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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바로 지금 원죄에서 칠코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는다 42) ‘나’는 

타자의 각성과 사고의 전환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타자의 모습속에는 

‘나’ 자신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43) 따라서 지금까지 타자 

와의 대결을 통해 새로운 출로를 모색해온 ‘나’로서는， ‘나’ 자신 또한 대 

결해야 할 또다른 타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설을 인식하였을 때， 참담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이 ‘참된 인간(員的人)’이 

42) 四千年來時時吃人的地方， 今天才 Iljj 白， 我꾀1E其中混了多年 我未必빡 

;던之中， 不IltT1Y:妹子的幾}으ïI치， JF젠낀E也!I폐到我自 c.(12意)

43) 有了따l千年吃A層歷的我휩初때t然不知追， 現在明白， 폐tjE쉴I깨人!(12 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국내 번역본과 중국의 번역본 모두 “사천넌 동안 사람 

을 잡아먹는 이력을 가진 나는 진정한 인간을 만나가 아럼다는 것을 애초 

에 는 몰 랐었지 만， 지 금은 똑똑히 알고 있다"라 고 ‘紙퍼쉴的人’을 ‘不知週’와 
‘ ~JJ 白’의 좁語로 여기고 있다 일본의 竹內好는 잔자의 번역을 취하였지만， 
1L IJI 캠은 조금 달리 “四千年η食人σ))찮歷강참?j3h， l 후 t !J) (;j:9;u G 깅:iJ、? 

t::. 7J‘, ~、 i h iJ' -") !ζ ， 'J ^, c -J σ)人問σ) lîíJ 1::: 뒷7FtL!4±t b σhJ' I (사천년의 약사 
를 지난 나，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젠 알았다， 참된 인간앞에 얼굴을 내밀 
수 있였을꼬!" )라고 옮기고 있다.(九山 昇 역， (깜、뀐全集 2) 東京 딩A習liFf 

j-E i社， 1984년， 31쪽) j易;E:益와 꺼&J'J送의 영어 번역에 따르면 “How can a 
man like myself, after four thousand years of man-eating history-even 
though 1 knew nothing about it at first-ever hOj)e to face real man?(사 
전년의 식얀의 역사一→비록 애초에는 그것이l 대해 아무 것도 볼랐지만 를 

거친 후에， 나같은 사람이 어찌 참된 인간을 마주하기를 tl]-랄 수 있겠는 

가?)"라고 옮기고 있다，(Translated by YANG XIANYI and GLADYS 
YANG, (LU XUN SELECTED WORKS VOLUYIE Ol\"E) BEIJING 
FOREIGI\ LMGUAGES PRESS, 19없， SECOl\TI EDITION, j), 51) 필자는 ‘나’에 게 새 
로이 인식된 주요한 의미항은 ‘헤兒員的人’이 아니라 ‘침了때 ~F 年吃人]껄歷的 

짜’라는 침이1 서 이릅 휩댐로 본다 아울러 ‘힐的人’은 10장에서 밝혔듯이 ‘사 

람을 잡아먹지 않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12장 이전까지는 
10장의 “아무리 많이 낳더라도 진정한 인간들에게 떨망당힐 거야”리고 외 

친 데에서 엿볼 수 있듯이 ‘쉴的人’의 존재를 획산하였다 그러나 12장에서 
‘핀的人’의 한 사람이라 믿었던 ‘나’조차도 식인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임을 
인식함으로써 ‘힐的人’의 존재를 회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해 

석하고자 한다. “사천년동안 사람을 잠아먹는 이력을 가진 나， 애초에는 불 

랐었지만 지금은 똑똑히 알게 되었다 참된 인간을 만나기 어려움이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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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한 ‘나’와의 새로운 싸움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서l 제를 변혁하 

는 과재는 마침내 ‘나’ 자신을 변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과제로 귀착된 

것이다. 

진실을 아든 갓， 그 자체가 힘은 힘이겠지만， 그것이 곧 실천적 

삶인 것은 결코 아니다. 아니， 개인의 실존적 문제료 인해 설천작 삶 

으로 나아가지 못할 꾀 그 상대적 허탈감과 자괴감은 진실을 알았을 

때의 삶의 충반갇을 순식간에 앗아가버릴 수도 있다. ‘나’는 어떠한가? 

‘나’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기 위해 ‘냐’는 ‘냐’를 내리 

눌렀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리누르고 있는 흰실로， 그 때문에 뛰 

쳐나왔던 현실로 되돌아간다. 그관나 ‘나’는 현실과 맞부딪치기 보다는 

한 걸음 옆으로 닝1 켜섭을 택한다4Ll 단위와 존재가 부딪치고 이상과 

펀실이 뒤틀헐 때， 확신합 수는 없지만 원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40 莫핑乎隱， 莫顯乎{댔 

지금까지 살펴브았듯이， 이 작품은 여러가지 이항대립적 의 u] 항 

블， 이를테면 달과 개， 바라보다와 보여저다， 알다와 모르마， 안과 밖， 

44) tgfj 「lZ 펴.^、 j끼」孩 F， ik쥐〕핑 4J? %〔;냈f~Jζ .‘ 0"'(13할) ‘救 '，:;<Z孩 jζ’에 대한 번역 

역시 주 43)피 관란지어 팔때 문제작이다 ‘아이를 구하라’ 휴은 ‘아이룹 구 

하자’ 등의 옮집은 주로 작가의 진 71 석 삶과 연관지어 선각자의 계정작 외 

침으로 강주하는 강우이디‘ 이 문장애는 주 43)에서 보았듯이 ‘진정한 인간’ 
을 만나기관 기대하기 어럼디논 분위끼지 그대로 잔해져 의가소침하고 회 

의적인 파氣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명령이냐 청유의 외침이라가 보다는 

· 의 뉘앙스름 살려 확산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사땀을 잡아먹은 적이 
없는 아이들이 혹 그래도 있기니 헬까? 아이들을 구해야 함 텐데 "라고 

먼역하논 편이 다을 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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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과 거짓， 좋다와 나쁘다 등이 반복과 변형속에서 나름의 새로운 의 

마망을 형성하여 가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반복과 변형의 이편과 

저편에는 감춤과 드러냄이란 작가의 교묘한 글쓰기전략이 은폐되어 

있다 이 작품에 대한 독자의 글읽기는 결국 언어라는 기호속에 감추 

어진 지시대상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 작가의 글쓰기전략을 해채시켜 

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마. 

작가는 작품의 첫머리에서부터 ‘달’과 ‘개’ 속에 의마의 일상성과 

보편성애 빠지도록 고안된 몇을 감추어 놓았다. 또한 의미의 혼란을 

가져오기 위해 일부러 말과 사물 의 질서를 흐트러 놓았다. 우리는 디

행허 ‘바라봄’과 ‘보여짐’의 상관관계， 그리고 기표와 가의의 상관관계 

에 대한 인식을 동원하여 벚과 흔란을 피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얀어의 

표면보다는， 의마가 꼬리를 불고 의미를 닿는 언어의 내적 질서에 초 

점을 맞춤으로써 작가의 가대를 배반할 수 있었다. 그러하여 ‘달’괴

‘개’， ‘바라보디?와 ‘보여지다’， 기표와 기의 등의 주요한 이항디}립적 의 

미항들속에 감추어진 마침과 폭력의 실상， 그리고 진실의 빛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러나 작가가 마련한 가장 큰 감춤의 장치는 액자소설의 바깥이 

야기에 해당되는 서문이다. 액자소설에 해딩하는 이 작품은 바깥이야 

기격인 셔문파 안이야기격인 본문으로 나뉘어 있다. 액자형식은 허구 

적 이야기에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 외에， 작품이 현실 

에 대해 지닌 파괴성의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서의 기능 또한 지니 

고 있다. 이 작품은 두가지 기능을 모두 지니고는 았지만， 작가의 글 

쓰가전략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기능을 지딘 은폐전략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점은 ‘미친 사땀’이었으나 지금은 ‘완쾌되어 모지에서 엄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쌀이야기에서 미리 얄려줌으로써 안이야 

기의 현실비판적 이야기라 할지라도 한때의 비정상적 시기의 광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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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기존의 체제를 

았다. 

으}한 것이며， 지금은 이미 제제내에 수용되어 

위협할 위힘한 안물이 아념을 밝힌 데에서 엿볼 수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이 

언급했던 안이야기의 ‘감춤’ 

놓여져 았다. 즉 작가의 현설 

이리한 기능적 

드즈그1 
주프 t二작품의 바깥이야기인 셔문은 앞에서 

과 ‘드러냄’의 글쓰기전략의 연장산싱에 

。1ε二
Aλ '--액자형삭이 지니고 

전체적으로 바깥이야기의 ‘감춤?과 안이야 

것이다. 바깥이야기에서 작가의 

작개 자신과 ‘냐’의 차별성을 

느
」
 으
」
 

쨌
 것 

기의 ‘드러냄’의 틀을 갖추고 

‘감춤’의 글쓰끼전략을 보여주는 

;샤프으 
• ì 0 1-인식과는 별도로， 이 

1=l -, 

바
 
화
 
한
 

:그: -, 바깥이야거의 화자가 작가 자신으로 

안이 야기 의 화자는 ‘냐(我)‘라는 점 이 마‘ 

달러함으로써， 작가는 바깥이야기의 

인상을 독자에게 심어줄 수 있디. 또 

작가와 익명으로 존재하는 ‘나’， 그러고 

방법이디. 한가지논 

‘나(슈)’임 에 만해， 

깥이야기와 안이이기석 화자를 

단순히 천닫자에 떠무는 

寶名으토 존재하는 

각시키는 

자는 

가지는 

설멍과 

아용하 

σ1 
---, 

E 。---u "즈 

것이디 45) 

‘없음’의 

은근히 

대비시키는 

말해 ‘았음’과 

불확정성을 

날짜릎 

않음， 다시 

염의성과 

。 1. 0 
l.-""Ö τr 밝혀지지 

씌어지지 

‘없음’이 지니는 

어진 날짜와 

명， 씌어짐과 

여 작가는 。1
λλ 암시할 수 

다 

문제의 

안이야 

요구하 

장치는 

문어처l 여고， 

읽기에 긴장을 

다른 또 

닝}깥이야기는 

글쓰기 전략을 보여주는 

작품의 변화이다 주지하다시파 이 

기는 구어체이다 문어가 

‘김춤’의 작가의 

응-집적이며 

구여는 부드럽고 放散的이며 간 

특성을 지니고 있다뱃) 작가는 화 

있다면， 

않는 편안한 

딱딱하고 

특성을 지니고 

요구하지 

。

τ
러
 
지
 

스
 
다
 

타E
 

그
 

까
 
을
 

느
」
 자
。
 

다
 
그E
 

45) 바깜이야기인 서문익 맨 끝에는 ‘七年싼1서 :τIJ 熾’이라고 서문을 작성한 날짜틀 

밝히고 있으나‘ 서문 안에서는 ‘일기에는 날짜도 씌어 있지 않았다(不팎 u 까)’ 
고 적고 았다. 

46) 당시의 신문화운동에서 전개되었던 백화문운동을 고며한다면， 문체의 
름 역시 글쓰기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룹 지나고 였다 다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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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바꿈과 더불어 바깥이야기와 안이야기의 문체를 바꿈으로써 독 

자에게 바깥이야기가 안이야기와 단잘되어 있다는 느낌을 분명하게 

줄 수가 있다. 

。l 항대립적 의마항들속에 이어져 있는 ‘감춤’의 끈， 액자소설 자 

체가 지니고 있는 ‘감춤’의 기능적 측면， 그리고 이 작품익 ‘서문’에서 

보여지는 ‘감춤’의 흔적? 이들 ‘감춤‘은 작가의 글쓰기 전략과 어떤 관 

계를 맺고 있을까? 흑은 의마의 중층성과 낯설음을 통해 독자들의 긴 

장감을 지속시키기 위해， 흑은 작가 자신을 ‘나’와 철저히 분리시킴으 

로써 당시의 금욕주의작 검열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용한 소설적 정

치였을 것이다. 그리내 보다 중요하게 이 작품의 작가에게 ‘감춤’은 단 

순히 감추기 위한 ‘감줌’이 아니라， ‘드라냄’을 위한 ‘감춤’이다 작품 

전체에 걸쳐 작가는 ‘드려냄‘을 위해 ‘감춤’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 

다. 특히 ‘광인’일기라는 작품의 제목이 그러하고， 서문이 그라하며， 작 

품의 전반부가 그러하다 47) 작가는 ‘감춤’을 통해 ‘나’의 삶을 둘러싼 

존재조건의 폭력쟁， 폭력적 공간속에서 서로 비틀릴 수밖에 없는 언 

어， 언어의 tll 틀림을 통해 보여지는 사고의 획 일적 편향성， 그라고 그 

것이 닿는 베타성 등을 드러내 준다. 그렇다면 감춤은 더이상 감춤이 

아니라， 곧 드락냄이다， ‘감춤’악 몸짓만큼 ‘드러냄’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은 작품의 내적 질서만을 살피기로 하였겨애， 01 의미에 패해서는 달리 
논하기로 한다‘ 

47) 일례로 3장에서는 2장에 이어 타자의 작대적 시선의 동잘성을 언급하고 
았는데， 작가는 이 괴정에서 반복적으로 ‘감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알 수 

엽는 속사정’ ‘암호와 같은 이야끼와 웃음↑ ‘알아차릴 수 없는 속샘’ 등에샤 

반복되는 ;챔不쇄’ 혹은 ‘해不到’， 암호 등이 바로 그것이디 하지만 뒤이어 

안의도덕의 틀사이에서 ‘i1t人’이란 글자를 해독해냄으로써， ‘감춤’은 곧바로 

‘드러댐’으로 이어진다.(필 →件렌， 따敎我j츄不出底때…· 件看tJ'Îlft人‘떳 íiF 

幾 D ‘~성話， →f火좁0íJ쨌牙人的풋， 짜1테天↑田戶的話， 탠明뚫|됩땀 ....... Itl;{r~i以乎

別有心J면、， 我itð띔不 tJ:j ....... 찌J] líÆ猜챔꽃Ij f괴 111~的心댐、， fEji忘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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