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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사 검토 문제 제기

이청 은 1965년 문 지  사상계 에 단편 「퇴원」으로 등단한 이후 재에 이르

기까지 많은 작품을 지속 으로 발표해 오고 있는 작가이다.이청 에 한 연구는

그의 작품의 경향이 다양한 만큼 비평 역시 체 으로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먼 그의 소설의 내용 인 측면에 한 논의를 살펴보면,

김치수는 이청 소설이 삶과 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 한다.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통 인 장인들의 비극 인 삶을 다룬 작품,「 」,「매잡

이」,「과녁」, 과거의 어떤 상처가 개인의 정신 혹은 생리 이상 상을 일

으킨 문제를 다룬 소설,「퇴원」,「빈방」,「황홀한 실종」등이 있으며,남도의

소리를 심으로 해져 오는 세계를 다룬 작품들로 「서편제」,말의 상실과 추구

의 세계를 다룬 「언어사회학서설」이라는 부제를 단 「떠도는 말들」,「자서 들

쓰십시다」,「다시 태어나는 말」등의 작품을 들고 있다.1)그리고 그의 소설이 ‘외

형 으로 에 보이는 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의 에 보이지 않는 감

추어진 세계를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다’2)고 하여 화자와 독자가 동반의 으로

소설 속 긴장을 추구하며,독자로 하여 능동 소설 읽기와 함께 삶의 진실 찾기

에 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윤식은 이청 쓰기의 기원이 작가가 이야기한 자기구제의 몸짓에서부터 시

작되었다고 보았다.즉 문학행 의 원 동기가 실질서와 욕망에 패배한 자의

실에 한 복수행 로써의 쓰기가 시작되었다고 보았으며,이청 의 이러한

쓰기에 한 기원은 실에 한 패배가 제되어 있으며,그 패배에 한 복수심

의 강도가 작품의 도와 비례한다.3)고 말한다.

1)김치수,｢자기완성을 한 탐구｣,이청 ,『황홀한 실종』.나남,1984.p.22.

2)김치수,「언어와 실의 갈등」,권오룡 엮음,『이청 깊이 읽기』.문학과지성사,

1999,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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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은 한국문학이 이제 피상 실주의나 소재주의,그리고 테마주의에서 벗

어나 한국인의 정신과 인간정신에 한 본격 인 탐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청 의 「비화 교」가 한국문학의 높이와 정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한다.그리고 이청 이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와 『낮은데로 임하소서』라는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의 사회 조건과 존재론 조건으로서의 언어에 한 깊은

심을 언어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화해를 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4)고 보았다.

나병철은 이청 의 소설이 념 인 비평개념을 사용하는 세간의 평들과는 상충

되는 주제를 갖고 있으며,오히려 그 념 비평 개념들을 해체해야만 비로소 이

청 소설의 보이지 않는 얼굴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5)라고 했다.이는 작가 스스

로가 자신의 작품에 해 언 한 내용과 일치한다.6)그리고 특히,그의 작품 속에

3)김윤식,「미백의 사상 는 이청 의 쓰기의 기원에 하여」,권오룡 앞의 책,

pp.99-121.

4)김주연,「제의와 화해」,권오룡 앞의 책,pp.287-288.

5)나병철,「당신들의 천국과 권력의 미시물리학」, 역 진작가연구 .

국학자료원,1977,p.213.

6)이청 은 ‘시 의 고통에서 혼의 비상까지’제목으로 이루어진 권오룡과의 담에

서 직 자신의 작품에 한 념 이라는 평가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 이 있

다.

“ 에 이상섭 선생은 내 소설이 념소설이 아니라 의식소설이라고 지 했는데 이

견해에는 나도 동의합니다. 념소설이란 념 자체가 추구나 탐색의 상이 되는

것인데,내 소설은 표 이나 묘사가 실 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신문에서 념소

설이라고 표 한 것이 리 퍼지게 된 것 같아요,우리가 생각하는 것,존재를 의식

하는 것 모두가 증명할 방법이 없지요.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은 소

설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이건 말하자면 삶의 양식에 한

심과 같은 것이겠지요.여기서 제되어야 할 노력은 말과 실의 양면에서의 노

력일 텐데요... 실로 들어가 버리면 문학이 안 되고, 실을 떠나서도 문학이 안되

는 것이고 보면 말과 실을 오가는 운동의 긴장에서 문학이 생기는 것이라 해야겠

지요.”라고 해서 자신의 소설이 념소설이 아니라 의식소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청 ,「시 의 고통에서 혼의 비상까지」,권오룡 엮음,『이청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1999,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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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소설가와 술가의 삶과 고뇌,그리고 문학 쓰기에 한 작 인물들

의 자기 탐색은 그의 쓰기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의 길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

다.7)고 보았다. 한 소설가나 술가가 등장하는 소설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쓰

기가 구를 해 써야 하며,무엇 때문에 써야 하며,작품은 어떤 목 에 의해

어지는가를 작품 속에서 작 소설가의 입을 통해 잘 밝히고 있다고 보았다.

이청 소설의 내용 인 측면에 한 논의에 이어 형식 인 특징에 한 논의 역

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김 은 이청 소설에 한 소재의 다양성에 한 지 과 함께 “이청 은 체

인 구조 속에 개별자의 체험을 치시킨다는 어려운 작업을 그 특유의 액자소설이

라는 양식으로 형태화 한다”8)고 하여 이청 소설의 형식에 한 특징을 지 하고

있다.그 밖에도 이러한 이청 소설의 형식 특징에 해 권택 은 “이청 의 소

설을 읽고 있노라면 자주 어떻게 어졌느냐의 문제가,무엇에 한 것이냐를 선행

하고 있음을 느낀다.유독 나라는 화자를 내세워 소설을 개한다든지,그 화자가

어떤 사건을 달하는 층 구조를 쓴다든지,탐정소설을 연상시키는 추구 과정이

라든지 우화 수법이라든지 하는 것 등은 궁 함으로써 독자를 긴장시키다가 모

호함 속에 독자를 풀어놓는다”9)고 하여 이청 의 소설 쓰기가 서술방식의 층구

조를 통해 독자가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가게 한다고 말한다.즉 이청 소설이

층구조의 기법을 통해 형식 인 기술뿐만 아니라 화자로 하여 역동 인 응

계에 한 몫을 하게 하여 주제 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보았다.

오생근은 그의 소설이 빈번히 격자소설의 형식을 취하거나 그 속에서 소설론을

진술하고 있으며,그것은 소설에 의한 소설의 반성을 개진하고 있다고 하 다.그

것은 상에 한 인식의 수단으로서 일차 으로 머물지 않고,이차 으로 계속되

7)소설가가 등장하는 작품에는 「병신과 머 리」,「매잡이」,「가수」,「소문의

벽」,「목포행」,「지배와 해방」,「비화 교」,등이 있다.
8) 김 ,「이청 에 한 세 편의 」,  문학과 유토피아』.문학과지성사,2000,

pp.241-242.

9)권택 ,「이청 소설의 층구조」,권오룡 엮음,『이청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1999,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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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성의 태도로 실에 한 인식태도가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의 외양보다는 그 외양 속에 감춰진 진실을 들춰내려 한다.10)고 하여 이청 소

설의 형식 특징을 소설 속의 찰자에 의해 인물의 의식 속에서 추체험 될 뿐만

아니라 찰자의 의식은 갈등과,긴장과,반성을 통해 세상을 보게 함으로써 소설

의 결론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과정을 진술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밖에도 우찬제는 술가 소설 속에 나타나는 술가의 삶은 청소년기-여행기-

순환기라는 형식 인 3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해 간다고 말한다.그리고 이러한 단

계들은 통과 의례가 있는 입사식 소설의 통상 인 3단계,즉 분리-고립-집성의 패

러다임과 일맥 상통하며,각 단계별 분기 에 한 회고나 기억에 이 놓여지면

서 그 순간의 술 에피 니가 부각된다고 보았다.이는 부분의 술가 소설이

직 ․간 으로 나 어 가지는 공통 으로 특히 이청 의 작품 「 」,「불

머 은 항아리」,「시간의 문」,「지 의 소」가 이러한 술가 소설들의 요한

특질들을 고루 지니고 있는 것11)으로 보았다.그 외에도 특히 이청 소설에 등장

하는 술가의 문제를 본격 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이묘우의 <이청 술가 소설

연구>,임 복 <이청 술가 소설 연구>와 토마스 만과 이청 의 술가 소설

을 비교 연구한 원용희의 <토마스 만과 이청 소설에 나타난 술가의 상 비교

>등이 있다.

와 같은 논의는 체 으로 이청 소설의 내용과 형식에 해 각 각의 해석을

하고 있으며,이 내용과 형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술가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지 까지의 논의가 체 으로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한 특징을 지

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 으로 연 지어 형식 인 측면이 내용,즉 소설의 주제를

찾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구체 으로 밝 내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미진한 부분을 이야기 차원의 서사와 담론 차원의

10) 오생근,「갇 있는 자의 시선」,권오룡 엮음,『이청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1999,p.123.

11)우찬제,「세계를 불지피는 술혼의 장간」, 욕망의 시학 .문학과지성사,1993,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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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가 어떻게 유기 인 의미망을 이루고 있는지를 밝 보고자 한다.

2.연구범 와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 범 는 이청 소설에 나타난 술가,혹은 장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술가소설로 한정해서 작품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청 소설에 나타난 술가,혹은 장인들은 부분 일상 삶에서의 불화를 극

복하지 못한 문제 인물로 등장한다.그들은 개성 이고 특별한 내면성을 지닌 동

시에 술가로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인물들이다.그러나 그들은 사

회 변화에 결코 응하지 못하고 세계와 정면으로 립하여 극단 인 이원성을

보여주게 된다.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즉 매잡이, ,사진작가,소설가,

화가,궁수 등은 자신들의 술 가치를 끈질기게 추구하지만 실에서는 결코 성

립될 수 없는 꿈을 좇아 삶으로부터 소외되고 좌 하게 된다.루카치는 소설 속에

서 그 자체가 소설의 내 형식으로 악되어 온 소설의 진행은 문제 개인이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다.다시 말해 소설의 진행은 그 자체 속에서 이질 이고

개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히 존재하고만 있는 실 속에서 침울하게 갇

져 있는 상태로부터 명백한 자기인식에로 문제 개인이 나아가는 길이다 12)라

고 말한다.

이청 의 술가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변화되어 가는 상황을 추구하며 자아

의 인식에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그러나 이들의 선택은 실과는 더욱더

멀어져 가는 죽음과 실종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반면,스스로 삶과의 동일성을 인정

하며 자신의 술 역을 확 시켜 나가게 된다.즉 소설에 등장하는 문제 개

인들은 실에 한 낯설음,삶에서 소외된 술 개체의 고독을 죽음과 실종을

통해 시 질서와 변화를 거부하고,자신들만의 독특한 술 가치체계를 지향

하게 된다. 한 그들은 혼과 세계 사이의 낯설음으로 인해 더 확 되어 가

12)루가치,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심설당,1998,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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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외와 감을 느끼게 되고,근원 인 감은 립과 반목을 거듭해 가며

두 역 사이에 놓인 거리를 넓 갈 뿐이다.그러므로 자아를 둘러싼 외부세계는

주인공과는 더욱더 견고한 벽을 쌓아가고 내면 자아는 더욱 깊이 자신의 세계

속으로 침잠할 수밖에 없게 된다.따라서 자아와 세계의 이원성은 더욱더 분명해질

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청 소설 특히 이러한 술가와 장인의식이 나타난 작

품 「매잡이」,「시간의 문」,「 」,「날개의 집」,「과녁」을 심으로

술가의 술행 와 삶과의 이원성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야기

차원과 담론 차원에서 심층 분석해 보고,작가가 문학과 술에 해 궁극 으로

드러내고자 한 술 지향 이 무엇인지를 밝 보고자 한다.이를 해 2장에서는

이런 술가 소설의 개념과 특징을 먼 살펴 본 다음,3장에서는 액자 형식의 서

사구조와 층 담론 층 가 어떻게 의미를 형성해 내는지를 밝 보고자 한다 그

리고 4장에서는 이청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소외의식을 근 가치체계와

본질 세계 혹은 술행 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삶의 이원성 문제와 연 지어 살

펴보고자 한다.그리고 지 까지 이루어진 서사구조와 담론층 에 한 분석을 바

탕으로 소설 속 인물들이 자신의 가치체계를 지켜 나가기 하여 선택한 죽음이나

실종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밝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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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술가소설의 본질

1. 술가소설의 개념

술가소설이란 무엇인가?에 해 마르쿠제는 술가 소설을 사실 ․객

술가소설과 낭만 술가소설 두 가지로 나 고 있다.

사실 ․객 술가 소설이 그 생활 형식들을 실의 바탕 에서 변형시키고

혼을 갖게 하며,새롭게 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라면,낭만 술가소설은 실보

다는 이상 쪽을 선택하는 경우이다.낭만 술가소설에 등장하는 술가는 실

에서 결코 충족할 수 없고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상 인 꿈의 세계로 도피하여 자

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자 한다.이 게 술가와 실과의 괴리는 “ 술

소외는 승화이다.그것은 기성의 ‘실 원리RealityPrinciple’와는 결코 화해할 수

없지만,하나의 문화 이미지로서 차츰 용납되는,때로는 교훈 이고 유용하게까

지 되는 이미지들을 창조해 낸다”13) 실 속에서 술 소외가 심화될수록

술가의 자아와 세계사이의 균형은 일방 으로 기울게 되고, 술가는 실원리에

결코 화해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게 된다.

헤겔은 술가와 실과의 이 같은 모순 계는 “마음의 시와 이와 상반되는 상

황 인 산문간의 갈등에 다름 아니며,이런 세계 질서에 항하거나 산문 인 세계

를 아름다움과 술의 세계로 치시켜 보편 인 세계 질서를 찾아낼 길을 열어가

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 고 하여 술가가 실과의 이 모순된 갈등 계를 투

쟁하는 과정을 통해 참된 술의 세계를 열어간다고 보았다.그러므로 술가는

실과 맞서면서 주 인 술혼의 선언을 하게 되는데,이 게 형성된 주 술

혼은 결국 실과 정면으로 립하게 되고 이 립의 지양 속에서 술가 소설의

토 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술을 지향하는 술가의 운명을 심으로 하는 술가소설의 출발은 18

13)H.마르쿠제, 미학과 문화 .최연․이근 역,범우사,1999,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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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후반 인문주의 이상의 술 범주 안에서 발생한 독일 교양소설 속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교양소설은 인간의 발 을 세계와의 지속 인 계 분석을 통해 취 하며

개인과 세계라는 양극의 립 속에서 자아형성과 성장을 다루는 소설을 말한다.

이러한 교양 소설의 통은 18세기 독일 시민계 의 특수한 역사 상황과

한 계를 맺고 있다.당시 독일의 시민계 은 자신들의 사회․경제 인 지 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건체제 아래 정치 인 제한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특히

공 인 부분에서 철 히 배제되어 있던 시민계 은 도덕 ․내면 공간의 확 를

통해 즉 교육과 교양을 통해 실에서 이룰 수 없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실 하고

자 한 것이다.14)

독일의 역사 통 속에서 교양의 이념은 개인 인 내면 세계의 확 를 통해 사

회 이상을 실 하고자 했던 18세기 독일 시민계 의 사회 ․정치 의식의 표

출이라고 할 수 있다.독일 교양 소설의 표 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 」는 이러한 배경을 제로 하고 있다.이에 해 루

카치는 이 소설이 체험되어진 이상을 길잡이로 해서 삶을 하는 문제 개인이

구체 인 사회 실과 화해하는 것을 그 테마로 삼고 있다고 보았다.그리고 괴

테의 소설에서는 인간 유형과 이야기 거리의 구조가 형식 필연성에 의해 규정

되고 있기 때문에 내면성과 외부세계의 조화는 비록 문제 이지만 조화가 가능하

다.15)고 보았다.그러므로 이 조화를 이루기 해 문제 개인은 험한 모험과 방

황을 통해 실 속에서 자신의 내면성을 실 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이러한 소

설 유형 속에 등장한 주인공의 고독의 종국 인 도달은,모든 이상의 완

한 붕괴나 모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한 소극 이고 조 인

태도를 지양하고,행동을 통해 더 넓고 확 된 혼으로 이원성을 극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양 소설은 문학의 사회 인 역할이나 효용에 한 면보다는 개인의 내

14)A하우 ,『문학과 술의 사회사』.창작과비평사,1999.p.56.

15)게오르그 루카치,「종합 시도로서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 」,『소설의

이론』.심설당,1998,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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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성과 성장 과정에 한 통찰을 요시했다.이러한 독일 교양 소설의 특징은

술가소설에서 그 로 이어지게 된다.

일반 으로 문학은 진실 탐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 탐구의 과정에서 작

가는 자신의 잃어버린 혼을 추구한다고 할 때 술가소설은 진실 탐구의 본질

인 부분을 차지한다. 술가의 운명을 다루는 술가소설은 삶의 과정에서 개되

는 주인공의 술활동의 흔 과 변화과정을 담고 있는데,이는 세계 속에 결코 순

응하지 않는 술 사명의 문제,사회에 한 술가의 립된 입장과 술 창조

의 본질에 한 문제를 주로 주제로 내세우게 된다.

근 의 술가 소설의 형식은 술가가 주변 실의 제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용해되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술과 삶의 일치가 깨어진 실상황에 한 인식을

통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그러므로 술과 삶의 하나됨을 벗어나 삶 속에서의

제한을 경험한 정신은 순수한 자기표 으로서 실과의 단 과 립 태도를 지

향하게 된다.

술가는 자유로운 내면 주 성을 목표로 자신의 술 고유한 삶에 한 요

구를 가슴에 간직한 채 세계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고,이때 념과 술, 술

과 삶,주체와 객체가 서로 립하여 분열되는 경험을 겪게 된다. 술가는 실세

계와의 삶의 방식과 제한성 속에 자아의 성취를 기 할 수 없게 되고,자신의 내면

본질을 향한 동경과 결코 실과 융화되지 않은 자신과의 이원성을 깨닫게 되

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술가소설은 출발하게 된다.

삶과 술의 분열을 경험한 술가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문제 인 것으로 사고

하기 시작한다.곧 합리 정신과 휴머니즘의 향은 종족,집단,가족 속에서 평화

로운 삶을 하던 인간에게 ‘개인’이라는 자아의 세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문화

의 체성이 괴되었으며 개인과 세계의 립됨을 인식하게 한다.이러한 배경 하

에서 술가들은 자신의 주 성을 선언함과 동시에 자신의 직 인 체험을 창조

의 동기로서 규정하고,노 이고 무의식 인 모방의 강요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개성에 의존하는 술의 자율성을 추구하게 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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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속에서 술가는 자신의 술성을 실이라는 삶 속에서 성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된다.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기 해 끊임없이 자신

만의 방식,즉 죽음을 선택하든,아니면 스스로 체념하여 세계와 타 하게 된다.그

러나 그 어느 쪽도 술가에게는 결코 손쉬운 선택이 될 수 없다.그의 내면에는

이상과 그것의 실 에 한 형이상학 인 동경이 도사리게 되고 실에서의 이상

실 의 불가능성을 인식하게 된다.그리고 이러한 분열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술 삶의 방식을 꿈꾸게 된다.일반 으로 이러한 술가소설에서 소설의 심

은 이러한 실과 분열된 술가가 자기 술성을 토 로 실을 인정해 가는 과

정을 그리게 되거나,이러한 실을 토 로 자아의 실 가능성을 완 히 포기하고

자신만의 세계 속으로 숨게 된다.그리고 그 결과 술가는 삶과 완 히 동떨어진

세계에 한 동경과 실의 월을 꿈꾸며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술가소설의 특징

술가소설은 한 개인의 술 행 와 실 삶과의 립과 갈등 계 속에서

술 성장과 발 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다.이때 술 성장과 완성은 술혼

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가장 요한 것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즉 술 탐

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 술가로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어떻게’,혹은 ‘왜’가 화되어

나타나게 되며,보통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ⅰ)청소년기:미래로부터 의식을 향해 발 하는 단계이다.

ⅱ)여행기(과도기):사랑․우정․ 기․실패 등의 과정을 겪는다.

ⅲ)순환기: 술세계에서 순화된 교양과 지상 낙원 단계로 입사17)등의 과정을

16)김홍섭,「토마스 만의 술가소설 연구: 기 작품에 있어서의 체성 회복을

심으로」,성균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1991.

17)우찬제,｢세계를 불지피는 술혼의 장간｣, 욕망의 시학 .문학과지성사,1993.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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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게 된다.

술가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처한 사회 실은 자아와 립된 치에 있으

면서 인생의 교실이고, 술 학교로 존재한다.따라서 술가는 사회의 형식

과 동화되거나 그것을 거부하면서 사회 구속과 반 로부터 진실을,혼돈으로부터

질서를,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탐색과정이 곧 술

혼 고양의 길이 된다.그리고 소설의 결말은 결국 자기 술을 성취하게 되거나,

는 실패하게 되는 경우로 나 어지게 되고 사회문화사 ,정신사 맥락과 련

되어 변형이 가능하게 된다.

술가소설의 롯의 특징은 일종의 탐색담의 변형이다. 술가는 자신이 바라는

술생활에 한 요구를 철시키기 해 실과 립된 자아의 이상성을 해

실과 투쟁하게 된다.그러나 실에서 이상실 의 불가능성을 인식한 술가는

실 삶에 내재된 공허함과 세속 인 통속성을 통찰하고 망을 겪게 된다.그리고

이러한 망 인 인식은 술가에게 실과 이상의 립된 상황 속에서 벗어나 삶

과 술의 분열을 궁극 으로 해소하고 이원성을 극복하기 한 끊임없는 탐색의

과정을 겪게 한다.이때 술가의 탐색과정은 술혼의 완성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술가의 자아는 술 삶을 결정하는 사건,혹은 에 따라 발 이 이

루어지게 되는데,개인 가치를 추구하는 허구 ․상상 자아와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외 ․ 습 자아로 이루어진다.

술가소설에서 특히 서술의 특징은 의 문제이다.서술의 은 술가로서

의 형성 발 과정에 한 회고나 기억이 단순히 은 날의 향수로 나타나지

않고,항상 서술자의 과 주인공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술가소설의 일반 인 특징과 연 지어 이청 의 술가소설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이청 의 술가소설에 등장하는 술가들은 모두 자신의 실

과 이상,내면과 외면, 상과 본질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인물들이다.그

들은 자기 내면의 탐색과 술혼의 고양을 통해 본원 인 생철학과 우주의 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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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려고 애쓰는 인물들이다. 한 억압된 실의 부정 권력의 실체로 인해 상

처받으면서도 그 억압하는 실에 직 으로 항하고 투쟁하기보다는 개인의 내

면을 탐색함으로써 상처 안에 간 화된 억압의 실체를 인식하고 반성하게 된다.그

리고 더 나아가 존재의 근원과 인간 구원의 문제까지 암시 으로 탐색해 들어갈

수 있다는 자유주의 이고 소망 인 사유 작용을 소설의 기본 인 내용 종목으로

삼고 있다.18)

이청 소설 속에서 술가들은 실 변화 속에 부 합한 인물로 실 립

과 갈등을 겪게되고, 실과 타 하지 못한 채로 자신들만의 세계 속으로 침잠하게

된다.그것은 실종과 죽음으로 귀결되는 비극 세계 을 그려놓고 있지만,그의

소설 속에서 죽음과 실종은 술 완성의 길이나 구원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지

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특히 시 가치의 변화 속에서 소외되어 가는 장인들의

삶과 죽음을 그린 ,매잡이,궁수 등의 소설을 통해 작가는, 실 가치와

정신 가치의 립된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선택하게 되는 삶의 과정을 통해 진

정한 술행 나 장인의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청 의 소설 속에서 술가가 등장하는 술가의 술행 의 과정을 탐색하는

롯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액자형식과 시 의 변이를 지 할 수 있다.이 의

구조 속에 등장하는 화자의 시 은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주인공과 일정한 거리

를 두고 있는 객 찰자시 을 유지하고 있지만, 차 시 의 변이를 통해 결

말에 이르러 지 시 화로 이야기를 귀결 짓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와 같은 이청 술가소설의 특징을 작품 분석을 통해 구체 으로

밝 보고자 한다.

18)우찬제,「자유의 질서,말의 꿈,반성 탐색」,권오룡 엮음,앞의 책,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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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서사구조와 담론의 특성

1.액자소설 형식

액자소설은 외부 이야기 틀 속에 하나 는 여러 개의 내부 이야기를 내포하는

서술구조 형식이다.액자소설에서의 각 층 는 다른 층 에 한 상호 간섭과 고차

서사기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러한 역동 계 속에서 텍스트 내부의

언어들은 새로운 의미의 결합 과정을 통해 보다 높은 차원의 의미복합체를 형성하

게 된다.그리고 표층구조에서 작용하는 액자 서술형 텍스트의 서사문법 요소들이

텍스트 심층부의 의미형성과정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 그 심층구조 면에서의

액자 유형은 다른 양상을 띌 수도 있다.즉 텍스트 내에서 액자 층 는 가장

보 이고 일반 인 기능인 서술의 신뢰성 구축 외에도 표층 의미를 그 원래의

의미와 다른 다른 의미구조로 변환시켜서 심층의미를 형성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액자 서술형 텍스트들의 서술 장치들은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 내에서 상호의존과

향을 바탕으로 한 상호 의미의 삼투작용을 일으켜 각 텍스트마다의 고유한 의미

형성체를 구축한다.그리고 텍스트 안에서 왜 굳이 액자의 담화방식을 택하고 있으

며 이러한 담화방식이 텍스트의 최종 의미형성에는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라

는 의문에 한 해답을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청 소설의 서술 구조의 특징에 해 알아보고 작가가 그

형식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작품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그가 즐겨 쓰는 액자소설 형식은 작가의 의도에 의해 철 히 계획된 양식이다.

이청 에 의하면 소설은 삶의 문제성에 한 확정 답으로서가 아니라 괴롭고

아 게 그것을 묻고 되돌아보는 반성의 정신,혹은 깨어있음으로써 깨어있게 하는

정신의 한 형식이다.그의 소설양식은, 찰자의 시선을 따라 그 내 이야기 속에

숨겨진 것들을 수수께끼 찾기와 같은 과정을 추 하게 함으로써 독자와 화자는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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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주체가 되어 주제에 근하게 된다.따라서 그의 소설 쓰기의 과정은 문제제

기의 결론을 확인하는 닫힌 구조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그리고 자아의 반성과 이

해를 찾아가게 되는 무한히 열린 사유의 과정이 된다.그의 다음과 같은 문학 의

견은 이러한 그의 쓰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문학이 곧 삶일진 ,문학도 끊임없는 탐구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그런 생

각입니다.....- 략-소설이 삶의 한 양식이라면,소설이 어떠해야 한다는 결

정론 인 방식 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삶을 해석하고 규명하는 틀 자체가 어떤 변모나 결함을 가지게 된다면 그 틀

자체도 항상 다시 물어보고 검토해야 하는 지혜가 그 틀을 사용한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소설의 양식에 한 반성은 새로운 양식의 발견을 가져오고 새

로운 소설의 양식은 곧 인간과 세계에 한 이해와 인식의 방법이자 향로가

되기 때문이다.19)

작가는 쓰기 자체가 새로운 양식의 발견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

다.이는 자기 시 의 실을 그 시 에 맞는 양식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의 쓰기는 이러한 철 한 자기반성과 자각에 의해 이루어져 있

는 만큼 삶의 본질과 인간에 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그러므로 소설의 형식은 곧 인간에 한 이해를 찾아가게 되는 과정을 탐색

하게 된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 시 의 희생자로 스스로 그 시 불합리성

에 반목하고 타 하지 못한 고집스러운 인간들의 군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루카치에 의하면 ‘모든 술 형식은 형이상학 인 삶의 불 화음에 의해서 정의되

고 형식은 이러한 삶의 불 화음을 자기 내부에서 완성된 총체성의 근거로 인

정해서 이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한 술은 삶과의 계에서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태도를 취한다.그리고 형식을 창조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불 화

19)이청 ,『작가의 작은 손』.열화당 1980,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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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존재를 가장 깊이 확인하는 행 이다.20)

소설에서 이러한 형식은 의미의 내재성과 련하여 그 어떤 술보다 더 은 하

게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작가는 소설 속에 등장한 인물의 삶을 조

망하고 인식하기 해 그 어떤 형식 모험도 감행할 수 있다.그만큼 소설의 기술

방식은 의도 이고 극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청 소설의 액자형식은 작가의 이러한 철 한 자각과 인식에서 발견되는 구체

인 표 양식이다.즉 이청 소설에 나타난 액자 형식은 첫째로,말에 한 탐구

를 하고 있는 작가 자신의 자기 정검의 수단이 된다.둘째,일상 삶의 불행이란

일상 삶이 교환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불가피한 것이다.따라서 그 불행을

아 하는 행 보다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행 가 작

가의 몫에 해당한다는 것에 한 자각에서 오는 것이다.셋째,하나의 사건,혹은

사물을 던져 놓고 그것을 밝 나가는 끈질긴 노력을 독자들에게 인식시켜서 소설

이 하나의 탐구임을 알게 하는 데 있다.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소설 양식이 실에

의해 쉽게 수렴 당하지 않게 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21)

1)화자의 시 변이

이청 소설의 액자형식의 서술 구조는 외부 이야기에 등장하는 화자인 ‘나’의

찰자 시 으로부터 시작하여 내부이야기 속의 인물들의 행 와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때 화자의 시선은 찰자 시 으로 출발하여 내부 이

야기를 추 하다 결국 외부 이야기 속의 화자의 시선을 통해 통합된 으로 내

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결론짓게 된다.따라서 이야기는 철 히 찰자 시

으로 분류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시 의 특성은 소설 속에

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의미 해석을 해 이끌고 가는 추리소설 형식을 만

20)게오르그 루카치,『루카치 소설의 이론』.반성완 역,심설당,1999,

pp.76-77.

21)김치수,「소설에 한 두 질문」,『박경리와 이청 』.민음사,1982,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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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서술구조의 특징 때문에 ‘서술자의 생의 내력이라든가 경험한 바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다시 본래의 서술자로 환원하는 교차 이 서술 시 ’22)이 이루어진

다.소설 속에서 이 시 은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의 상 계를 맺게 하며

작품의 내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실감 있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작가는 자

신의 소설에서 액자형식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때 안쪽에 담겨진 이야기는 개 평면 스토리의 개로 한 인간의 경험과

삶의 태도에 한 유형을 보여 다.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라보고 그것과의 교

유와 찰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한 종합 인 반성과 평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

는 시선을 하나 바깥에 마련한다.바깥에 마련된 찰자의 시선은 그러니까

그 안쪽에 진술된 일회 이고 평면 인 경험의 유형을 최종 진실로 확정지으려

는 목 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의심하고 시험하며 반성하는 역할의 수행자로서 마

련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그의 시선은 언제나 일회 경험에 해서는 불

신과 의심을 일삼는 부정 태도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으며,그것은 곧 그 작

가의 일회 경험을 작가 자신과 독자들 공유의 총체 세계 안으로 귀속시키려

는 노력으로서 그 자신의 최종 인 단을 겸손하게 유보해 버리는 자세를 취해

보인다.23)

내부 이야기가 일회 경험의 개라면,외부 이야기는 그것을 반성하고 해석하는

종합 인 시선이 된다.이 이 의 시선이 이야기를 평면 이고 일회 경험에서 벗

어나게 하여 문제를 제기하고,독자의 심을 끌어들이게 된다.따라서 외부 이야

기 속의 화자인 ‘나’는 독자보다 사건에 더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시

작부터 결말까지 그 사건에 한 의문을 제시하게 되고 독자로 하여 화자와 함

께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이때 화자의 시 은 철 히 객 을 유지하게

된다.그러므로 이런 구조 특징이 독자로 하여 화자와 함께 제기된 의문을 풀

22)이재선,「액자소설의 본질과 그 계승」, 한국단편소설연구 .일조각,1975,p.100.

23)이청 , 작가의 작은 손 .열화당,1980,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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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끝까지 소설의 의미를 찾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추 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그리하여 탐정소설과 비슷한 수법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의혹을 제기하

고 독자의 호기심을 환기시키고,충족시켜 가다가 결국에는 해답 없는 종국 인 삶

의 문제를 던져 놓고 사라져 버리는 <열린 소설>의 특성을 갖는 것이다’24)그것은

마치 한 편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탐색의 과정을 엮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

므로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화자의 목소리를 따라 독자는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과정을 겪게되고,흥미를 잃지 않고 작품 속에 숨어 있는 주제를 찾아 이해하게 된

다.이때 내부 이야기 속의 서사주체들의 돌발 인 행 와 세계와의 갈등에 해

추 하는 외부 이야기 속의 화자는 끊임없이 왜?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그 의문

에 한 해답을 화자와 독자가 함께 탐색하게 됨으로써 인물들의 행 에 한 진

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유 선배에게 과연 어떤 유작들이 남아 있었을까.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진들이?

그리고 그 사진들은 그에게 과연 미래로 나가는 시간의 문을 열어 수 있었던

것들일까?(시간의 문,p.176)

-유 선배는 마지막으로 어떤 사진을 었을까,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과연 그의

시간의 문을 열 수가 있었을까,그가 은 미래의 시간은 어떤 모습을 한 것이었

을까.(시간의 문,p.179)

-도 체 매잡이란 사내는 어떤 사람인가 무슨 연유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

까....한데 소년은 무엇 때문에 그 사내를 그 게 가까이 하게 되었는가,그보다도

더욱 이상한 것은 민태 이란 사내 다.(매잡이,p.92)

도 체 곽 서방의 죽음은 무슨 뜻을 지닌 것인가.곽 서방은 왜 그런 해괴한 죽

음의 방법을 생각한 것인가.곽 서방의 소식을 듣고 민형은 그 모든 수수께끼의

답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매잡이,p.124)

24)권택 ,「이청 소설의 층구조」,권오룡 엮음,앞의 책,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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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형은 그것을 뜯어 없애버린 것일까,상식 으로 이해하자면 민형은 나에게

취재 여행을 권유한 터 으므로 그 기록을 남겨서 내가 쓸 작품 의도에 어떤 간

섭을 주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어째서 그는 나에게 하필 그

산골로 여행을 권한 것인가,그리고 자기가 얻어낸 모든 자료를 끝내 감추고 죽

어버린 것인가,더욱이 왜 나에게 굳이 그 매잡이에 한 소설을 쓰게 한 것일

까.(매잡이,pp.128-129)

도 체 노인의 운명-그 논리 이상으로 정연한 질서는 허 노인이 죽은 지 그에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허 노인은 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 그를 지배

했다.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인가, 운은 노인의 무거운 운명을 떠맡아 지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구축해 갈 수 있었는지,...-그 다면,운은 노인의 인생을 어

떻게 배반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그것은 운에게 무슨 의미를 수 있는

가.....( ,pp.28-29)

인용된 구 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소설은 외부 이야기 속의 화자로 하여 왜?

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그 의문에 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독

자로 하여 심과 문제의식에 직면하도록 한다.그리고 의문에 한 추 은 화자

와 독자가 함께 주제를 찾아가게 하는 하나의 코드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간의 문」에서 화자인 ‘나’는 5년 남지나 해상에서 실종된 유종열이라는

사진작가의 유작 이 열린다는 시회 소식을 받고 그의 한 기억을 불러일으킨

다.이때 화자인 ‘나’는 외부이야기 속에서 내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유종열이라

는 술가의 사진 기의 과정을 회상함으로써 그의 술 행 에 한 의문과 의

미를 탐색하게 된다.

롯을 심으로 이를 단락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나는 오 년 실종된 유종열의 유작 소식을 하다.

② 나는 유종열과 만났던 10년 을 회상한다.

③ 나는 시회 마지막 날 시회장에서 그의 아내 정성희를 만나다.

④ 유종열이 실종된 마지막 장면의 사진을 보고 나와 정성희는 유종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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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던 미래의 시간을 보았을 것이라고 믿다.

외부 이야기 속의 화자인 ‘나’의 의해 밝 진 유종열이라는 사진작가와의 계는

내부 이야기 속의 심 이야기가 되고 이때 화자인 ‘나’의 시 은 찰자 시 이

된다.그러나 내부 이야기 속에서 ‘나’는 내부 이야기를 심으로 한 술가의

술행 에 한 과정과 의미를 회상을 통해 등장인물의 치에서 이야기한다.이 때

화자인 ‘나’는 이야기를 달하는 치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이야기 속에 함께 참

여하는 인물로서 치하게 된다.그리고 화자인 ‘나’의 시 을 따라 독자는 유종열

이라는 사진작가의 술 변화과정을 바라보게 된다.

이때 내부 이야기 속의 심 인물인 유종열은 이미 실종된 상태이지만 화자인

‘나’의 회상에 의해 그의 한 정보와 작품의 변화과정을 독자는 소설 속에서 추

하게 된다.그러므로 화자는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를 함께 넘나들며 작 인물

의 역할과 화자로서 역할을 함께 병행하게 된다.화자의 치에 따라 시간의 변이

는 재-과거- 재에 머물게 되며 화자의 시 은 찰자 시 으로부터 출발하여

결국은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통합하여 달하게 되는 지 시 으로 변

화하게 된다.이 게 시 의 변이 상태를 작품분석을 통해 구체 으로 밝 보면 다

음과 같아진다.

재-서사의 기 시 으로 ‘나’는 유 선배의 유작 사진 에 한 소식을

하다.(화자인 ‘나’는 찰자 시 입장에서 유종열의 유작 에 갈 것을

망설이고 있다.)

과거(회상)-화자인 ‘나’가 유종열을 알게된 것은 10여 년 신문사에서 강원도

한 산 사고를 취재하면서부터 인연이 되었다.

유종열은 자신이 은 과거의 사진을 그때그때 상하지 않고 언제나

몇 달 뒤에 인화하여 과거의 시간을 재의 시간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자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화자인 ‘나’의 에 보이는 유종열의 작업과정은 재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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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그리고 사람의 흔 은 없고,하늘과

구름과 바람과 바 를 던 유종열의 사진에서는 미지의 시간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싶은 강렬한 실종의 욕망만을 드러낼 뿐이다.

유종열은 자신의 사진 속에서 원의 시간을 붙잡으려 하나 상의 시

간을 포착하는 순간,시간의 흐름은 정지되어 버림으로써 자신의

사진 기가 끝없는 실패뿐이라고 망한다.

유종열의 사진에 변화가 생긴 것은 결혼을 하고 월남 을 취재하고 난

후부터 다.

그의 사진은 그때부터 사람들의 생생한 삶과 고통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진 기가 그 생생하고 처참한 쟁의

참상 앞에서 무력감만을 느낄 뿐이라며 망하게 된다.그리고 그

는 사진의 상을 어린애의 얼굴과 사람들의 다양한 얼굴

로 바꾸어 나가지만, 상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결코 허물어낼

수 없다고 망하게 된다.즉 히는 자와 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

를 메울 수 없다는 유종열의 망은 술과 실과의 이원성을 이야기

하게 되고,그 벽을 허물기 해 동지나해상의 베트남 난민선으로 배를

어가 실종된다.(과거 회상을 통해 화자인 ‘나’는 유종열의 사진 기의

탐색과정을 보여주게 된다.이때 ‘나’는 내부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의

치에 서게 되며 시 은 찰자 시 을 유지한다.)

재-외부 이야기 속에서 화자인 ‘나’는 재 치에서 내부 이야기 속의 과정

과 의미를 그 동안의 찰자 시 에서 변화하여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

기를 통합하여 조망하게 된다.

유작 에서 만나게 되는 유종열의 아내 정성희를 통해 보게 된 마지막 실종

된 사진을 통해 화자인 ‘나’는 유종열이

그토록 갈망해 오던 미래의 시간을 분명하게 보게 된 것 같았다.유 선배는 몸소 그 두꺼운

공간의 벽을 뚫고 넘어가 시간의 문을 붙잡은 것이었다.그 미래의 시간과 함께 그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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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시간의 문,p.238.」로 결론 짓게 된다.

그러므로「시간의 문」내부 이야기 속에서는 유종열과 나의 과거의 시간은 회상

을 통해서,그리고 외부 이야기 속에서는 재 치에서 만나는 유종열의 아내와

그의 마지막 사진을 통해 한 술가의 죽음과 술행 를 재해석할 수 있도록 만

들어 놓았다.

즉 외부 이야기 속의 화자인 ‘나’를 재 치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목소

리로 설정해 놓고,과거 회상을 통해 내부 이야기 속의 한 술가의 고뇌와 방황을

독자로 하여 좇아가게 화자는 주도하고 있다.따라서 이때 화자인 ‘나’는 찰자

시 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이야기 끝에서는 체를 다시 분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해 놓고 있는데,이때 화자의 목소리는 체를 조망하는 지 시 으로 변화

하여 소설의 의미를 결론 짓고 있다.이러한 시 의 변이를 통해 작가는 술가소

설에서 특히 서술의 이 서술자의 과 주인공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는 특징을 드러내면서 화자와 독자가 함께 주제를 찾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서사주체와 서술구조

이청 은 우리의 삶에 한 문학 실체는 그 삶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언어의 질

서이며 기능으로 보았다.우리의 삶의 갈등에 한 문제제기는 문학을 통해서,그

리고 그 문학은 철 히 언어의 기능으로 가능하며,‘문학은 곧 시 와 개인의 삶을

감당할 알맞은 정신의 틀을 짓는 일이며,그 정신의 틀,정신의 신발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삶과 존재의 양식이요,양식에의 꿈일 수 있다’25)고 하 다.그러므로 한

권의 텍스트에서 독자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언어의 재 기능에서 오는 것

이니 만큼 소설 속에서 언어의 기능은 그 표 양식과 함께 요한 부분이 된다.김

25) 이청 ,「문학의 신발가게―이상문학상 수상소감」,『말없음표의 속말들』.

나남,1985,pp.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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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청 소설에서 격자식 양식이 ‘그것은 소설에 해 진술하는,혹은 소설 자

체를 반성하는 소설이다’26)라고 말한다.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소설가,혹은

술가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쓰기에 해,혹은 자신들의 술 인 행 에 해 스

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갖고 의문과 문제제기를 해 나간다.이때 독자는 이러한 화

자의 의문에 동반된 시각으로 그 의미과정을 추 해 가게 된다.따라서 그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소설의 액자형식과 그의 소설 쓰기는 한 상 계를 갖고 있다.

이청 에게 있어 소설의 양식은 실에 한 그의 인식이 형태와 내용을 규정하

는 틀로서 작용한다. 실의 갖가지 우여곡 에 해 이청 은 구보다도 민하

지만,그러나 그 실에 한 느낌과 단을 그는 항상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소설의 양식을 통해 구조화한다.27)그러므로 그가 쓴 다양한 작품들은 그가 선택한

소설양식에 의해 그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그런 만큼 이청 이

선택한 그의 소설양식은 소설의 새로운 가치체계나 실인식의 방법이 되며 한

술가의 술행 가 어떤 탐색과정을 거쳐서 그 술혼을 완성하는가 하는 것을

밝 내는 특별한 공간이 된다.그는 소설 속에서 자신의 쓰기에 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소설 속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한다.작품 「소문의 벽」에서 그는

소설을 쓴다는 것에 해 “작자는 가 뭐래도 진술을 끊임없이 계속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족속”이라고 말한다.그리고 「지배와 해방」에서는 “작가는 언제

나 그가 도달한 세계에서 다른 다음 번의 이념의 문을 향해 끝없이 고된 진실

에의 순례를 떠나야 하는 숙명 인 이상주의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그 기

때문에 그에게 소설 쓰기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개인 욕망에서 출발하게 되

나,궁극 으로는 그 지배방식을 통해 세상과의 화해의 자유스러운 방식이 된다는

것을 역설 으로 말하고 있다.따라서 그의 소설 속에서 소설가나 기자 등 말을 다

루는 사람들을 통해 실 인 부당함이나 진술을,진술하기 힘든 세상에서 말(언

어)로써 항하고 반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런 그의 쓰기에 한 주체

26)김 ,「이청 에 한 세 편의 」,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1980,

p.240.

27)권오룡, 애매성의 옹호 .문학과지성사,1992,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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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모색은 여러 가지 형식의 변화와 특징을 가져 왔다는 것을 지 할 수 있는

데,그것은 진실을 발견하기 한 기법상의 장치인 동시에 실탐색의 과정이 된

다.

그러므로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술가의 치는 그 가치를 따지는 재의

치와 립된 가치를 지니며 실 인 공간에서 언제나 멀리 떨어진 고향 혹은 시

골로의 공간이행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리고

액자 밖 화자의 시선은 액자 안의 그 가치를 추 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때 화자의 시선은 소설가의 쓰기에 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유도하기도 하여 작가의 목소리를 변하기도 한다.그러므로

이청 술가소설에 등장하는 술가,혹은 소설가는 술 행 나 소설 쓰기 그

자체에 한 의문과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 가며 한 시 의 술가의 생존방식과

그 존재가치에 한 탐색을 시도하게 된다.이때 이러한 과정을 탐색하고 있는 등

장인물들은 서사주체로서 행동하게 된다.

서사주체란 ‘사건에 한 인물들의 행 나 작용을 끼치는 작 인물들뿐만 아니라

작가의 서술행 의 과정,그리고 서사물을 이루는 사회․문화․역사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메타 픽션까지 포 하는 총 개념이다.28)

소설 「 」의 화자인 ‘나’는 문화부 기자로 한 때는 문학지망생이었던 사람

이다.그러나 그는 한 편의 작품도 쓰지 못한 열등감을 갖고 있으며,그 이유는 소

설을 쓰려고만 하면 자신이 보고,느낀 것들에 한 생각의 흐름 자체가 혼란해져

버린다고 말한다.그런 ‘나’에게 부장은 ‘문학 인 센스’를 가진 사람이라는 평을 함

으로써 나'의 열등감을 자극한다.

실에서 한 편의 소설도 쓰지 못한 문학지망생인 ‘나'는 기자의 신분으로 자신의

고향인 C읍에 내려가 승천한 이야기를 취재하게 된다.'때 도시/시골은 사

실/비사실 인 것에 한 립 인 계가 형성되고 주인공 '나'는 비사실 인 것

같은 사실을 취재하게 되면서 그의 생각들은 허상과 사실에 한 탐색으로 이어진

28)김정숙,「서사 주체의 다층 탐색정신」,『어문연구 제 30호』.1998,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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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자인 ‘나’는 부장의 말 로 서울에서 주를 거쳐 C읍으로 향하게 된다.이 때

도시/시골로의 귀향모티 는 이 소설의 주제인 근 가치질서에서 가치질

서를 발견하기 한 공간 이동에 해당되며,그것은 사실/비사실에 한 서사주체의

탐색과정이 되어간다.이청 소설에서의 이러한 탐색과정은 인간과 세계에 한

새로운 모색과 이해를 돕고 그 삶의 진정성과 진실을 찾아가는 길이 된다.동시에

그것은 근 가치질서와 본질 가치질서,혹은 옛 것과 요즘의 립 계에서 오

는 진실 찾기의 과정이 된다.

소설은 외부 이야기 속의 ‘나’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내부이야기 속의

부자의 이야기,이 두 개의 이야기가 첩되면서 사실과 허구의 차이, 라는

장인의 삶과 죽음이 이 의 의미로 드러나게 된다.이야기의 거리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① 승천한 이야기를 취재하기 해 고향인 C읍으로 내려온 ‘나’가 여 에 들

다.

② ‘나’는 여 에서 불러 여자를 만나다.

③ 승천 장의사의 남자로부터 승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④ 1949년 C읍에 서커스단이 들어왔다. 을 잘 타는 가 있었는데,그는 유난

히 천장 높이 을 매달고 을 탔다.그러다가 어느 날,그 가 평소와는

달리 에서 재주를 부리다가 에서 떨어져 죽었다.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 죽은 뒤 그가 을 잘 탔던 것처럼 말했고,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그가 하

늘로 승천했다고 믿게 되었다.그리고 그 을 타던 와 함께 서커스단에 있

던 트럼펫 부는 사내가 아직 C읍에 살고 있다.그러나 그는 십 년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있는 피를 쏟아 는 환자다.

⑤ ‘나’는 그 이야기가 꿈을 해득해 보려는 것처럼 허황한 느낌이다.

⑥ 다음 날 ‘나’는 그 트럼펫을 불었다는 사내를 찾아가게 된다.

⑦ ‘나’는 트럼펫 부는 사내로부터 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내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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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속으로 화자의 시 은 이동하게 된다.

⑧ 그 의 이름은 허운으로 아버지 역시 다.아버지 허 노인

이 넓은 밤하늘 배경으로 을 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아들이 열한 살이 되자 을 타는 법을 가르쳤다.그리고 아들이 자신이 원하

는 경지에 오르자 자신과 함께 을 타기를 권하고,그날 밤 노인은 에서 떨

어져 죽었다.그리고 아들 허운은 불구의 여자를 사랑했으나 여자가 허운을 사

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에서 떨어져 죽었다.

⑨ 허운이 죽자 사람들은 그가 승천했다고 말했다.

여기까지가 ‘나’가 트럼펫 사내로부터 들은 부자의 이야기이다.

⑩ 여 으로 돌아온 ‘나’는 사내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 한다.그리고 그것을 정

리 하는데 자신의 문학 센스가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말하게 된다.

⑪ 그날 밤,‘나’를 찾아온 여자에게 승천한 이야기를 믿느냐는 ‘나’의 말

에 여자는 그것은 옛날 이야기니까 믿는다고 말한다.

⑫ ‘나’는 그 이야기들을 거짓과 진실로 정리할 수 가 없다.그것은 마치 소설을

생각할 때와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울 뿐이다.

그러므로 작품 속에서 부자의 승천은 사실이다,아니다 로 단정지어 말

할 수 없게 된다.

와 같이 이청 소설에서 형식구조는 서사 주체인 ‘나’의 의해 내부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탐색해 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즉 ‘나’라는 화자를 등장시켜 소

설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독자의 시선을 끌고 문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주체 으로 해석하고 느끼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소설은 그 게

각자의 해석으로 진실을 찾아가기를 독자에게 요구하며 결론은 열려있게 된다.

그러므로 「 」에서 허운이 승천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인가,아닌가

하는 결론은 나지 않는다.다만 그곳에서는 부자의 삶의 방식과 진실이 무

엇인가에 한 화자인 ‘나’의 추 과정이 드러날 뿐이다.그러므로 소설 속의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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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각자의 해석에 따라 진실은 깨달아지게 된다.이처럼 이청 소설의 형식구조

는 어떤 단편 인 사건에 한 상만을 기술하지 않고 그것을 달하는 화자의

목소리를 따라 주제를 향해 독자를 이끌어 가며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독자는 그 탐색의 과정 속에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술가는 실과 이상,

그리고 내면과 외면,진실과 거짓의 골을 극복하고 자기 내면의 탐색과 술혼의

고양을 통해 근원 인 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

소설은 실과 근 가치체계 속에서 려난 옛 시 의 삶의 질서와 가치를 찾

아 외부 이야기의 화자는 도시에서 고향,혹은 시골로 공간 이행을 하게 된다.

이 공간 이행은 본격 인 탐색의 상과 이야기가 존재하는 내부 이야기 속으로

서사 주체의 의 변화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이러한 형식 구

조 속의 두 개의 립된 가치질서를 탐색해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서사 주체들은

상에 한 진실과 직면하게 되고,독자는 그 서사 주체,즉 화자의 목소리를

좇아 그 의미를 해석해보고 술가,혹은 장인들의 존재가치에 한 삶의 방식을

깨닫게 된다.따라서 문학 형식은 그 서사 주체의 행 와 함께 그 주제를 해명함

에 있어 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

3)탐색의 과정과 열린 구조

액자식 서술구조 속에서 술가의 성장과정에 한 탐색과정은 체로 화자인

‘나’의 의해 밝 져 나가게 된다.이때 화자는 “화자가 어떤 사건이나 징후를 독자

에게 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그리고 이 달 과정에서 화자가 그 상에 응하

는 모습,다시 말하면, 상에 자기를 비추어 보이는 모습을 통해 독자는 일회

상에 하여 성 한 해석을 내리는 데에 제동을 받게된다”29)이런 액자식 서술

29)권택 ,「이청 소설의 층 구조」,권오룡 엮음,앞의 책,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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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일인칭 화자가 주인공이 되어 그를 둘러싸고 어떤 사건이 개되는 평면구

조와는 다른 일인칭 화자가 어떤 사건을 달하는 무 속의 하나의 무 와 같

은 이 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이것을 층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따라서

층구조는 화자와 주인공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독

자에게 달하려는 효과를 나타낸다.즉 층 구조라는 기법은 어떤 일회 상의

기술에만 멈추지 않고 그것을 달하는 화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역동 인 응

계를 통해 주제의 달에 한 몫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30)따라서 이러한 기법상

의 효과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독자로 하여 이야기를 끝까지 좇아가게 하

며,사건을 추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각각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소설 「매잡이」는 외부 이야기 틀 속에 두 개의 다른 「매잡이」를 내부 이

야기로 갖고 있는 세 겹의 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탐색의 과정은 매잡이 곽

서방의 삶과 죽음,그리고 민태 이라는 소설가의 자살과 곽 서방과의 계가 화

자인 ‘나’의 의해 밝 져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이 때 화자는 세 편의 소설

「매잡이」에 해 진술하고 있다.즉 나의 의해 에 쓰여진 「매잡이」와 민태

이 써 놓고 간 「매잡이」,그리고 이 두 편의 「매잡이」와 상호교합 하면서 재

화자가 쓰고 있는 「매잡이」를 이야기한다.따라서 내부 이야기가 일차 인 경험

의 개라면 외부 이야기는 그것을 반성하고 해석하는 종합 인 시선이 된다.

「매잡이」의 서술구조 역시 층성과 복합성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는데,이는 액

자 서술층 나 내부 이야기 층 가 상호 화 계를 이루고 있다.따라서 서술

층 사이의 인물과 화자,인물과 인물간의 화, 는 화자와 화자간의 화성은

이러한 복합성과 층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하게 된다.

「매잡이」의 외부 이야기 속의 화자인 ‘나’가 내부 이야기 속에 어떤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본문 내용을 통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연 성을 찾아볼

수 있다.

30)권택 ,「이청 소설의 층 구조」,권오룡 엮음,앞의 책,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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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서술 화자:외부 이야기의 화자인 '나'는 소설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회상 시 을 통해 민태 과 곽 서방의 이야기를

찰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술자이다. 그리고 독자로 하여

화자인 ‘나’의 시 을 따라 매잡이 곽 서방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좇아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 내부 이야기 1: 외부 이야기의 ‘나’가 민태 이 찾아가 보라는 마을로 찾아가서

버버리 식과 단식 인 매잡이 곽 서방을 만나게 된다.이 단계의 서술

은 으로 화자인 ‘나’의 의해 이루어지나 이때 화자인 ‘나’는 작품 속에

서 인물의 역할을 하게 된다.그러나 화자와 주인공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 내부이야기 2: 「제1 매잡이」 내부 이야기 1에서 만나게 되는 매잡이에 ‘나’

의 심이 모아지면서 매잡이의 삶과 죽음이 이야기 속에서 핵심 주제

로 드러난다.

* 제 2 서술 화자: 외부 이야기의 화자인 ‘나’는 곽 서방의 죽음의

의미에 해 의혹을 갖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다. 이때 ‘나’는

내부 이야기 속의 곽 서방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민태 의 자살을 알게 된다.

*내부 이야기 3:「제2매잡이 」인 민형이 쓴 「매잡이」,매잡이 곽 서방과의 화.

「제2 매잡이 」의 화자는 1인칭 서술상황에서 ‘나’의 주 인 시선을

통해 매잡이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곽 서방의 죽음에 민태 이 개입되

어 있다는 것이 곽 서방과 민태 의 화를 통해 추측이 가능해 진다.

소설 속에서 곽 서방은 학 와 굶주림과 사역이 곧 매잡이가 매를 아끼는

방법이며,이는 매잡이를 부리는 쪽도 마찬가지라고 한다.그리고 학 와

굶주림 후 사냥감을 찾으러 하늘을 빙빙 돌거나 먹이를 찾아 땅으로 내려

박힐 때의 곱고 시원스러운 동작은 아름다움이며 그 아름다움의 의미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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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인지를 자신도 민 선생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제3 서술 화자 : 외부 이야기 화자인 ‘나’는 곽 서방과 민형의 죽음에 한

연 성을 추측하고 곽 서방의 죽음과 단 한편의 소설을 남기고 죽은 민 형의

소설이 훌륭하 다고 말한다.그리고 어쩌면 민형이 곽 서방에게 ‘풍속이 사라

져간 시 에 그의 풍속으로 돌아가 그의 풍속의 유물이 되게 해주고 있었으며,

곽 서방에게 그것은 그의 참담스런 생존의 실상으로부터의 소 한 승리이자 구

원일 수 있었으며, 한 민 형의 죽음 역시 비극의 종말이 아닌 그의 삶의 새로

운 풍속화에 한 마지막 항과 결단이었을 것 ’이라고 결론을 지음.화자에

의해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가 통합되어지다.

외부 이야기 속의 화자인 ‘나’는 소설 「제3매잡이」를 써 나가는 작가의 입장에

서 서술해 나가면서 다시 내부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의 치에서 서술하기 시작한

다.

화자인 ‘나’의 심은 민형의 소개로 쓰게 된 매잡이에 해 집 되기 보다 매잡

이를 찾아간 민형의 행 에 해 더 심이 모아진다.그리고 매잡이와 민태 의

계에 한 의문을 갖고 추 하게 된다.이 때 ‘나’의 이야기는 시 가치체계에

서 려나 이미 옛 풍속이 되어버린 매잡이의 세계와 그것을 지키기 해 죽음을

선택한 매잡이의 죽음의 과정을 직 경험하게 된다.이로써 외부 이야기의 화자

던 ‘나’는 다시 내부 이야기의 곽 서방의 이야기를 자신의 쓰기와 연 시켜 서술

하게 되는데,그것은 재 쓰고 있는 작가인 ‘나’의 소설 「제3매잡이」가 되고,

곽 서방의 이야기는 역시 내가 쓴 소설 「제1매잡이」가 된다.이 때 화자는 두

이야기 층 를 넘나들며 화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그리고 다른 층 의 민태

이 쓴 「매잡이」를 통해 민태 과 곽 서방의 계를 추 하게 된다.이로써 세 편

의 「매잡이」는 각각의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지만,결국 외부 이야기의 화자인

‘나’의 「매잡이」에 의해 과정이 통합된다.

이청 소설의 액자식 서술구조의 특징은,제1서술자인 외부 이야기 속의 화자가

내부 이야기 속의 의미단 들을 하나로 결속시켜 나가면서 텍스트가 추구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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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미를 도출해 내고,독자는 이 탐색의 과정을 통해 주제에 근해 가게 된

다.이때 이야기 층 는 나와 민형을 심으로 한 외부 이야기와 매잡이 곽 서방을

심으로 한 내부 이야기가 화 계를 형성하고 있다.그러나 화자의 시 은

객 찰자 시 을 유지하고 있다.그리고 소설의 끝에 가서 화자는 내부 이

야기에서 사건들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와 주제를 통합하여 ‘풍속이 사라 져간

시 에 그의 풍속으로 돌아가 그의 풍속의 유물이 되게 해주고 있었으며,곽 서방에게 그것

은 그의 참담스런 생존의 실상으로부터의 소 한 승리이자 구원일 수 있었으며, 한 민 형

의 죽음 역시 비극의 종말이 아닌 그의 삶의 새로운 풍속화에 한 마지막 항과 결단이었

을 것’「매잡이,p.135」 찰자 시 의 역할을 떠나 지 시 의 치에서 세 이

야기의 결론을 맺게 된다.

2.담론층 와 서사 특징

1)말의 허상과 진실 찾기

이청 소설에서 서사 진행은 체 으로 인물에 이 맞추어지지 않고 사건

자체에 그 심이 주어지면서 의문 이 제시된다.‘어떤 사건이 일어났고,그 사건

이 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가’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개된다.즉 사건

이 선재하고 이를 인칭화 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진행된다.31)이것은 그의 소설의

형식 특징과 연 이 있으며,회상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역시 이러한

기법 인 방법과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도출된 소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청 소설에서 층구조라는 서술의 측면은 서사 차원에서의 특징뿐만 아니라

인물들간의 기능에 따른 배열방식의 특징이기도 하다.그리고 한 가지 사건에 해

이와 련된 여러 인물들을 그 사건을 심으로 배치시켜 그 사건과 연 되게 함

으로써 사건과 인물들간의 계를 밝 나가게 구성되어 있다.그러므로 소설은

31)김은경,「이청 소설의 쓰기 양상에 한 고찰」,『 악어문학연구』,제26호,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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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을 했느냐가 요하지 않게 된다. 신 어떤 사건에 해 어떤 인물들이 어

떤 방식으로 여하고 있느냐를,화자의 시 을 따라 추 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를

흡인력 있게 끌어들이고 있다.따라서 그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액자식 서술구조는

사건을 다층 인 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서술구조의 특

징은 사람들의 실존 차원과 운명 차원을 포 하는 삶의 총체성을 조명하는 데

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때 언어는 수단이라기보다 삶 그 자체이고 삶과

말은 서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한다.그러나 작가는 이 말이 삶을

속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그리고 결국 소설 쓰기란,개인의 삶을

언어로써 재생시키고,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된다.이청 에게 “문학은 언제나

자유롭고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세계를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힘이 없이 총

체 인 넓이로 바라보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삶을 그 삶의 본래의 모

습으로 자유롭게 되돌아가 살게 하여야 한다”32)는 데 있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재 치의 어떤 가치체계 속에 안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신 인 가치체계 속에서 삶을 바라보고,추구하는 존재

로 새롭게 태어난다.하여 그의 작품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들은 장인들,

술가 등 실 인 공간 속에서 결코 만족스러운 삶을 하는 계층이 아닌 이제

낯선 시간 속으로 숨어 들어간 존재들,혹은 물질 가치 속에서 결코 환 받을 것

같지 않은 존재들이다.

소설 「 」에서 사건을 추 하는 화자는 문학지망생이었으나 단 한 편의 작

품도 쓰지 못한 문화부 기자다.부장은 그에게 그의 고향인 C읍에 승천한

가 있다고 하면서 꽤 근거 있는 이야기로 재미있는 기사를 만들어 오라고 한다.그

러므로 화자는 그 소문의 근거를 찾기 해 C읍으로 내려와 몸을 는 여자를 만

나고, 승천 장의사 사내를 만나 그 와 서커스단에 함께 있었다는 트럼펫

부는 사내 이야기를 듣게 된다.그리고 승천한 에 한 각자의 견해를 묻고

32)김 ,「이청 에 한 세 편의 」,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1982,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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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하게 하는 되는 과정 속에서 말(언어)이 가져다주는 진실과 허구를 경험하게

된다.

가령,승천장의사의 사내는 1949년 그러니까 6.25가 있기 서커스단이 C읍에

들어왔는데 은 있었다는 것,그런데 그 가 어느 날부턴가 에서

발 재주를 조 씩 부리기 시작하더니 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다.그리고

이상하게 그 가 죽은 후 처음에는 그가 을 썩 잘 탔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그는 을 잘 탔던 것처럼 말을 했고,나 에는 그가 정

말 승천을 했다고 믿게 된다.그래서 자신의 장의사 이름을 승천장의사라고 간 을

했다는 것이다.그리고 그때 그 서커스단에 함께 있던 트럼펫 부는 사내가 아직도

C읍에 살고 있는데,사내는 10년째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승천장의사 사내로부터 ‘나’가 얻어들은 승천한 의 이야기이다.이러한 과정

은 선재한 사건들에 한 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때 사건과 그 사건을 추

하는 ‘나’의 의해 진실과 허구는 수수께끼를 풀어내듯 그 윤곽을 조 씩 드러내

게 된다.그러나 승천 장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사내의 말을 믿지 못한

다.그리고 “나는 꾸고 난 지 며칠째 되는 날에사 갑자기 생각난 꿈을 해득해 보려 할 때처

럼 좀 허황한 느낌이 들었다”「 ,p.20」고 말한다.그러므로 사건의 말은 아직

밝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그 게 해서 ‘나’는 이제 그 트럼펫 부

는 사내를 찾아가게 된다.그를 찾아간 ‘나’에게 사내는 묻게 된다.“그래,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이유라도 가지고 있소?”- 략-“좋소,이야기하리다.나도 군가 한 사람에게

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니까.한데 이젠 언제 숨이 끊

길지 모르게 되었으니 더 미룰 수도 없어졌어요. 신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어 생각하면

내게는 유일한 재산처럼 소 하고 엄숙한 이야기니까요.”「 ,p.22」

트럼펫 부는 사내의 이야기는 이제 한 사건에 한 다른 ,즉 사건에 한

첩된 의미구조가 이루어지게 됨을 암시하게 된다.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상이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그리고 각 인물들의 에 따

라 하나의 사건은 다층 의미를 갖게 된다.

그 이름은 허운이라는 것,그런데 그 운에게는 역시 타기 인 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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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있었다는 것,그 아버지는 단장과 바람을 피운 어머니를 목졸라 죽이고도

단 하룻밤 을 타지 않았을 뿐 그는 죽을 때까지 서커스단에서 을 탔다는 것,

그가 넓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을 타는 모습은 마치 유령이 흘러가듯 를 걸

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으며,그런 그의 타는 법을 아들 운에게 가르쳐 주

고 아들이 자신처럼 을 타는 경지에 이르자 아들과 함께 을 타던 날 밤 에

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다.그리고 이후 아들 운 역시 서커스단에서 을 탔으나

어느 날 그녀를 찾아온 불구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세속 욕망에 괴로워하다

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다.그런데 그런 운이 죽고 얼마가 지나자 사람들

은 그가 승천을 하 다고 하더라는 것,그리고 시일이 지나고 보니 그가 정말로 승

천을 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그리고 노인은 마지막으로 화자인 ‘나’에게 “아

닌게 아니라 나도 아직 운이 을 타는 그 곧고 유연한 모습이 앚 지질 않는데...아마 그게

명인(名人)의 풍모가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p.34」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여 으로 돌아온 ‘나’는 아직 의 승천에 한 노인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없다.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여자에게 되묻게 된다. 이 고

을에 은 가 한 사람 승천을 해 갔다는데 그 이야길 믿나? ,- 략- 네 믿어요 

 아니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믿어?” 다들 그 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 건 뭐

든지 믿거든요. - 략  당신은 요즘 사람이거든요.요즘 건 믿지 않아요. 이야기

는 옛날 이야기니까 믿는 거지만 「 ,pp.35-36」

의 승천에 한 하나의 사건은 몇 개의 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는데,사

실 여부를 확인하러 하는 ’나‘의 ,그리고 승천 장의사의 사내처럼 그 게 떠도

는 말을 믿는 ,그리고 운의 승천을 진실로 믿고 싶어서 믿어버린 트럼펫 노인

의 과 옛날 이야기는 무조건 믿는다는 여자의 ,그리고 아직도 의 승

천을 믿지 못하는 나의 ,이 게 이루어진 여러 개의 은 소설의 다층 구

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그리고 이때 의 승천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트럼펫 사내가 스스로 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처럼 소

하고 엄숙한 이야기라는 제 앞에 사건은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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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은 화자의 시 을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을 타는 인의

자유스러운 혼과 삶의 방식이 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치열한 그 정신 지향 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따라서 떠도는 말의 허상은

곧 진실을 찾아가게 되는 이 의미를 만들어 간다.그러므로 「 」는 층

서사구조를 따라 말의 지시체가 곧 상의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

기하게 된다.즉 지시 상에 한 의문과 추 의 과정 속에서 진실은 사실과 무

하게 드러나게 된다.이것은 이청 소설의 층 서술구조의 특징에 따른 결과이

다.작가는 자신의 소설 쓰기에 한 자각과 말의 요성에 해 직 인 언 뿐

만 아니라 작품속 주인공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수 차례 밝 온 바 있다.

나는 문학이란 삶의 언어 존재,언어 실체라고 생각해요.우리가 생각하는

것,존재를 인식하는 것 모두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요?언어를 떠나서

는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지요.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은 소설

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과 맞먹는 일인 것이죠.그 다면 어떻게 언어 실체로

정착시키느냐라는 방법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이런 데에서 소설 형

태에 한 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이건 말하자면,삶의

양식에 한 심과 같은 것이겠지요.- 략-33)

에서 작가가 직 언 한 것처럼 소설에서 말(언어)에 한 요성은 작가의

쓰기 자체에 한 문제의식과 직 인 연 이 있다.그리고 작가가 작품에서 궁극

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즉 인간과 세계에 한 작가의식의 표출이 곧 언

어와 그 언어를 담고 있는 소설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청 소설의 이러한 기법 장치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외 세계를 지시 상

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 하고 지시하는 상을 추 하는 과정 속에서

찾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그러므로 액자식 서술구조와 언어에 한 작가의 략은

보다 더 넓은 주제의식을 향해 열려있게 된다.즉 사실이냐,아니냐의 단순 논리보

33)이청 ,「시 의 고통에서 혼의 비상까지」,권오룡 엮음,앞의 책,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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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근원 인 의문인 진실이 무엇이냐?를 향해 열려 있게 되는 것이다.

2) 회상의 시간과 장인의식

소설은 인간과 세계에 한 확 된 이해를 찾아가기 한 과정이 된다.따라서 작

가의 쓰기 방식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 보다 근본 인 인간실존에 한 의문과

해답을 찾기 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게 된다.주어진 실의 외부 인 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실 인 모순에 시선을 집 한다. 실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실존과 연결시켜 재해석하려는 작가의 욕

망은 한 개인의 진실이 그 개인의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보편 인 진실로 확

되기를 바라는 작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한 시 의 정신 가치체계는 극심한 혼란과 변화를 래하며 다른 가치체계

를 새롭게 세워나가게 된다.이러한 가치체계에 한 탐구는 사회의 구조 모순을

탐색하게 하고,그 구조 모순 속에 갇힌 한 시 의 희생물로 사라져 간 장인의

세계와 술가의 실존의 기를 재해석하게 한다.

이청 소설에는 근 화의 실과 세속 가치들을 거 하면서 자기 역의 장인

성을 극단으로 고 나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그 인물들은 장인성의 꿈 안에서

자기 운명을 산다.이때 장인성이 ‘꿈’이라는 차원으로 드러나는 것은 장인성의 가

치가 근 제도 질서 안에서 결코 충족되거나 실 될 수 없는 성격을 띠기 때문

이다.34)

근 화라는 거 한 물결은 1970년 이후 사회의 각 분야에 격한 변화를 래

하게 된다.경제 성장,도시의 확 와 문화의 확산,사회 구조의 변화와 생

활패턴의 다양화,물질주의 가치 의 확 ,등의 상이 사회 분야에 걸쳐 나

타나며 이 시기의 문학은 ‘산업화시 로 지목되고 있는 사회 상황에 응하여 극

인 긴장 계를 드러내면서 문학활동의 사회 확 ,문학 주체의 이념화 경향,

34)이청 ,「장인성 혹은 근 의 편」,  목수의 집 .열림원,2000.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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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의 방향정립의 가능성'35)등의 문제를 낳게 된다.이러한 가치체계의 변화

속에서 이청 은 이들 장인성의 생존의 방식과 신념의 문제를 소설 속에서 새롭게

의미화 시키고 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매잡이,궁수 등의 인들로,이들은 변화된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개인 안정과 실존이 더 이상 불가능한 문제 인물들이다.

그들은 소설 속에서 사회변동의 악순환에 따른 개인의 정신 상처를 의식하고,그

것의 원인과 고통의 출처를 추 하는 작가에 의해 혼의 탐색자들이 되어 형상화

된다.

그들은 한 변화된 실 속에서 결코 응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끝

내 고집하다 죽게된다.따라서 그들은 소설 속에서 시간과 공간성을 떠나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 그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세워나가려고 몸부림치게 된다.이러

한 주인공의 체험을 따라 독자는 작가가 펼쳐 놓은 새로운 시간성으로 환원되어

살게 된 장인과, 술가의 인 삶과 과거 인 삶과의 립된 가치를 재해석해

볼 수 있다.따라서 이청 의 소설 속에서 서술구조가 액자형식의 회상을 통해 사

그 주제 의미를 찾아가게 되는데 으로 필요한 표 양식이다.

소설 「매잡이」는 이런 서술구조를 따라 과거 속에 사라져 간 한 사람의 장인이

실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로 재해석되어 있는가를 인식하게 해 다.즉 시

간 속에 사라져 간 풍속과,그 풍속을 고집하는 장인들의 장인정신,그리고 소설가

의 소설 쓰기가 어떤 맥락으로 연 되어 비극 인 상황 속에서도 술 성취와

완성을 이루어 가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소설 「매잡이」는 이 의 서사구조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를

통합하여 결론으로 이어지는 형식을 갖춘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소설의 체

를 조망하고 있는 화자인 ‘나’를 심으로 이야기는 세 편의 「매잡이」라는 제목

의 소설이 어떻게 쓰여졌고, 써 내려가는 과정을 추 하게 된다.

소설의 내용은 1인칭 찰자 시 인 화자인 ‘나’의 회상을 통하여 이야기를 개

35)권 민,「 후의 실과 문학의 분열」,『한국 문학사』.민음사,1993,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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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면서 매잡이 곽 서방의 삶과 죽음의 의미,그리고 소설가 민태 의 죽음과

곽 서방의 죽음과의 연 성을 추 하고 있다.세 편의 「매잡이」 이야기는 엄 하

게 말한 다면 두 편의 소설은 외부 이야기 속의 화자인 ‘나’의 세 번째 소설 「매

잡이」로 통합된다.이 세 편의 매잡이를 시간성을 추 해 보면 다음과 같이 롯

화 시켜볼 수 있다.

「제1 매잡이」-화자인 ‘나’가 민형으로부터 취재여행 만나게 된 고장

의 매잡이에 해 듣게 되어 쓰게된 ‘나’의 첫번째 소설 (과거 1)

「제2매잡이」-죽은 민형이 남긴 유일한 소설 (과거 2)

「제3 매잡이」-두 편의 작품을 액자 안의 이야기로 서술하고 두 소

설을 통합하여 쓰게된 나 의 두 번째 소설이 있

다.( 재)

첫번째 「매잡이」라는 소설은 화자인 ‘나’가 민 형이라고 부르는 민태 의 권유

에 의해 그가 취재한 산골의 매잡이에 한 이야기를 취재한 사실과 함께 그곳에

한번 가보라는 권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설이다.그리고 화자는 민태 이 죽은 이

후에 그가 남긴 유고집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여행취재기록을

남기고 있었는데,그 에는 그가 한 편의 소설도 써내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는 달리 화자인 ‘내’가 보기에는 우수한 작품을 단 한편 남겼다는 회상으로부터 첫

번째 「매잡이」라는 소설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추 하게 한다.그리고 그의

한 회상의 시간(과거)속으로 소설은 개된다.그러므로 지 재 민태 의 죽음

을 아는 화자인 ‘나’는 첫번째 「매잡이」를 쓰게된 동기를 찰자 입장에서 이

야기한다.

화자인 ‘나’는 민태 으로부터 상의할 일이 있으니 와달라는 갈을 받고 그를 찾

아가게 된다.그때 민태 은 자신이 자주 다녔던 취재여행 에 만나게 된 라북

도 어느 산골에 살고 있는 매잡이에 한 이야기를 나에게 소설로 써 보라고 권유

한다.

민태 이라는 인물,도 체 이 친구가 흐느 거리며 돌아다닌 행 이 어떤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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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번 기회에 그것을 좀 알아보고 싶었다.그가 찾아간 마을에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고 돌아다녔으며 그 사람들의 에 비친

민형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알아보고 싶었다.... 략....

그래,나는 결국 민 형이 소개하고 싶다던 ‘매잡이’에 해서는 거의 아무 것도

생각하는 것이 없이 바로 그 이튿날로 그 라도의 산골 마을을 터덜터덜 혼자

찾아들게 된 것이다.36)

민태 의 권유 로 화자인 ‘나’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골 마을로 찾아

가게 된다.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 가면서 취재여행을 다닌 민태 이 한 편의 소설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유독 그 산골마을의 매잡이에 한 이야기를 나로 하여

소설로 써보라고 취재 이야기를 직 해 것 등,나의 의문은 그 낯선 매잡이의

존재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고 민태 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 을까,에 더 의문을

갖게 된다.

산골마을로 찾아간 ‘나’는 민태 이 이미 다녀간 그 산골마을에서 벙어리 소년인

식을 통해 매를 부린 매잡이가 일주일째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빼빼 말라가며 죽

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그리고 ‘나’로 하여 그 매잡이의 존재에 한

새로운 의문 과 함께 민태 이 자신을 이곳에 보내게 된 이유를 생각하게 된다.

화자인 ‘나’에 의해 쓰여진 소설「제1매잡이」와 민태 이 유고로 남긴 「제2

매잡이」사이에는 매잡이 죽음 을 다룬 과거의 사건에 한 민태 의 「매잡

이」가 있고,매잡이의 죽음 과정을 다룬 작가인 ‘나’의 소설 「매잡이」가 있다.

이 두 소설의 시간개념은 과거 회상과 미래 시라는 두 개의 시간개념을 통해 매

잡이와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주체인 화자인 ‘나’와의 거리를 의미하게 된다.

내부 이야기가 경험을 심으로 일어나는 인물들의 일차 행 의 장이라면,외부

이야기는 그 내부 이야기 속에서 경험된 사건들을 조망하고 반성하여 종합 으로

해석하는 소설의 핵심이 된다.따라서「매잡이」의 소설 세 편은 결국 외부 이야

36)이청 ,「매잡이」,『시간의 문』.열림원,2000,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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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화자인 ‘나’의 시 에 의해 상호 통합된다.

그것은 참으로 나에게는 요한 이야기 다.그때까지도 나는 이 마을에서의

민 형의 행 과 실제로 앞에 기이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매잡이 사내,둘을

한꺼번에 쫓느라고 어느 쪽에도 확실한 심을 집 시키지 못하고 있던 참이

었다.그런데 그 소년의 이야기는 혼란스럽고 어정쩡한 나의 주의를 매잡이 사

내에게로 고정시켜 버렸다.그리고 그것이 나의 첫 번째 ‘매잡이’라는 작품을

낳게 했고,그럼으로써 오히려 민 형의 행 에만 호기심을 갖다 말아 버린 것보

다는 민 형의 취재 행각이나 매잡이에 한 인식, 는 나를 보낸 민 형의 의도

같은 것을 나에게 훨씬 명백하게 이해시켜 수가 있었던 것이다.37)

첫 번째 「매잡이」는 화자인 ‘나’의 탐색과정이 민태 의 행 으로부터 매를 길

들이는 철 한 매잡이 행 에 한 인식으로 환되면서 한 소설가의 소설 쓰기에

한 신념과 매잡이의 장인정신에 한 이 의미를 향해 서술구조는 열려있게

된다.

즉 화자인 ‘나’는 「매잡이」의 체 화자로서 과거에 한 회상시 을 통해 민태

,그리고 매잡이 곽 서방의 이야기를 달한다.이처럼 상이한 서술상황과 서술

태도를 통해 동일한 세계를 서로 다르게 근하는 소설 「매잡이 1,2,3」은 서로

에 해 긴장 계를 형성한다.이러한 서술방식은 첫째,서술자의 복수화를 통해

기존 소설에 나타나는 단일한 서술자의 존재 방식을 조정하고 변형하며,각각의 존

재 방식을 통해 존재들의 진실들이 화 계를 형성함으로써 인식의 다양성과

불확정성을 나타낸다.38)그러므로 이러한 서술 특성은 회상을 통한 과거의 시간

속에 자리한 매잡이의 가치체계와 재 치의 가치문제에 한 립구조를 드

러내는 데 효과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즉 과거의 풍속 속에서 매잡이의 가치

는 근 인 가치를 따지는 기 와 근본 으로 다른 가치체계 다.그것은 소설 속

37)이청 ,앞의 책,p.74.

38)정혜경,「매잡이의 서술 방식 연구」,『고려 학교 어문논집』.48호,2003,

p.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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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음과 같이 표 되고 있다.

이제 마을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도 몰이꾼 노릇은 나서려질 않았다.박달나무

방망이를 하나라도 더 깍아다 장터에서 조됫박 값을 만들거나,아니면,차라리 뜨

뜻한 아랫목에서 화투 을 벌이는 편이 낫다고들 생각했다.하지만 사람들

은 몰이꾼 놀이를 무슨 삯일로 생각했나,그 재미만으로 즐거이 몰이꾼을 청해

나서곤 했었다.종일 풀 토끼 한 마리 잡지 못해도 좋았다.하루 종일 산을 타서

몸이 피곤하고 먹을 것은 없어도,그래도 그들은 얼굴이 붉어져 웃는 낯으로

틈 서 사냥을 나오자 다짐하며 집으로 들 돌아갔다.꿩이라도 잡히면 물론 더

좋았다.그런 날은 아 동네 잔치가 벌어졌다. 은 안주 구실밖에 못했지만 그

걸 구실로 자주 술 을 벌 다.혹시 마을에 혼사나 다른 잔치가 있으면 그 꿩을

그 집으로 보냈다.그러면 그 집에서도 떡시루 아니면 술말로 답례를 해오는 것

이 사 다.한데 요즘은 매로 잡은 꿩이 장거리에서 돈으로 팔리는 국이었다.

안주 핑계하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아 값을 쪽 처분에 맡기고 잔칫집에

꿩을 보내는 일도 없으니 그 답례가 있을 리도 없었다.하긴 그런 사람들이 되려

터무니없는 쪽일는 지 모른다.하지만 그 게 터무니없는 짓들에 정신을 빼앗기

고 살았어도 그 사람들은 걱정들이 었는데.....요즘은 가로재고 모로 재고해서

그런 일엔 정신 팔 겨를이 없는 양 아득바득 어도 그 사람들 사는 요령에는 어

림이 없었다.39)

재 치에서의 가치체계는 자본의 유무로 그 가치를 따지는 것이라면,그러나

회상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 과거의 시간 에서 찾아지는 매잡이의 가치는 그

풍속에서 오는 아름다운 인정이었다.그래서 그들의 행 자체는 결코 돈의 가치로

따져서 살 수 없는 온 마을의 아름다운 풍속이었고,그것을 지켜나가려는 매잡이

곽 서방의 삶과 죽음이 민태 의 소설가로서의 신념과 연결되어 있고,마지막 「매

잡이」의 화자인 ‘나’의 쓰기에 한 자기 성찰로 이어지고 있다.따라서 과거회

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매잡이」는 재 의미의 시 모순에 한 반성과

39)이청 ,앞의 책,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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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을 향해 열려있는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다.그러므로 이 회상의 시간이 가져다

철 히 자기반성과 성찰의 시간은 근 가치와는 립된 가치를 추구

하는 장인정신과 한 소설가의 쓰기에 한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검의 과정이

되고 있다.

3)세속 욕망과 통 아름다움

소설「과녁」에서 검사 석주호는 소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검사가

되기까지 그 어떤 실 장애나 좌 을 느껴보지 않고 살아온 인물이다.그런 그

가 시골의 지방검사로 발령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그의 삶의 방향에서 약간 벗어

난 의외의 사건이라면 사건이 된다.그러나 그는 처음 실망했던 마음을 바꿔 곧 이

시골에서 자신의 생활이 뭔가를 남길 수 있는 보람있는 삶으로 바꾸리라고 마음

먹는다.그만큼 석주호는 자신의 삶에 한 자부심과 실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

다.그가 시골로 내려와 새벽 산책길에서 활을 쏘는 북호정 부녀를 만나게 되는 장

면은 그동안 석주호라는 인물의 명확하고 분명한 인생의 모습과는 다른 신비

감과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된다.

여름의 새벽 안개가 읍 공원을 덮고 있다.안개는 서서히 로 움직이면서 여

자가 흰 치맛자락을 걷어올리듯 공원을 벗겨 올라가고 있다.나무가 없는 공원

풀언덕이 아랫도리부터 드러났다.비는 오지 않았지만 밤이슬에 젖은 풀빛이 생

생하다.- 략-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정자의 뜰에 북향하여 서 있는 두 사람에 해서이

다.머리가 반백이 된 한 사람의 노인과 이상하게 가꾼 머리 모양 때문에 얼핏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은 여인.허리에는 각기 색띠를 두르고 있다.여인은 옥

색 띠로 허리를 매었고 노인의 그것은 주홍색이다.주홍 쪽은 색이 바래서 곱지

는 않았으나 역시 깨끗이 빨고 잘 손질되어 있다.그 색띠의 뒤쪽에는 길쭉한 주

머니가 달려 있는데,거기에는 다 같이 노랑색 실로 ‘北虎亭’이라고 수놓여 있

다.-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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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물론 거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다.각각 활을 들고서 북호정과 조

그만 골짜기를 하나 낀 맞은편 언덕,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곳을 향해 교 로

화살을 보내고 있다.노인이 화살 하나를 쏘고 나면 한참 있다가 여자가 쏘고,그

리고는 한참 후에 다시 노인이 쏘고....그 시간은 일정했다.여자는 활을 쳐들어

공 에서부터 화살을 재어내려 겨냥해 쏘았고,노인은 힘 좋게 가슴께에서 정면

으로 겨냥해 쏘았다.그때마다 맞은편 언덕 안개 속에서 딱,딱 화살 맞는 소리가

울려 나왔다.「과녁,pp.41-42.」

새벽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공원에서 노인과 여인이 활을 쏘는 장면에 한 묘

사는 석주호의 실 이고 세속화된 삶의 방식과는 다른 모호하고 신비감에 싸여

있는 모습이다.소설의 서두에 나타난 이러한 묘사를 통해 작가는 앞으로 개될

이야기의 진실이 안개 속에서 하나씩 그 허물을 벗어 나가듯 감추어진 모습을 드

러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새벽 산책길에서 이 신비스러운 장면을 보게된 석주

호는 호기심과 치기 섞인 마음으로 활쏘기를 배우기 시작한다.그가 활쏘기를 배우

게 된 다른 이유는 지방 유지들과의 내기 바둑에서 매번 진 것에 한 보상심

리로 시작된 지극히 세속 인 욕망 때문이다.그는 북호정 노인이 골라주는 새 활

을 거부하고 이미 길들여진 활을 골동품 인 가치를 계산하며 고른다.

명사수가 못된 터에는 물건이라도 그럴 둣한 것을 지니고 있는 게 나을 법했다.

그런 것을 차지해 두자,바둑 집 감들에 앞서서 한 발 앞선다는 게 그 게

요한 것이다.「과녁,p.61」

그러나 지방의 유지들과의 내기 바둑에 패배를 설욕하기 해 선택한 석주호의

활쏘기에 한 훈련은 북호정 노인의 결연한 궁도의 원칙에 부딪치게 된다.

활 쏘는 자세는 이 육신의 뜻,말하자면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그 의지 없이

쏜 화살이 설사 과녁을 맞혔다 해도 그것은 우연이지 맞힌 게 아닙니다.이쪽에

서 자세가 있고 의지가 있어 살 보낼 을 알고 있을 때 맞히려는 일에 뜻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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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것도 없이 겨냥부터 하면 무슨 뜻이 있겠소? 「과녁,p.63」

활을 쏘는 행 ,즉 궁술에는 12등 부터 시작되는데 그 12등 이라는 것은 몸

소 활을 쏘아 그 몸으로 등 을 만드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그 만큼 많은 화살을

몸으로 직 쏘아서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정신 의지나,

말이 앞선 행 가 아니라 몸으로 우직하게 익히고 나서 정신으로 나가는 것이 궁

도라고 노인은 말한다.그러나 석주호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실력을 다른 사람들

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심에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의 활 쏘는 모습을 보

이기를 원하게 된다.그만큼 석주호나 그와 같이 활을 배우러 온 사람들은 자신들

의 세속 인 가치와 평가의 잣 로 북호정 노인이나 그의 딸에 해 호기심을 보

일 뿐 그들이 지니고 있는 궁도에 한 신념에는 심이 없다.이들은 노인과 과년

한 딸이 시집도 가지 않고 궁도를 한다는 사실에 강한 호기심을 나타내며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질문을 서슴지 않고 한다.석주호 일행의 무례한 질문에 노

인은 노여운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속내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게 된다.

활장이나 활장이 딸이라고 사람이 다르오?활을 쏘면서 산다는 것뿐,그래 그

활을 쏘니까 생각과 만족하는 정도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사람으로 밥 먹고 짝 찾

아 살고 싶고 하는 것은 다른 구와도 마찬가지란 말이오 허물이 있다면,그런

것까지 다르게 생각하려 드는 쪽에 있지요.「과녁,p.68」

하지만 노인의 이런 고통스러워하는 반응에 일행은 더 노인의 딸이 활을 잘

쏜다니 직 으로 보고싶다며 몰아붙이기 시작한다.그러나 노인은 이를 결연히

거 하게 되나 이런 일행의 처사에 희롱기가 있다는 것을 치챈 석주호는 이들을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동조하게 된다.그는 새벽 산책길에서 처음 보았던 여

인의 활 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 욕망을 르지 못하고 아름다움은 자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노인의 결단을 종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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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것은 충분히 자랑되어야 한다.그리고 칭찬 받고 사랑 받아야 한다.

늙은 사내들이 어떤 동기로 그것을 요구하든 어도 궁도에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자 하는 이 석주호는 그럴 권리가 있다-「과녁,p.69」

그러나 석주호의 이런 세속 인 가치 은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고,그것을 돈으로

환산하여 그 가치를 따지는 근 인 가치체계일 뿐이다.북호정 노인이나 그의 딸

의 활 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에게 궁도는 자신들의 삶의 일 부분이며

인생의 원칙에 해당된다.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외부 인 그 어떤 가치들과

무 하게 자기 분야 내부의 가치를 시하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미 ,정신 가치

를 추구하는 세계에 해당된다.그러므로 그들 부녀에게 활쏘기는 타인에게 자랑하

고 싶은 재주가 아니고 일상 삶의 모습이다.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석주호나

그들의 존재에 한 사람들의 선입견은 속된 호기심에 지나지 않는다.그들 부녀의

활 쏘는 모습을 새벽 산책길에서 신비스러운 으로 바라보던 석주호나 그의 일행

들은 이런 부녀의 삶의 진면목을 보기보다는 속된 호기심과 그 호기심을 채우기

한 욕망으로 그들의 삶을 무의미화시켜 버리고 만다.결국 그들의 천박한 호기심

에 려 노인과 여인은 그들 앞에서 활을 쏘게 되고 그들은 자신들의 손상된 자존

심과 희롱거리로 락하게 된 활쏘기의 자 심에 한 좌 감으로 괴로워한다.

그러나 이들 가족의 숨겨진 진실은 인간의 지극한 사랑과 고귀한 인간애가 무엇

인가를 드러내게 된다.

노인과 여인은 사실은 친 부녀지간이 아니라는 것,두 살 된 어린 동생을 업고 북

호정으로 밥을 얻으러 온 소녀를 노인이 거두어서 부녀지간이 되었고,동생에 한

소녀의 사랑이 지극하여 노인도 친동생인 로만 알았던 소년 역시 소녀가 버려진

아이를 자신이 업고 왔다는 것을 노인에게 고백하게 된다.그 게 해서 세 사람은

연과는 상 없이 한 집안에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밝 진다.사람들

의 입에 오르내리던 부녀지간의 계가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 인간에 한 보다

더 깊고 넓은 고귀한 인간애에 의해 맺어진 결과가 그들 가족이라는 것이 드러나



-45-

게 된다.따라서 그들의 삶 역시 고귀한 삶이 되며 세속 인 사람들의 호기심은 오

히려 그들 가족의 고결함을 밝 주는 과정이 된다.즉 북호정 주인과 여인의 궁도

가 비통속 인 경지에 이르고 있으며 옛 통을 계승하는 인물들로서 가슴에 번지

는 감동을 유발하는 진실의 소유자들임이 밝 진다.작가는 세속 인 힘도 있고,

명성도 있고,야망도 있는 은 검사를 가리어진 신비의 역에 투입시킴으로써 격

조 높은 차원에서 통 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계승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그

러나 실 으로는 무시되거나 보잘것없는 한 가족을 발견하게 하고 있다.40)

그러나 석주호의 세속 인 욕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서투른 활을 쏘면서 과

녁에 서서 활의 치를 부채로 신호하는 소년을 끌어내기 해 노인의 약 을 건

드리게 된다.

활터에서 궁수가 쏜 화살의 방향을 과녁에서 부채로 표시를 해 주는 소년을 고

동이라고 한다.그러나 노인은 석주호의 서투른 활쏘기를 이유로 소년을 과녁으로

내보내지 않는다.그만큼 서투른 화살 앞에서 험하기도 한 일이기 때문이다.그

러나 석주호는 자신의 활쏘기에 한 자만심으로 노인을 부추겨 소년을 과녁으로

불러들이게 하고 결국 자신의 화살에 맞은 소년이 쓰러지는 비극 인 마지막 장면

을 만들어내고 만다.

소설「과녁」은 근 가치체계 속에서 통 가치체계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에

한 몰이해와 호기심이 얼마나 폭력 이고 속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세속

화된 욕망은 언제나 표면에 보이는 것에 해 평가를 하지만 그 이면에 숨

은 진실에 무 심한 것이 근 가치체계이며 모든 가치를 상품화시켜 버리는 것

이 자본주의의 생리이다.이러한 산업화에서 오는 사회의 가치는 이청 의 소설에

등장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에게는 폭력과 억압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세속화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폭력 앞에서 그들은 무력한 존

재일 뿐이다.이러한 모순을 작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40)신동욱,「진실을 탐색하는 이야기꾼」,김치수 외,『이청 론』.삼인행,1991,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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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지켜내고자 하는 장인들의 장인의식이 자신들의 고유한 역 속에서

인 미와 정신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소설 속에서 재 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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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삶과 술의 이원성

오늘날 술과 생활의 거리는 산업문명에 의하여 더 심화되었다.산업화는

우리의 통 삶의 가치를 괴하고 새로운 질서와 삶의 방식을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 ,외부 환경에 한 제약은 인간 주체 삶의 제약을 의미한다.그

결과 삶의 내 요구는 그 환경 조건과 부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내면에 잠재

되어 있던 고향의 의미와 공동체 인 아름다움은 도시화,상업화에 의해 후퇴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청 은 이러한 산업화에 한 비 과 잃어버린 통 삶 속에 묻힌 가

치에 한 향수를 귀향과 연결시켜 놓고 있다.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은 실과 응할 수 없는 정신 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그러한 경향의 인물들

은 변하는 상업주의나 약삭빠른 실리주의가 무모하게 강하고, 열한 욕망에 의

하여 야비하게 횡행하는 세상에서 좀더 냉정히 사물을 살피면서 조심성 있게 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선량하면서도 굳은 의지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겠다.41)이러

한 인물들은 지나간 시 의 고귀한 가치를 그 로 수 받고 그 맥을 이어가기

해 실과는 융화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고집하게 된다.이청 은 이러한 인

물들을 통해 실과 철 히 차단된 소외된 삶 속에서 개인의 술성을 확인하고

그 가치를 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는 장인정신을 문학 으로 형상화시키고 있

다.

이청 은 변하는 세계와 인간 계의 해체 기의 실을 진단하고 시 의 뒷

으로 려날 기에 놓인 장인의 삶과 술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재발견하게

하려는 시도를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다.이러한 이청 의 쓰기에 해

김 은 “우리의 변천사 속에서 ‘가치체계’의 극심한 혼란을 체험하고 고민하

41)신동욱,｢진실을 탐색하는 이야기꾼｣,김치수 외, 이청 론 . 삼인행,1991,

p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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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기 해 노력하는 작가이다.그는 이 가치체계의 변

화를 탐구함에 있어 우리 사회의 구조 모순,즉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교체에서

발생하는 이원 립을 소설구조의 응 양식으로 다루는 바 우리는 이를 비

지식인의 반성 제로서 이해할 수 있다”42)고 하여 이청 의 쓰기가 시

모순에 한 의혹을 구체 으로 반성하고 문학 으로 형상화시킨 지 인 작업

과정이라고 말한다.따라서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평면 리얼리즘의

구도를 벗어나서 시간성의 내부로 환원하고 이를 통해 실에서 소외되고 불 화

음 하는 장인들의 삶과 술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지 할 수 있다.

1. 술가의 존재방식

1) 술행 와 시 가치

소설 「 」는 이러한 시 배경에서 소외되어 가는 타는 의 이야기

이다.

을 타는 는 혹독한 수련과정과 고난도의 기술을 습득해서 공연 때마다

을 해 목숨을 내놓고 을 타야 하는 험한 직업이다.그런 만큼 서커스라는

옛 풍속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그 나름 로의 애정을 받아왔던 사람들이다.그러나

근 화로 인해 직 생산 체계와 거리가 먼 이러한 풍속들은 해방이후 정치,경

제체제의 변동과 함께 주류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부로 려나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이청 이 이 게 사라져 가는 통 인 가치체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설로써 상기시키고 그들의 삶과 정신을 술 경지로 형상화시키고자 한 이유

는 ‘장인들의 삶이 교환가치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다는 사실과 이들이 피해자일 뿐

로 가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그리고 그러한 사실의 언어화가 소설의 탐구

42)김 ,「이청 에 한 세 편의 ―문학과 유토피아」,문학과지성사,1980,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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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사실’43)에 있다.이러한 실 배경과 근

가치체계에 한 혼돈 속에서도 이청 의 소설 속에 등장한 인들은 그들의 가치

체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고집스러움을 지닌 인물들로 형상화된다.

허 노인에게 을 타는 행 는 술과 실 사이의 분명한 경계가 된다.

허 노인이 지상에서 더욱 높이 하늘을 향해 을 매달수록 그의 타는 행 는

실에서 멀어진 월 인 행 가 된다. 에서의 그의 삶은 실세계로부터 고립

된 소외의 공간이다.그만큼 허 노인의 타기는 험하고 비 실 이다.

그런 허 노인에게는 허운 이라는 아들이 있다.허 노인은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을

갔다가 시들해서 돌아온 아들에게 독백처럼 말한다.

세상에는 가 밟을 만한 땅이 흔찮을 게 당연하지....「 」 p.24.

서커스단에서 평생을 타기로 살아온 허 노인의 이같은 독백은 세상과 무 하게

살아온 자신의 술행 에 한 실 인식에 한 자각의 말이다.그는 아들에게

타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다.이것은 아들 허운 역시 학교생활을 통한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신 아버지와 같은 운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의미한다.

허 노인은 아들에게 처음에는 땅에 을 그어놓고 발을 왕래하게 하더니 나 에

는 각목과 로,그리고 몇 년 뒤에 드디어 그 을 허공에 매달아서 그 를 타게

했다.허운에게 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5년 만의 일이었다.그러나 아직도 사람

들 앞에서 을 타지 못하게 했다.아들은 자신도 사람들 앞에서 을 타고 싶다고

속마음을 말하자 허 노인은 아들을 향해 묻는다.

-그래.......그럼 을 탈 때 끝이 가까워 보이느냐?

-네,바로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가는 이 넓게 보이겠구나........

-그 에서 뛰어 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3)김치수,｢언어와 실의 갈등｣, 이청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1998,p.97.



-50-

-그러자 허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되겠다 !

운은 까닭을 몰랐으나 더 꾸하지 못했다.열 여덟 살이 되었다.

운은 허 노인에게 다시 같은 청을 드렸다.

-어떠냐, 이 넓어 보이느냐?

- 이 보이질 않습니다.

운은 불안했으나 사실 로 말했다.

-그래, 을 타고 있을 때 아무 것도 보이질 않는단 말이냐?

- .

-귀도 들리지 않고.

- .

그것도 사실 로 답했다.

-흠,아직도 객기가 있어...... 「 」,pp.24-25

아직도 아들의 타기에 객기가 있다고 단한 허 노인은 아들이 사람들 앞에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노인에게 타기는 재주도,객기도 그 어떤 것도 개입

되지 않는 인 무아의 경지를 의미한다.그것은 순수한 의 세계에 한 정

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이 게 호된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어느 날 아들이

자신의 호통소리를 듣지 못하고 을 타는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아들에게 사람

들 앞에서 타는 것을 허락한다.

끝이 멀리 보여서는 더욱 안 되지만,가깝고 넓어 보여서도 안 되는 법이다.

그 이라는 것이 에서 아주 사라져버리고 에만 올라서면 거기만의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하는 거야.제일 험한 것은 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에서는

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단

말이다.「 」,p.27.

허 노인은 아들 허운에게 지상에 있는 모든 것에서 과 귀가,그리고 생각마

닫아야 한다고 말한다.그것은 의 타기가 세상과 단 된 철 히 술 인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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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월 인 행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자유스러운 술세계 속으로 그의 삶 자체가 동화되고 지상의 삶에서

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을 타는 허공과 지상은 철 히 이원 인 계의

세계다. 실과 비 실, 실과 이상,그리고 근 가치와 가치라는 이원

성이 존재하는 곳이다.그래서 허 노인이 허공에서 을 타는 행 는 실에서 소

외된 자의 공간이 된다.

허 노인이 을 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천장 포장을 걷어 젖히고,넓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허 노인은 흰옷에 조명을 받으며 을 건 는 것이었는데,발

을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게 그냥 흘러가 둣 조용히 을 건 가는 노인의 모습

은 유령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땅 에서 하품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

다.이상한 것은 그 게 을 타는 노인이었지만 에서 내려오면 그의 온몸이

언제나 땀에 젖어 있곤 한 것이었다.그리고 단장은 그런 허 노인의 타기를 몹

시도 싫어했다.「 」,p.25.

허 노인의 타기는 객기나,재주를 부리는 것과는 먼,혼신의 힘과 정신으로 행

하는 술 경지에 이르는 행 이므로 타기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 아름다움

을 느끼게 한다. 에서의 그의 육체는 정신과 완 한 일치상태가 되고, 술

자유스러움을 경험하는 공간이 된다.그러나 세상의 요구는 허 노인에게 그런 자신

만의 술 자유스러움을 버릴 것을 강요한다.단장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해

“구경꾼 놈들의 간덩이를 덜컹덜컹 놀라게 해주란 말이야,재주를 좀 부려,재주를”「

」,p.25요구하게 된다.그러나 허 노인은 을 타면서 재주를 부리는 것을 용납

하지 않는다.더구나 구경꾼들에게 재미를 더해 주기 해 을 타지 않는다.그

때문에 단장에게 나무람도 들었다.노인은 타는 일이 구경꾼이나 단장을 한 일

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 그 자체라고 생각했다.그러기에 단장의 청이나 의

요구를 들어 수 없었다. 에게 은 그의 삶의 유일한 공간이고,거기에서 이

루어지는 모든 일은 그의 삶 그 자체가 된다.44)그러므로 단장의 요구는 허 노인에

게 랗게 질리는 고통을 안겨 다.그러나 을 타는 행 를 통해 그 고통은 잊



-52-

지게 된다.그러므로 부정한 아내를 제 손으로 목 졸라 죽인 비정한 행 마 을

타는 행 로써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그것은 을 타는 행 만이 허 노인에게 철

히 실과의 분리된 술 자아로서의 완 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런 허 노인의 죽음은 다분히 의도 인 선택의 죽음이 된다.그는 아들이 이제

을 그만두시고 좀 쉬라고 권유하자 “ 에서 내 발바닥의 기력이 다했다고 다른 곳을 밟

고 살겠느냐?같이 타자“「 ,p.28」고 말한다.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에 올라섰고 앞서 가던 아들 운이 을 다 건 갔을 무렵 뒤따르던 허 노인은

에서 떨어져 죽는다.

그의 죽음은 에서 지상에로의 추락을 뜻하지만 그의 죽음은 에서 승천으

로 자신의 내 술성의 완결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의 속된 요구와 새로운 가치 질서에 결코 순응하지 않은 허 노인의 타기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끝이 난다.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을 타게 된 허운

은 아버지의 술 을 이해하게 된다.그러나 시 변화에 의해 서커스 손

님은 어들게 되고 단장은 두 배,세 배로 더 높이 을 공 에 매달기를 요구하

게 되며 아버지와는 달리 허운은 지상의 을 의식하게 된다.그것은 자신의

타기를 동경하는 불구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운은 삶과 타기에 한 새

로운 변화를 인식하게 된다. 객을 의식하고,단장이 요구한 로 재주를 부려

을 즐겁게 해 주던 그는 실 인 욕망의 세계에 과 귀를 열고,소리를

듣게 됨으로써 자신의 술 경지에서 오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그리고

에서 떨어져 죽고 만다.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승천이라고 했다.

소설 「 」는 통 삶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장인들의 술 삶이,

시 의 변화 속에서 이탈하여 술에 투 된 정신 가치와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

고 있다는 것을 장인들의 죽음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즉 시 가치에서 벗어난

의 장인의식은 세속 인 욕망이나 그 어떤 실 인 시류와 부합하지 않는

44) 길언,｢이야기 방식과 소설의 의미｣, 소설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남출 ,

1997,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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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스러움을 지향하고 있다.그리고 그 술 자유와 정신 가치를 지키기

해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것이 의 경지라는 것을 작가는 라는 인

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2) 술 주체의 실 응 방식

술가 소설에서 술가는 술 행 의 성취를 죽음을 통해 완성하기도 한다.이 때

삶과 술은 어쩔 수 없이 갈등과 립의 이원 계에 놓이게 되고 삶 속에서 끊임

없이 술 완성을 해 탐색의 과정을 겪게 된다.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술가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물론 이때의 선택은 술가 스스로의 입장

에서 보자면 최선의 방법이 되겠지만, 실 에서 바라다보면 념 이고 탐미

인 비극의 결말로 바라다볼 수도 있다.그러나 이청 소설에서 이러한 술가의 죽음,

는 실종은 다른 의미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설 「시간의 문」은 유종열이라는 사진작가의 술 행 에 한 욕망과 술 이

상을 탐색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사진작가 유종열은 오 년 ,사진을 기 해 동남아시아의 섬들을 떠돌며 캄보

디아 경 근처의 난민들을 찾아다닌다는 소문과 함께 해상에서 실종된다.그런 그

의 유작품 사진 이 열린다는 소식을 한 화자인 나'는 그의 실종에 한 의문과

함께 그가 남겼다는 유작품에 한 의구심과 호기심을 품게 된다.

화자인 나'의 기억 속에 있는 유종열은 자신이 미래의 시간을 사진 속에 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그의 작업방식은 언제나 독특했는데,늘 흑백사진만을 고집하

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고 나면 바로 상을 하지 않고 몇 달이 지난 다음

에 그것을 인화해서 과거의 시간을 재화 시켰다.그의 욕망은 시간의 문을 여는

것에 있다.즉 과거, 재,미래가 정지되지 않고 하나로 흐르는 그런 시간의 흐름

을 한 장의 사진 속에 담는 것이다.그러나 작품화된 시간은 사진으로 히는 순간

과거의 시간으로 정지되고,사진을 는 주체와 피사체인 상과의 간격은 결코 메

워지지 않는다.이러한 상황은 그에게 망과 패배감을 안겨주게 되고 그는 새



-54-

로운 상을 찾아 방황하게 되며,피사체의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상의 시간을 정지시켜 버리는 게 카메라의 숙명이라면 유 선배의 실패는 그런

카메라에다 허물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아까도 말 드렸지만 허물은 오히

려 그런 상을 선택해 시간을 으려는 유 선배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붙

잡으려는 상의 시간은 원래 사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사람의 삶이나 숨결

이 드리우지 않은 산이나 나무나 바 의 시간,그것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지요.

사람에겐 그 화석화되어 버린 정지일 뿐 이 요......그것은 유 선배의 카메라

앞에서 흐름을 정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지되어 있는 화석의 시간이었어

요.흐름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게 아니라,유 선배 앞에서 처음부터 문을 열어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카메라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순간에서조차 말입

니다.「시간의 문」 p.200.

인간의 모습이 히지 않은 사진 기,즉 유종열의 작품 행 란 처음부터 인간의

실존과는 무 한 화석화된 시간일 뿐이라는 것,이것은 술 행 자체에 한 근

본 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창작 행 란 구를 한 것인가,사진은 작가를

한 술로서 끝나는 것인가,작가의 창작욕구가 자기화함으로써 성취되었다면,

그 게 얻어진 작품은 피사체인 그 세계에게는 어떤 의미를 수 있을까”45)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스스로 고뇌하게 한다.그것은 술가의 술행 가 실에서 유

리된 술이란 생명력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그 정지된 시간은 희

망을 향한 미래의 시간으로 흐를 수 없는 망의 순간이 된다.이러한 망감은 자

신의 사진 기에 한 자기반성으로 이어지고 그는 다른 상에 한 탐색을

시도하게 된다.그 결과 유종열은 베트남 쟁의 참상을 취재한 사진을 기 시작

한다.

쟁터의 사진이 의례 그 둣이,유선배가 월남에서 어온 사진들은 무도 생

45) 길언,「이청 '시간의 문'에 나타난 술가 상」, 소설은 어떻게 읽을 것인

가 .나남출 ,1997,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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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비극의 상들이었다.포탄에 몸이 찢긴 병사의 신음과 규,굶주림 속에

쫓기는 피난민들의 참상,사신의 모습처럼 검붉게 치솟아 오르는 화염의 세와

공포....그런 사진들의 주제는 물론 한결같이 인간의 삶과 죽음의 얼굴이었다.유

선배는 거기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고 있었다.

「시간의 문」,pp.204-205

상과의 벽을 허물기 해 유종열이 다음으로 선택한 것은 베트남 쟁을 취재

하는 일이었다.이때부터 그의 사진은 쟁으로 인해 찢기고,신음과 규 속에 빠

진 인간들의 비극 상,즉 인간의 죽음과 고통의 순간들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된다.이것은 유종열이 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는

고통 속에 죽어 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사진 기의 행 가 무력감만을

가져다주는 고통의 순간들이라는 것을 다시 자각하게 된다.그리고 피사체의

상과 자신과의 벽을 뛰어넘기 해 마지막으로 유종열이 선택한 것은,동남아 일

를 떠도는 월남 난민의 비참한 죽음의 항로를 직 취재하기 해 난민선으로 동

승하게 됨으로써 실종된다.

는 결국 보트를 내렸고,유 선생은 혼자 보트를 어 난민선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아는 한의 유 선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의 감이 한 것입니다.배를 떠나 보낸 지 한 시간이 지나도

유 선생의 보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문」,p.231

이 게 소설「시간의 문」은 카메라의 주체인 유종열 스스로 하나의 피사체가 되

어 죽음의 장인 난민선으로 걸어 들어간 행 를 통해 재의 시간 속에서 미래

의 시간의 문을 발견하게 되고 술 완성을 이루게 된다.즉 카메라의 주체가 스

스로 상화되면서 주객간의 거리를 극복하고 원한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상

과의 벽을 허물기 해 스스로 피사체가 되어 실에서 실종,혹은 죽음을 선택하

게 되는 술가의 술 성취는,살아 있는 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른 배반

과 망을 잉태하게 된다.이러한 모순의 과정을 통해 한 술가의 술행 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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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루게 된다.

3) 실체험과 술 내면화 과정

소설 「날개의 집」은 근본 으로 술가의 삶과 술 완성에 이르는 길 찾기

에 한 소설이다.삶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시간이 계하고 시간의 흐름은 존

재들의 변화와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간다. 술가의 길 찾기는 강렬한 체험과 그

체험의 의미를 향해 필연 으로 결핍되어 있는 자아의 각성과 미래를 향한 배움의

진이다.따라서 주인공이 찾아가는 술가 삶에 한 자각은 결코 순탄한 항로

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주인공은 세상에 한 고난과

환멸을 함께 겪어 나가야 한다. 술과 삶에 한 끝없는 회의와 좌 을 겪고 비로

소 삶을 인정하고,그 삶으로부터 진정한 가치와 진실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주인공 세민을 통해 그려놓고 있다.

소설 「날개의 집」은 술가의 술 행 의 발 과정이 드러난 작품이지만,그

형식구조가 다른 작품에서 보았던 액자형식의 서술구조를 벗어나 연 기 시간을

따라 한 개인의 성장과 좌 ,그리고 술 완성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탐색하고

있다.

소설의 반부는 세민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꿈꾸어 보는 유년시 과 나무에서

떨어져 불구의 몸이 되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유당에게 그림 공부를 배우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후반부에서는 유당의 집에서 기거하게 된 세민이 유당으로부터

그림 그리기 기법을 배우면서 그림 그리기에 한 본질 인 의문을 품게 되고,스

승 유당과의 갈등과 반목까지를 그리고 있다.그리고 십 년이 지난 이후에 유당과

결별한 세민이 비로소 자신의 그림 그리기가 타인의 그림 그리기의 본뜨기가 아니

고 실에 한 고통과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는 과

정까지를 담고 있다.

세민이라는 어린 소년이 자신이 성장했던 시골의 한정된 공간 안에서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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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꿈꿀 수 있는 직업에 한 갈망을 그리고 있는 유년기의 삶은,다양한 어른들

의 세계인 엿장수,우편배달부,형사 등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나타난다.그것은

날개를 달고 싶어하는 성장의 욕망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게 한동안 나무 에서 지내다 보니 세민은 그 팽나무를 오른 것이

그것이 처음이 아닌데도 이날 따라 이상하게 그 아래 풍경들이 낯설고 아득하

게 느껴졌다. 에서와는 달리 마을 골목길도 조그맣고 아득하게만 들려왔다.아

래서 볼 때와는 완연히 다른 세상이 거기 있었다. 앞을 바투 가로막고 앉은 안

산 머 바다까지 ,아래서는 볼 수 없던 마을 밖 풍경들이 끝없이 멀리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도 신기한 경이었다.46)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한 낯설음을 통해 소년의 자아는 새로운 세계에

한 동경과 함께 소설의 제목이 상징하고 있는 날개 달기에 한 욕망을 품게 된

다.그러나 그런 소년의 욕망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세민의 외부세계에

한 동경과 희망은 나무에서 떨어져 회복되지 못한 불구의 몸이 되면서 좌 된

다.자신처럼 농사꾼으로 힘든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던 아버지의 소망과 그 아버

지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나무 에서 내려다보고 느 던 세계에 한 동경으로 어

렴풋이 알게된 세민은,꿈을 포기하고 농사꾼이 되기 해 고된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소설은 이러한 주인공이 시련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세계 즉 술가

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을 탐색하게 된다.

「날개의 집」은 세민이 취학한 유년 시 을 시 으로 시작되어 그가 서른이 된

나이에 진정한 술가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몇 번의 사건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

을 그리고 있다.특히 이러한 연 기 성장과정에 한 서술은 소설가가 그리는

인생의 진실이 고정 이거나 완 히 독립 인 것이 아니라 실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려낸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따라서 작

46)이청 ,「날개의 집」,『문학상 수상작품집1』.청어,1999,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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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에 한 태도와 의식의 변화를 겪게 되고,세계와 반

목하고 화해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세계에 한 자각과 인식을 새롭게 해 나가게

된다.그러나 이때 소설의 주인공은 아직은 세상과 자신의 삶에 한 의미를 내

으로 형성시키지 못한 채로 외부에서 주는 입사식 같은 시련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그것이 주는 삶의 의미를 고통스럽게 깨달아 가게 된다.특히 이청 의 소설에서

한 개인,혹은 술가의 술 행 ,소설가의 쓰기 등 술과 실에 한 갈등

과 립 등의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탐구해온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 세민은 일상 삶과 술의 분리를 의식하며 내면의 가치와 술 완성

을 향해 집요하게 매달린다.그러나 그것은 실과 립을 보이고 이를 극복하기

해 삶과 술의 이원성에 한 갈등을 겪게 된다.

세민이 철 히 술가 삶과 일상 삶과의 가치를 분리시키고자 했다면,스승

유당은 삶과 술이 결국 하나의 일이라는 것을 세민에게 인식시키고 실천시키려

는 데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이 있다.

기다리거라,그리고 우선 이 땅과 친하고 흙을 잘 알도록 하거라.

성심을 다해서 이 땅을 가꾸고 흙을 사랑하도록 하거라,마음 공부 사람 공부 세

상 일 공부가 다른 게 아니다.이 땅을 알고 흙일을 사랑하고......제 마음속에 이

흙에 한 사랑을 익히고 심어나가는 일이다.이 땅이나 흙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나 모든 세상일의 근본이 되는 텃마당인 것이다.47)

“산을 그리자면 그 산이 안고 있는 흙과 돌과 나무와 풀을 알아야 하고,물을 그

리고 싶으면 그 물을 안고 흐를 길을 내어주는 땅 속 심성부터 알아야 한다.사

람을 그릴 때도 들 을 그릴 때도 하늘을 떠도는 구름이나 새를 그릴....세상 모든

것은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땅과 흙의 깊은 이치부터 먼 알아야 한다.그

리고 그 땅과 흙일을 마음과 온몸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그 사랑으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그 사랑이 없이는 거짓 그림,가짜 그림밖에는 그릴 수가 없게 된

다....”48)

47)이청 ,「날개의 집」,앞의 책,pp.3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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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 유당의 이 같은 삶과 술의 동일성에 한 신념은 세민과의 근본 인 갈등

을 야기시키게 되고, 어린 세민에게 정신 혼란과 의문을 가 시켜

뿐이다.그리고 세민이 이런 스승의 속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

이 흐른 뒤가 된다.따라서 스승의 삶과 그림에 한 동일성을 세민이 깨닫게 될

때까지 그의 술가 삶은 세계와 자아와의 립과 갈등으로 그 이원성의 세계를

이루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반목하게 된다.

스승 유당이 세민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은 ‘삶의 법식이 바로 그림의 큰 법식’이

라는 것,그것은 곧 삶과 술이 하나라는 것에 기인하다.그러므로 스승 유당은

세상과 사람살이의 아픔과 사랑을 배워야만 진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제자에게 심어주고자 한다.그러나 세민에게 그것은 진정한 자기 법식으로 쉽

게 다가서지 못하고 스승과 립하게 된다.스승 유당과 자신의 작품세계에 한

괴리감을 벗어나기 해 아버지의 장례식을 계기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세민

은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에 그 로 고향에 러 앉게 된다.이것은 공식 으로 유

당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사건이 되며, 세민 스스로 삶과 술이 둘 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 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체험의 시간이 된다.

고향에 러 앉아 어머니를 도와 힘든 농사일을 하게 된 이후 세민은 일 자체를

통해 양식을 얻는 일이 삶을 얻는 일이라는 고통스러운 자각을 하게 된다.

하고 보면,그 흙이나 삶에 한 사랑 역시 어떤 법식이나 방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삶 가운데에서 배우고,배움에서가 아니라 살아감에서 움이 돋고

자라 가는 것임이 분명했다.아픔을 배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아픔을 앓는

것,그 아픔을 숙명의 삶 속에서 앓아 가는 것이 사랑이었다.자신의 온 몸뚱이

로 그 아픔을 참고 앓아 나감이 사랑이었다.49)

스승 유당이 늘 세민의 그림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힐난하던 삶의 고통을 직

48)앞의 책,p.358.

49)앞의 책,p.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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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으로 겪은 세민이 그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그리고 그 그림 그리기는 결국 삶의 방식에서

구할 수 있었다고 세민은 자각하게 된다.

술가의 술행 가 세상의 모습을 그 로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

과 아픔을 몸으로 직 앓아낼 알아야만 한다는 것,즉 ‘이 땅과 사람살이의 아픔

을 다 그림으로 앓아버려서 다른 사람들 에는 오직 충만한 평화와 기쁨의 빛만 남아 보이

도록’「날개의 집」,p.383하는 사람이 진정한 술가라고 자각하게 된다.그리고 세

민은 비로소 자신의 그림 그리기에 한 술 완성과 함께 한 술가의 긴 탐색

의 과정이 끝이 난다.따라서 이때 세민이 세우게 되는 술 경지란, 술이란

철 히 실 인 삶에 한 인식과 사랑으로 생의 삶을 신 앓고,그것을 술

의 형식 안에 녹여내는 것이 한 사람의 술가가 이루어 내야 할 문제가 된다.그

것은 스승 유당이 늘 세민에게 일러주고자 했던 ‘삶의 법식이 곧 큰 그림의 법식이

된다’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비로소 한 술가의 지난한 술 탐색의 과

정이 완성된다.

그러나 「날개의 집」에서 더욱 여겨보아야 할 은 한 술가의 술혼의 고

양이 개인의 성장과 함께 완성되어 가는 경지다.그것은 스스로의 술 각성과

완성에 이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술 완성의 힘이 곧 과 세계에 한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의 힘으로 넓 져 나간다는 사실이다.

“ 생이 앓으니 나도 앓는다.마지막 생의 아픔이 나으면 나도 나으리라“

- 략-

“그래,그게 내 그림의 숙명이라면 두고두고 더 앓아내도록 해보자,할 수만 있다

면 이 땅과 사람살이의 아픔을 다 그림으로 앓아 버려서 다른 사람들 에는 오

직 충만한 평화와 기쁨의 빛만 남아 보이도록”50)

술과 삶이 하나라는 동일성을 넘어 그 술이 생의 아픔을 신 앓는 것이라

50)앞의 책,pp.382-383.



-61-

는 것,소설의 결말이 여기까지 열려 있다면 술은 결코 개인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의 구도 행 에 이르게 된다. 생의 고통을 신 앓고,그 고통을 바탕으로

사랑으로 일구어 낸 술의 경지,그것이야말로 삶과의 동일성을 월하여 보다 더

확장된 세계 으로 뻗어나가는 술 경지에 이르게 된다.세민이 육신의 고통을

통해 아픔을 앓고 있는 소의 형상에 뜨게 되고,그 안에서 삶의 평화와 조화를

그림으로 재 해 낼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삶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이 작가에게 술 행 란,결국 자신을 구원하고 생의 아픔과 고통을 신 앓아

내어 이루어진 구도의 행 이며 술가의 비상,즉 날개 달기라고 할 수 있다.

2. 술가의 죽음과 시간성

이청 의 소설 에서 사건의 귀결이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 메타포로서 존재의 원 내지

원형 인 생명의 바다로의 회귀를 의미한다”51)그의 소설 속 인물들의 죽음은 생

명의 유한성에 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잉태해서 창조하는 원 인 생명의

연장선이며 형이상학 공간이 된다.그는 자신의 소설 속에서 죽음이라는 주제가

지닌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세의 삶을 결정한다.이 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의 삶이 죽음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 역도 성립하는 것이지요.

요즘의 많은 서구 문학에서는 아마도 유물론 사상이 침윤된 탓이라 생각되지만,

죽음 이후의 세상이나 혼에 한 상상이 찾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그

러나 문학 상상력의 기능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는 것이 아니겠어요?죽음

이 없는 삶이란 일차원 인 함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52)

그의 술가소설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선택한 죽음의 의미는 이런 작가의 세계

51)이태동,｢구원과 생명력의 바다｣,『이청 론』,삼인행,1991,p.242.

52)이청 ,｢시 의 고통에서 혼의 비상까지｣, 이청 깊이 읽기 .권오룡 엮음,

문학과지성사,1999,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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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면들을 지니고 있다.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죽음의식은 결코 유미 인 념에서 오는 탐미 죽음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즉 삶과 죽음은 원히 분리된 두 개의 극한선이 아니라 하나의 귀향

혹은 삶에 한 진정성을 획득하기 한 하나의 방편이며 구원의 몸짓이 된다.따

라서 그의 소설 속에서 술가 혹은 장인들의 죽음과 실종은 그 상징성으로 인해

그들이 지닌 세계에 한 가치를 독자로 하여 수 하게 하거나 감동을 느끼게

한다.작 인물의 이러한 죽음의식은 자살 혹은 실종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독자는

작품의 결말에서 그러한 소설 속 인물들의 죽음이 결코 실 인 망이나 좌 에

서 오는 패배감에서 선택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이 장에서는 이러한

에서 바라본 작품 속 인물들의 죽음과 실종에 한 의미를 시간성과 연 지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술 완성을 한 선택

소설 「시간의 문」은 한 술가의 술행 를 시간의 의미와 직 으로 연

시켜 놓은 소설이다.

에드먼트 훗설은 그의 서 「시간의식」에서 ‘인간의 의식이 체험하고 의미를 부

여한 주 시간은 객 세계시간보다 근원 ’53)이라고 말한다.그것은 실재

세계질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실과 과거의 시간이 객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그것보다 더 본질 인 상학 시간개념은 우리의 인식 과정 속에 늘 내

재되어 있는 시간개념인 주 시간의식이라는 것이다.즉 상학자들이 다루려고

하는 시간이란 사물의 구체 인 시간의 개념이나 실존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늘 내재되어 있는 시간 그 자체,혹은 우리의 의식 역 안에 존재하는 시간개념을

말한다.

사진작가 유종열은 실의 무게를 정면으로 감당해 낼 엄두를 낼 수 없어 그

53)에드먼트 후설,『시간의식』.이종훈 역,한길사,1998,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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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부터의 압살을 모면하기 하여 재를 떠나 미래의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하

는 욕망을 품게 된다.그 욕망에 따라 그의 사진 기의 피사체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그러나 그 욕망은 처음부터 시간의 문에서 찾을 수 없는 화석화된 시간이며

강력한 자기실종의 욕망에 불과하다.유종열의 사진 기는 재라는 시간 속에서

벗어나 미래의 시간을 좇고자 하지만, 실의 고통과 사람들의 일상 인 삶을 외면

한 사진 기는 허상일 뿐이다.따라서 유종열은 자신의 사진을 통해 미래의 시간,

희망의 시간을 찾을 수 없게 되고 망하게 된다.유종열의 사진 기에 한 변화

가 찾아오기 시작한 계기는 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가 쟁터가 있는 베

트남으로 가서 사진을 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는 쟁터의 참상과 고통에 찬 인간들의 모습을 기 시작하면서 피사체의

상을 어린아이,어른,그리고 노인 등 인간의 모습을 기 시작한다.그러나 유종열

은 그 사진들인 상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뚫을 수 없는 망을 다시 느

끼게 된다.그리고 그는 스스로 베트남 난민을 구하기 해 노를 어 난민선으로

실종됨으로써 미래의 시간을 좇게 된다.그것은 곧 재의 시간 속으로 스스로 걸

어가 실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해 술마 버리는 행 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시간인 미래의 시간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이것을 핵 단 로 구성

해 보면 유종열은 다음과 같은 여정으로 자신의 술 탐색과정을 이루게 된다.

① 실에서의 고통스러운 한계에 도달하다.―유종열은 미래의 시간 를 지 못

해 망하다.

② 실을 떠날 결심을 하다.―베트남 난민을 향해 배를 어가다.

③ 이상은 실의 세계 속에서 가능하다.―유종열이 실종되다.

④ 미래의 시간을 발견하다.―그가 남긴 사진으로 되돌아오다.

이상과 같이 유종열의 술 탐색과정은 실종의 욕망-이상을 향해 떠남- 실로

돌아옴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그것은 술 자아의 완성을 향한 탐



-64-

색과정으로 술의 가치를 향한 길이기도 하다.그러나 결국 이러한 술행

에 한 탐색은 죽음으로 완성되어 간다.그리고 그 완성은 실에서의 실종으로

얻어지게 된다.그러나 이청 의 술가소설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은 이원 인 것

으로써 서로 립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죽음이 있기에 새

로운 삶이 시작된다.따라서 술가 주체의 가치를 한 죽음은 다른 삶

의 의미로의 탐색과정이 되며,「시간의 문」에서 주인공 유종열의 실종은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세우게 된다.

원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심리구조는 어쩌면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자각에

서 느껴지는 불안심리일 것이다.유한함은 죽음과 연계되어 있고 결국 죽음은 인간

의 시간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곁에 두고 의식하고 자각하며 공

존하는 피할 수 없는 인간 생존의 인 조건이다.이러한 생명에 한 유한성

은 모든 술 속에서 원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한다.

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성과 소멸에는 모든 종류의 시간 규정이 어떠한 방

식으로든 필연 귀결로서 결합되어 있다.왜냐하면 완 히 명증 이고 자명한 바

와 같이 존재하는 것,혹은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혹은 이미 존재하

던 것의 귀결이며,그리고 미래에 이미 존재할 것은 존재하는 것의 귀결이기 때

문이다.54)시간에 한 인식은 그 원성에 한 시간의 개념이 결국 하나의 연계

선상에 과거와 재,그리고 미래가 이미 존재했거나 존재하고,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즉 훗설의 이러한 시간의식은 과거와 재,그리고 미래가 하

나의 연계선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상학 시간의식을 말하고 있다.

「시간의 문」에서 유종열의 사진 기에 한 과정은 첫번째,바다의 사진을 취재

할 때 스스로 실종의 욕망을 느끼기 시작하며,그 욕망은 두 번째,월남 취재로

구체화되어 가고,세 번째 동남아 해상에서 표류하는 난민선 취재에서 실종된다.

그는 바다에서 실종되어 육지에서 이루지 못한 술 성취를 이루게 되지만,스스

로 피사체가 되어 한 장의 사진으로 실로 돌아오게 된다.그것은 재 치에

54)에드먼트 훗설,『시간의식』.이종훈 역,한길사,1998,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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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는 화자인 ‘나’의 시각으로 본다면,유종열이 바다로 나아가는 한 장의 사진은

오 년 바다에서 실종된 과거의 한 장면에 속한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그의 아내 정성희가 유종열의 사진을 보며 느끼는 것은 그가 미래의 시간인

희망의 시간을 만나는 장면이다.즉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의 시간이 회상된 과거의

시간 속에 놓여 있는 이야기된 시간 속의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에 심리 인 의미

를 부여하고 있다.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 술가의 죽음을 통한 술

구원이 시간의 의미를 월하여 그 존재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종열이 바다로 실종되는 그 한 장의 사진이 주는 의미는 한 술가의 실에

한 선택이 술 이상과 통합되어 죽음의 의미를 월한 술 구원으로 형상

화되고 있다.

유종열의 사진 기에 한 탐색과정은 결국 바다에서 실종되어 육지에서 이루지

못한 술 성취를 이루게 되지만,스스로 피사체가 되어 한 장의 사진으로 실

로 돌아오게 된다.‘나’와 그의 아내 정성희가 유종열의 사진을 보며 느끼는 것은

그가 미래의 시간인 희망의 시간을 만나는 장면이다.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 술가의 죽음을 통한 술 구원이 시간의 의미를 월하여 그 존재성을 증

명해 보이고 있다.유종열이 바다로 실종되는 그 한 장의 사진이 주는 의미는 한

술가의 실에 한 선택이 술 이상과 통합되어 죽음의 의미를 월한 술

구원으로 의미화 되고 있다.

소설 「시간의 문」에서 유종열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시간의 흐름 속에

그 자신을 치시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그는 자신이 미래의 시간 속에서

살고자 한다고 말하는데,그 미래의 시간을 해서 스스로 죽음의 난민선으로 실종

된다.따라서 그의 죽음은 곧 술과 실의 립을 월하는 계기에 한 일종의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죽음의 난민선으로 사라져간 그의 실종은 종결된 그의

술 삶이 실과의 매개 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으로 추정이 가능해지는 모순

을 낳게 된다.

그러자 유 선생은 제게 마지막 요구를 해왔습니다.배를 가까이 근시킬 수 없다면,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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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난민선을 다녀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는 물론 이번에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유

선생의 신변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신변의 험이 아니더라도 유 선생의 행동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이 좋을 리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는 극력 유 선생을 말렸지요.

그러나 유 선생의 결심은 이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더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는 결국 보트를 내렸고,유 선생은 혼자 보트를 어 난민선으로 가셨습니다.그리고 그것이

제가 아는 한의 유 선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시간의 문」,pp.230-231

유종열이 선택한 죽음은 결국,시간 밖에서 표류하는 삶을 버리고 시간의 문안으

로 걸어 들어가는 자유로운 선택이며 술 완성에 이르는 길이 된다.이때 시간

의 문은 경험 ,물질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떠남으로써 돌아오는 과거, 재,미

래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지닌 상학 시간의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술

구원의 의미로 원성을 획득하게 된다.

작가는 소설 속 유종열이라는 인물을 통해 술가의 술 구원의지가 죽음을

통하여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이는 미래의 시간을 좇는 한 사진작가의

실을 월한 구원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화자의 회상을 통해 추 하게 하고 있다.

한 술가의 이러한 구도행 는 결국 스스로가 피사체가 되어 난민선의 망과

고통을 함께 하기 해 시간의 벽을 넘어서 보트를 어 가게 한다.이것은 곧 한

술가의 자유스러운 삶의 표상이며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작가는 이 구

원의 완성은 결국 실을 월하여 이룩된 것이 아니라 그 실 속에 걸어 들어가

는 구도 행 를 통해 이룩되는 것이라는 것을 유종열의 실종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이때 유종열의 실종을 굳이 작가가 소멸된 죽음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그

의 마지막 모습에 한 서술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뽀얗게 멀어져 가는 해무의 바다

그것은 하나의 시간의 소용돌이,소멸과 탄생이 함께 물결치는

무변한 시간의 용 로다.그 시간의 소용돌이 속으로 방 한

작은 인간이 까마득하게 자신을 어간다.「시간의 문」,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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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소멸과 생성이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이다.그리고 그곳의 시간성은 원성

이다.한 술가가 시간의 문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행 를 통해 이룩해 놓은 술

선택의 행 는 소멸로써 사장되어지는 죽음의 행 가 아닌 회귀하는 바다의 속

성과 함께 새로운 생명에의 회귀의식이다.즉 미래를 향해 과거와 재가 함께 공

존하는 시간성을 향한 귀향으로 이어진다.그 기 때문에 한 술가의 죽음

은 죽음으로 귀결되지 않고 술 완성을 향한 구도 행 로 열려있게 된다.그

리고 유종열이 난민선을 향해 배를 어 가는 그 마지막 사진을 통해 ‘나’와 그의

아내 역시 미래를 향해 흐르는 시간,즉 원의 시간을 바라보게 된다.

2)소외된 실로부터의 월 의지

문학 속에서 시간성은 인간의 경험 속에 잠재되어 있는 심층의 자아를 불러들

이는 시간의식을 가리킨다.

훗설의 상학 시간분석은 의식의 본질 구조와 성격으로서의 지향성에 한

시간성이 지와 회상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았다.이것은 일차 기억,

는 이차 기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경험의 모든 순간들이 단순히 지 존재

하고 있는 것에 한 의식이 아니라 지나간 것과 도래할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는 것이다.특히 내면 시간차원은 회상에 의해 만들어진 체험된 시간성이다.따

라서 회상은 소설 속에서 내부와 외부 사이에 체험된 분열을 화해시키고 과거의

삶을 분산성으로부터 해방시키며 그것을 온 하고 분명한 것으로 보이게 해 다.55)

즉 소설에서 회상은 외부 인 사건이 인간의 내면 속에 스며들어 내면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소설의 모든 내 거리는 결국 시간의 힘에 항하는 하나의 싸움에 불과하다

고 말 할 수 있다.이러한 시간성은 회상을 통하여 내부와 외부 사이의 균열을 메

55) 르 슈람 ,『 소설의 이론』.원당희․박병화 역,문 출 사,1998,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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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게 하고 과거의 삶을 온 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다.

루스트는 회상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즉 재 인 것과 과거 인 것과의 시간 인 간격은 환멸 인 실과 행복

한 회상간의 립에 상응한다는 것이며 재는 실의 시간양식이라면,과거와 미

래는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 으로 존재하게 되며,희망 기 혹은 회상을 통하

여 그 자체로 내면 시간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소설 「매잡이」에서 소설가 민태 과 매잡이 곽 서방의 죽음은 찰자 치에

있는 화자인 ‘나’의 회상에 의해 밝 진다.이때 민태 과 나와의 계,그리고 매

잡이 곽 서방의 존재와 죽음,곽 서방과 민태 과의 계를 밝 나가는 동시에 세

편의 「매잡이」라는 소설이 쓰여진 과정은 모두 화자인 ‘나’의 회상에 의해 개

된다.

소설의 거리는 지난 갑자기 세상을 등지고 만 소설가 민태 이 단 하나의

유물을 남겨 놓고 갔는데 그것은 소설을 쓰고자 취재한 내용을 어 놓은 취재노

트 다.민태 이 한 편의 소설도 쓰지 못했지만 동료들이 그를 소설가로 불러

데는 일 년에 몇 번씩 다녀온 취재여행과 여행을 다녀온 후 쓴 취재노트 때문이다.

그러나 민태 이 죽고 난 후 화자인 ‘나’는 민태 의 취재노트에서 그가 「매잡

이」라는 소설을 한 편 썼으며,그 소설은 ‘나’가 보기에는 우수한 소설이라는 것이

다.그리고 화자는 지난 민태 이 자신을 불러 라북도 어느 산골의 매잡이를

취재하여 소설을 한 편 써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다.그리고

그 곳에서 이미 시 의 변화 속으로 사라져 가버린 매잡이와의 만남을 통하여 일

상 인 실 속에서 결코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장인들이 경제 시장질서와

는 무 하게 선택한 삶의 과정이 무엇인가를 밝 나가게 된다.

실 속에서 더 이상 매잡이를 따라 나서는 사람도 없고,매를 통해 잡을 꿩도,

설령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주 삼아 술 을 벌 던 과거의 시간은 더 이상 존

재하지 않는다.그럼에도 곽 서방은 벙어리 소년과 함께 자신의 매 번개쇠를 하늘

에 띄워 이미 사라져 가버린 옛 시 에 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그리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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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스스로 소외된다.

매 한 마리만 있으면 밥걱정,잠자리 걱정은 하지 않았던 시 은 이제 이야기 속

에서나 가능한 일이지만,곽 서방은 자신의 매잡이를 포기하지 못한다.그래서 벙

어리 소년과 다시 한번 매를 부리게 되고 미처 매의 사냥을 따라잡지 못해 번개쇠

는 꿩의 내장을 먹고 도망을 가게 된다.

매잡이 곽 서방의 끈질긴 이런 집념은 변화된 사회 속에서 시류에 응하며 재빠

르게 변화를 해 나가는 사람들의 으로 보면,고집스럽고 미련스러운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그러나 곽 서방과 같은 장인들은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는 일상 행복을 릴 수 없도록 진정한 가치만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다.그러므로 이들이 교환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를 사회로부

터 유리시키게 되고,따라서 시장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아가 된다.56)이런 곽

서방의 매잡이 행 를 포기하지 못한 것에 한 반감을 가장 강하게 표출한 사람

은 에 그를 불러 매를 놓기를 즐겨했던 서 감이다.

“큰 병일세 그려.그래 자네 요즘 매를 부려서 꿩을 한 마리나 잡은 일이 있

나,마을에서 가 몰이를 나서주길 하나, 그건 찾아다 뭘 하겠다는

겐가,이 갑갑한 사람아,”

감은 이제 화를 내지도 못하고 답답해 못 견디겠다는 듯 곽 서방을 건 다

보았다.57)

그러나 서 감의 질책과 다시는 매를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라며 다짐을 받

아내려 하는 성화에도 곽 서방은 그 침묵으로써 자신의 반감을 표시할 뿐이다.

그것은 구보다도 매를 부리는 것을 즐겨했던 서 감이 이제는 곽 서방의 매잡

이 행 를 가장 못마땅해 하는 것에 한 곽 서방 스스로의 자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작가는 작품 속에서 ‘시류를 좇아서 사는 사람들은 그 시류에 맞춰 생활을

56)김치수,「소설에 한 두 질문」,『박경리와 이청 』.민음사,1982,p.134.

57)이청 ,앞의 책,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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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요리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자기가 얼마나 그 시류에 민감하고 리하게

응하는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스스로 만족한다’고 말한다.그래서 곽 서방처

럼 시류에 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들이 시류와 합하여 재빠르게 응하는 그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비

실 인 사람들이 되어 가는지를 역설 으로 표 하고 있다.

작가는 이 변화되어 가는 시류를 따르지 못하고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일

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우리들로 하여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인가를 곽 서방의 죽음을 통해, 는 민태 의 죽음을 통해 되묻고 있

다.

그때,잠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곽 서방은 과 사람이 달라져 있었다.어떻

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없는 일이었다.혹은 달라진 게 없다고 해야 할지도 모

른다.그는 그때부터 갑자기 벙어리가 된 것처럼 구의 말에도 일체 답을

하는 일이 없었고,혼잣말을 하는 일조차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략-

곽 서방은 마을로 돌아오자 버버리 소년의 방을 차지하고 워 내처 번개쇠를

굶기기 시작했다.- 략-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가 가져다주는 음식물을 곽 서방 자신도 입에 지 않

는다는 이다.그러니까 곽 서방은 매와 자신이 함께 굶기를 시작한 것이다.58)

서 감의 온갖 질책을 받으면서 매를 찾기 해 한 말 값을 들고 장터에 나

선 곽 서방은,한 때 자신처럼 매를 부리던 친구의 손에 들린 번개쇠의 매 값을 지

불하려 한다.그러나 친구는 마을로 들어온 매를 차마 내버려둘 수 없어서 들고 온

것일 뿐이니 빌려온 매 값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며 매 값은커녕 함께 마신 술

값마 계산을 하고 돌아선다.이날 이후 곽 서방은 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는 사람처럼 번개쇠를 굶기기 시작하고,자신

도 함께 자리에 워먹을 것을 입에 지 않는다.그리고 단 한번 버버리 소년의

58)이청 ,앞의 책,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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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 놀고 있는 닭 한 마리를 놓아 번개쇠에게 사냥을 하게 하고 어디론지 사라

졌다.며칠 후 번개쇠를 놓아주고 마을로 돌아온 곽 서방은 서 감의 헛간에 워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다시 곡기를 끊어 버린다.

소설「제1매잡이」에서 매잡이 곽 서방에 한 인식은 실 시류에 려난 한

장인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그가 죽기 직

민태 의 소식을 ‘나’에게 묻고 그의 한 곽 서방의 신뢰를 확인하는 순간 곽 서

방의 죽음은 ‘나’로 하여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품게 한다.곽 서방과 민태 의

계에 한 나의 궁 증은 이 소설의 주제와 연 되어 있으며,이를 찾아가는 과

정을 통해 그 두 사람의 삶과 죽음의 의미는 새롭게 밝 지게 된다.

곽 서방의 죽음을 뒤로하고 ‘나’는 서울로 돌아와 곽 서방과 민태 의 계에

한 궁 증을 풀어보려고 하 으나 뜻밖에도 민태 이 ‘나’가 시골로 떠난 다음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이로써 민태 과 곽 서방의 계,그리고 곽 서

방의 괴이한 죽음에 한 의문은 민태 의 자살과 함께 ‘나’로 하여 더 큰 수수

께끼를 품게 한다.

그리고 ‘나’는 민태 이 남긴 유서를 통해 그가 취재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한

편의 소설로 완성해서 발표해 달라는 부탁을 이행해 「제1매잡이」를 발표하게

된다.그러나 처음 생각과는 달리 민형과 매잡이 곽 서방과의 계와 두 사람의 죽

음의 의문은 풀 수 없이 매잡이에 한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게 해서 소설은 이 두 사람과의 계에 이 맞춰지고 그 탐색과정이 이

소설의 핵심 의미구조라는 것을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화자인 ‘나’는 민태 이 부탁한 로 하나의 된 투를 열고 민태

이 남긴 한 편의 소설 「제2매잡이」에서 민태 과 매잡이에 한 탐색을 통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 내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부터 그 투에 해서 퍽 많은 궁 증을 갖고 있었다.

허나 포장이 무 견고하여 바깥 감으로는 내용을 짐작하기가 힘들었고,그

다고 슬그머니 미리 열어보는 것도 고인에 한 의가 아닐 듯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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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로 서랍 속에 집어넣어 둔 것이었다.아침에 그것을 본 순간,나의 그런

궁 증이 순식간에 다시 불붙어 올랐음은 말할 것도 없다.한데 투를 뜯고

나서 나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그것은 이백여 매 남짓한 원고지 뭉치

고,그 원고지에는 천만 뜻밖에도 에 익은 민형의 자필 소설 한 권이 나의

개 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매잡이’-그 원고의 겉장에 쓰인 제목이 그것

이었다.59)

민태 이 쓴 「제2매잡이」라는 두 번째 소설을 통해 곽 서방의 죽음과 민태

의 죽음의 의미를 독자로 하여 추 하게 하고 있다.그리고 ‘나’는 매잡이의 죽음

이 에 쓴 민태 의 소설 속에서 마치 언처럼 매잡이 곽 서방의 죽음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즉 ‘나’에게 곽 서방의 죽음의 과정을 바라보며 쓰게

된 과거의 시간 는 화자의 회상에 의해서 서술된 것이라면,민태 이 쓴 소설「매

잡이」는 곽 서방의 앞으로의 운명에 한 시로 이루어진 소설이다.이 두 작품

의 조는 민태 의 소설이 매잡이에 한 앞으로의 운명과 죽음에 한 견이

된다면,‘나’의 소설 속의 곽 서방의 죽음은 그 두 사람의 운명에 한 의문과 매잡

이 곽 서방의 비극 삶에 한 제시가 된다.

「매잡이」-그 원고의 겉장에 쓰인 제목이 그것이었다.- 략-

곽 서방이 단식을 시작한 구체 인 동기가 조 다를 뿐 거리도 거의 마찬가지

다.아니 내가 놀라고 있다는 것은 민 형이 그런 소설을 써놓았고 그것이 소설

로서의 거의 완벽한 느낌을 갖게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생각해 보라,그의 이

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곽 서방의 죽음까지 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괴이한 일인가,물론 민 형이 그 소설을 썼을 무렵에는 곽 서방의 죽음이

아직은 미래에 속하는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말이다.말하자면 민형의 소설은

곽 서방의 운명에 한 일종의 언이었다.게다가 그 언은 무도 정확했다.

민 형은 마치 나와 함께 곽 서방의 최후를 보고 와서 역시 나와 함께 소설을 쓰

기 시작한 것처럼 나의 그것과 거의 틀림이 없는 결말을 맺고 있었다.

59)이청 ,앞의 책,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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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잡이」,p.131

‘나’는 매잡이 곽 서방의 죽음 이 에 민태 이 써 놓은 소설에서 이미 곽 서방의

죽음을 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그리고 ‘나’는 ‘작품에서의 언은 작가

자신의 필연성의 요구’라고 말한다.이는 민태 의 죽음과 매잡이 곽 서방의 죽음

의식이 필연 으로 연 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민태 이 매잡이 곽 서방을 자신의 풍속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다는 것,그것만이

곽 서방에게 변해버린 실의 참담한 실존에서 자신의 풍속을 온 히 지켜나가는

구원일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곽 서방의 괴이한 죽음의식은 결국 민태 의

죽음과 한 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그 두 사람의 죽음의식은 동

일선상에 놓인 의미체계라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따라서 이 두 작품을 바탕으로

하여 제3의 소설 「매잡이」를 통해 화자인 ‘나’는 매잡이라는 한 장인이 자신의

신념을 해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식과,세상에 단 한 편의 소설만을 내 놓고 자살

을 선택한 민태 의 소설 쓰기의 방식을 통해 소설가의 쓰기에 한 신

념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한 작가의 깊은 성찰의 목

소리가 이어지게 된다.

풍속이 사라진 시 -사라져간 풍속의 유민으로서의 소년은 내게 더 이상 아

무런 의미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그것은 어쩌면 민형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었다.그야 민형은 자신의 소설에서 매잡이 곽 서방을 그의 풍속으로 돌

아 가게 해 사람이기도 했다.그는 곽 서방에게 그의 풍속으로 돌아가 그의

풍속의 유물이 되게 해주고 있었다.곽 서방에게 그것은 그의 참담스런 생존의

실상으로부터의 소 한 승리이자 구원일 수 있었다.하나의 풍속이란 그것 밖의

사람들의 외연 기명(記名)일뿐 그것을 직 살아내는 사람들에겐 그의 삶의

보편 질서인 것이라면, 어도 그것을 뒤에서 바라보며 풍속을 말하는 사람

들에게는 그 게 보일 수 있었다.60)

곿 서방이라는 매잡이와 민태 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인식하는 삶의 진정성이

60)이청 ,앞의 책,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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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결국 자신의 풍속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한 상에 한 두 개

의 시 과 시각을 통해 죽음으로 그 진정성을 획득하게 하는 삶의 신념에

해 “민 형을 포함한 우리들 자신의 풍속은 로 될 수가 없었다.아니 그것이

우리들의 풍속이 될 수 없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에겐 애 우리들 자신의 풍속의

의상이 없는 시 에서 그 참담스런 삶의 실들을 맨몸으로 직 살아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작가의 마지막 말은 비장하기까지 하다.

소설 속의 내 이야기의 의미구조는 결국 시 시간이 가져다주는 힘에 항

하는 인물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이러한 시간성에 한 가치체계는

회상을 통하여 내부와 외부 사이의 실존 간격을 뛰어 넘어 장인들의 과거의 삶

을 온 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다.그리고 그것은 곧 재 치에 서 있는 화

자인 ‘나’의 문학 쓰기에 한 신념으로 연결된 자각과 반성의 목소리

가 된다.

민태 은 자신의 가산을 다 털어 소설을 쓰기 해 취재여행을 다녔지만,단 한

편의 소설도 공개 으로 쓰지 못한 소설가로 인식되어 왔다.(그러나 나 에 나의

에 의해 발견된 민태 의 유일한 소설 「매잡이」는 우수한 것이었다고 화자는 말

하고 있다.)그리고 매잡이 곽 서방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생계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추구를 해 굶어 죽는 방법으로 변화된 시류에 부합하기를 거부

한다.

작가는 「매잡이」에서 곽 서방의 죽음을 실에 한 도피나 좌 에서 오는 죽음

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한 가치세계를 추구하는 장인정신의 고집과 술 완

성으로 보고 있다.민태 의 자살 역시 단 한편의 소설도 완성하지 못한 패배자의

죽음이 아닌 자신과 곽 서방의 삶을 죽음으로써 완성하고 구원하는 선택으로 해석

하고 있다.

이청 문학의 구원의 문제는 이러한 죽음과 삶의 문제에 한 립된 항이 아

닌 삶의 문제에 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실제로 이청 은 김치수와의 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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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으로 는 어떤 형식이든 죽음과 그 구원의 문제를 제 소설의 한 과제로 삼

게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문학은 곧 구원에의 노력이며,인간의 한 근원

존재 상인 죽음에 한 구원의 문제는 그것이 곧 우리 삶의 구원의 문제에

다름 아닌 것이니까요.61)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는 삶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그러므로 작품 속에서 죽음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인물

들의 몸짓은 구원의 의미로 보편 죽음의 의미를 월한다.

실에서 결코 성취될 수 없는 세계를 꿈꾸는 인물들은 실에서 타 하지 못하

고 자신들의 신념과 주체 행 속으로 실종되거나 죽음으로의 구원을 시도하게

된다.

민태 은 자신의 소설 쓰기의 고난과 시련을 자살을 통한 죽음으로 마감함으로써

자신의 쓰기에 한 신념을 표 한다.이 게 단 한 편의 소설을 남기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민태 의 삶을 통해 작가가 스스로 반성하고 자각하는 것은 ‘삶의 새

로운 풍속화에 한 마지막 항과 결단의 몸짓’이다.민태 의 죽음이 곧 삶의 진

정한 결단의 몸짓에서 풍겨져 나오는 진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진

실은 작가 나름 로의 쓰기에 한 자각이 철 히 객 화되어 나타난 소설이

「매잡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작가는 곽 서방과 민태 의 죽음을 실 속에

서의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신 가치를 훼손 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술 구원으로 그려놓고 있다.

3) 가치를 한 승천

숨가쁘게 변화되어 가는 한 시 의 가치체계는 우리들에게 많은 삶의 방식을 새

61)김치수,「이청 과의 화-복수와 용서의 변증법」,『박경리와 이청 』.민음사,

1982,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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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세워나가지 않을 수 없게 한다.기존의 가치체계는 무의미한 옛 시 의 유물

로 락하여 사라져 가는 기에 놓이게 된다.이러한 기 속에 놓인 우리의 통

풍속이 가져다주었던 아름답고 귀 했던 삶의 가치를 뒤돌아보고,새롭게 의미

화시키기 해 작가가 소설 속에서 선택한 장인들의 삶은 도공, ,궁인,등

다양하다.

작가는 이들의 삶과 가치체계에 한 사실과 신념을 주장하기보다는 독자로 하여

스스로 그들의 삶의 진정성과 그 삶과 연결되어 찾고자 하는 구원의 문제에

한 탐색을 작 인물들을 통해 유도한다.

소설 「 」에서 타는 허 노인의 죽음과 아들 허운의 죽음 역시 장인

정신의 완성을 해 선택한 정신 구원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 허 노인에게 타기는 삶의 터 임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방식의 부이다.

그의 타는 경지는 타인들로 하여 신선으로 여길 만큼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

을 보여 다.그런 아버지 허 노인의 타는 경지는 아들 허운에게 혹독한 훈련으

로 세습되고 아들과 아버지는 한 에 올라서서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된다.사람들

을 즐겁게 해 주기 하여 재주를 좀 부리라는 단장의 요구에 랗게 질린 얼굴로

힘들어하던 허 노인은,아들에게 자신의 경지가 완벽하게 물림되었다고 확신하자

스스로 에서 떨어져 죽는다.이로써 허 노인은 자신의 타기에 한 신념을 세

속화시키지 않고 죽음으로써 완 하게 지켜내게 된다.

아버지 허 노인이 철 히 세속화된 지상의 욕망에서 벗어난 삶을 에서 살다

갔다면,그러나 아들 허운은 아버지와는 달리 자신의 재주를 지상의 욕망에서 탈

속화시키지 못한다.그것은 그의 타기를 동경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그의 타기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게 된다.그리고 담하게 을 하늘

높이 매달게 되고 에서 재주를 부리며 세속화되어 간다.이 게 세속화되어

가던 운은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기 해 여인을 만나 다짐을 하게 된다.

난 이제 을 탈수가 없다. 나하고 같이 살아야 한다.

운은 마치 에서 내려왔을 때처럼 땀을 흘리고 있더랍니다.그런데 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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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그 게 가까이 있으면 언제나 무서워서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그럼?

운은 미친 사람처럼 여자를 안은 팔에 바싹 힘을 주었습니다.

을 타고 계실 때,그땐 그런 것 같았는데,이 게 에만 오시면.....무서워요.

아아,나는 이제 을 탈 수 없는데.....

(.......)운의 손이 천천히 여자의 목으로 올라오더니 조 있다가 그 손은 경련이

난 듯 여자의 가는 목을 조르기 시작하더랍니다.여자는 별로 반항도 하지 않고

걸상에 쓰러졌는데,운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손을 놓아버리고는 일어

서더라는 것이었어요.그리고는 혼자 얼 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이고 다시 을 탈 수 있었지만 아아....나는

그러다가 운은 산을 내려가 버렸답니다. 「 」,p.32-33

사랑이나 증오의 감정이 인간의 본성이지만,허 노인은 단장과 부정을 지른 아

내를 죽이고도 을 탈 수 있었다.그런 허 노인의 증오는 살인으로 이어지지만,

그 살인은 자신을 배신한 아내를 목 졸라 죽이고도 단 하루만을 쉰 뒤, 을 다시

타게 된다.그것은 허 노인에게 을 타는 행 는 모든 일상 인 욕망과 분노를 잊

게 하는 완 한 술 경지에 이르는 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아들 운에

게 한 여인을 사랑하는 행 는 타기의 경지를 잃어버리게 하는 욕망의 감정을

느끼게 한 비극 인 상황이 된다.아버지 허 노인의 타기는 모든 실 욕망과

갈등을 땀으로 제함으로써 진정 에서 자유를 리다가 그 자유에 한

험을 느낄 때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그러나 허운은 타는 것보다 더한 것

을 추구하다가 몰락했다.아버지는 여자를 죽이고도 을 탔는데,아들은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을 탈 수 없다고 고백한다.사랑의 욕망은,즉 땅에 한 욕망

은 결국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해 더 높이 을 달게 하고 타게 만들었다.그러

다가 결국 죽었다.62) 객을 의식하고 단장이 요구한 로 재주를 부려 을 즐

겁게 해 주던 허운은 실 인 욕망의 세계에 과 귀를 열고 소리를 듣게

62) 길언,앞의 책,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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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자신의 술 경지에서 오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그리고 에서

떨어져 죽고 만다.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승천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 허운이 스스로 땅 에서의 요구 즉 시 변화에 맞추어 타기

를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을 해 기꺼이 에서 추락하여 죽음을 선택했다면,

아들 허운의 죽음은 그 실 욕망에 굴복하여 괴로워하다 결국 죽음을 선택하

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그러므로 두 사람의 죽음은 결국 자신들의 정신 가치를

지키기 한 선택과 회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두 사람의 죽음의 동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의 장인정신을 지켜나가기 한 구원의 몸짓이 아버

지 허 노인의 죽음과 곧 아들 허운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청 은 우리의 삶을 문학을 통해 그 진정성을 엮어낼 수 있으며, 한 그 삶은

죽음을 통해 구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보았다.그러므로

그가 시 의 흐름 속에서 소외되거나 자기정체성을 찾아 술 탐색을 시도하는

술가의 죽음이 실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몸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청 은 죽음의 의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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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 은 우리 시 의 언어행 가 진실에 근거하고 실제 질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지 못하고 그 자체로는 길을 잃고 정착하지 못하는 사회 양상을 통찰해

낸 작가라고 평가된다.그의 한 이러한 평가는 그가 얼마나 소설 쓰기에 해 철

한 작가 양심과 언어 질서,그리고 세계와 인간들에 해 깊은 애정과 심

속에서 그의 쓰기가 이루어져 왔는가를 말해 다.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청 의

소설 속에서 특히 술가인 소설가,사진작가,화가,매잡이, ,궁수 등의

인과 장인들까지 술가에 포함시켜 놓은 작품들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술가소설이란 무엇인가에 해 마르쿠제는 사실 ․객 술가소설과 낭만

술가소설 두 가지로 나 고 있다.사실 ․객 술가 소설이 실 속에서

술가 됨의 기 로 인정하되,그 생활 형식들을 실의 바탕 에서 변형시키고

혼을 갖게 하며,새롭게 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라면,낭만 술가소설은 실보

다는 이상 쪽을 선택하는 경우라고 말한다.그러므로 술가는 실에서 결코 충족

할 수 없고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상 인 꿈의 세계로 도피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술가는 실과 맞서면서 주 인 술혼의 선언을 하게 되는데,이 게 형성된

주 술혼은 결국 실과 정면으로 립하게 되고,이 립의 지양 속에서

술가 소설의 토 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술을 지향하는 술가의 운명을 심으로 하는 술가소설의 출발은 18

세기 후반 인문주의 이상의 술 범주 안에서 발생한 독일 교양소설 속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교양소설은 인간의 발 을 세계와의 지속 인 계 분석을 통해 취 하며 개인과

세계라는 양극의 립 속에서 자아형성과 성장을 다루는 소설을 말한다.

술가의 운명을 다루는 술가의 소설은 삶의 과정에서 개되는 주인공의 술

활동의 흔 과 변화과정을 담고 있는데,이는 세계 속에 결코 순응하지 않는 술

사명의 문제,사회에 한 술가의 립된 입장과 술 창조의 본질에 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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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주로 주제로 내세우게 된다.

소설 속에서 술가는 자신의 술성을 실이라는 삶 속에서 성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된다.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기 해 끊임없이 자신

만의 방식,즉 죽음을 선택하든,아니면 스스로 체념하여 세계와 타 하게 된다.그

러나 그 어느 쪽도 술가에게는 결코 손쉬운 선택이 될 수 없다.그의 내면에는

이상과 그것의 실 에 한 형이상학 인 동경이 도사리게 되고 실에서의 이상

실 의 불가능성을 인식하게 된다.그리고 이러한 분열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술 삶의 방식을 꿈꾸게 된다.일반 으로 이러한 술가소설에서 소설의 심

은 이러한 실과 분열된 술가가 자기 술성을 토 로 실을 인정해 가는 과

정을 그리게 되거나,이러한 실을 토 로 자아의 실 가능성을 완 히 포기하고

자신만의 세계 속으로 숨게 되는데,그것은 삶과 완 히 동떨어진 세계에 한 동

경과 실의 월을 꿈꾸며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술가소설의 특징으로는 소설 속에서 인물들이 술가로서 완성해 나가

는 과정을 청소년기-여행기-순환기 세 단계로 나 수 있으며,그들이 처한 사회

실은 자아와 립된 치에 있게 되며,인생의 교실,그리고 술 학교로 존재

한다.따라서 술가는 사회의 형식과 동화되거나 그것을 거부하면서 사회 구속

과 반 로부터 진실을,혼돈으로부터 질서를,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을 발견해 나가

게 되는데 이러한 탐색과정이 곧 술혼 고양의 길이 된다.

술가소설의 롯의 특징은 일종의 탐색담의 변형이다.이때 탐색 상은 술혼

의 완성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상의 술가소설의 일반 인 특성과 연 지어 이청 의 술가소설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청 소설에 등장하는 술가들은 모두 자신의 실과 이상,내면과 외면, 상

과 본질의 괴리를 극복하고 자기 내면의 탐색과 술혼의 고양을 통해 본원 인

생철학과 우주의 비 에 근하려고 애쓰는 인물들이다.그들은 한 억압된 실

의 부정 권력의 실체로 인해 상처받으면서도 그 억압하는 실에 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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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하고 투쟁하기보다는 개인의 내면을 탐색함으로써 상처 안에 간 화된 억압의

실체를 인식하고 반성하게 된다.

술가들은 실 변화 속에 부 합한 인물로 실 립과 갈등을 겪게되고,

타 하지 못한 채로 자신들만의 세계 속으로 침잠하게 된다.그것은 실종과 죽음으

로 귀결되는 비극 세계 을 그려놓고 있지만,그의 소설 속에서 죽음과 실종은

술 완성의 길이나 구원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청 의 소설 속에서 술가가 등장하는 술가의 술행 의 과정을 탐색하는

롯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액자식 형식과 화자의 시 을 지 할 수 있다.이

의 구조 속에 등장하는 화자의 시 은 이야기의 시작부분에서 주인공과 일정한 거

리를 두고 있는 객 찰자시 을 유지하고 있지만, 차 시 의 변이를 통해

결말에 이르러 지 시 화로 이야기를 귀결짓는 시 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반 으로 문학은 진실탐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 탐구의 과정에서 작

가는 자신의 잃어버린 혼을 추구한다고 할 때 술가 소설은 본질 인 부분을

차지한다. 술가의 운명을 다루는 술가의 소설은 삶의 과정에서 개되는 주인

공의 술활동의 흔 과 변화과정을 담고 있는데,이는 세계 속에 결코 순응하지

않는 술 사명의 문제,사회에 한 술가의 립된 입장과 술 창조의 본질

에 한 문제를 주로 주제로 내세우게 된다.

소설 속에서 술가는 자신의 술성을 실이라는 삶 속에서 성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된다.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기 해 끊임없이 자신

만의 방식,즉 죽음을 선택하든,아니면 스스로 체념하여 세계와 타 하게 된다.그

러나 그 어느 쪽도 술가에게는 결코 손쉬운 선택이 될 수 없다. 술가는 삶에

한 의무를 버리지 못한 채 자신만의 내 인 자아성취를 시도하게 된다.그의

내면에는 이상과 그것의 실 에 한 형이상학 인 동경이 도사리게 되고 실에

서의 이상실 의 불가능성을 인식하게 된다.그리고 이러한 분열 상황에서 빠져

나와 술과 실의 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술 삶의 방식을 꿈꾸게 된다.이

런 맥락에서 살펴본 이청 소설에 드러난 술가들은 실 속에 결코 안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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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자신의 술 목표를 해 철 히 내면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로써

술 성취와 그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 「시간의 문」은 재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간 주인공의 행 를 통해 재

의 시간 속에서 미래의 시간의 문을 발견하게 되고 술 완성을 성취시킨다는

한 술가의 술 한계와 좌 을 탐색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이청 에 의하면,소설은 삶의 문제성에 한 확정 답으로서가 아니라 괴롭고

아 게 그것을 묻고 되돌아보는 반성의 정신,혹은 깨어있음으로써 깨어있게 하는

정신의 한 형식이다.63)그러므로 쓰기가 인간과 세계에 한 확 된 이해를 찾아

가기 한 과정이라고 말한다.따라서 그의 쓰기의 방식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

보다 근본 인 인간실존에 한 의문과 해답을 찾기 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

가는 과정이 된다.그러므로 그의 쓰기가 주어진 실의 외부 인 상에 집착하

지 않고 그 이면에 깃든 실 인 모순에 시선을 집 한다고 말한다.즉 가시

실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실존과 연결시켜 재해석하려는 작

가의 욕망은 한 개인의 진실이 그 개인의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보편 인 진실

로 확 되기를 바라는 작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청 소설에는 근 화의 실과 세속 가치들을 거 하면서 자기 역의 장인

성을 극단으로 고 나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그 인물들은 장인성의 꿈 안에서

자기 운명을 산다.이때 장인성이 ‘꿈’이라는 차원으로 드러나는 것은 장인성의 가

치가 근 제도 질서 안에서 결코 충족되거나 실 될 수 없는 성격을 띠기 때문

이다.64)

그들은 소설 속에서 사회변동의 악순환에 따른 개인의 정신 상처를 의식하고

그것의 원인과 고통의 출처를 추 하는 혼의 탐색자들이 되어 형상화된다.변화

된 삶 속에서 결코 응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끝내 고집하다 죽게된

다.따라서 그들은 소설 속에서 시간과 공간성을 떠나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

63)이청 ,「말없음표의 속말들」,열림원,2000,p.21.

64)이청 「장인성 혹은 근 의 편」, 목수의 집 .열림원,2000,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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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세워나가려고 몸부림치게 된다.이러한 주인공의 체험을

따라 독자는 작가가 펼쳐 놓은 새로운 시간성으로 환원되어 살게 된 장인과 술

가의 인 삶과 과거 인 삶과의 립된 가치를 재해석해 본다.

술가의 삶은 일생동안 불확정 인 삶의 의미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그것은 술 자체가 삶의 탐구이며 이 탐구는 삶 속에서 삶의 모든 것을

포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청 소설에서 술가가 이 생의 낯선 상과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은 곧 이러한 술 탐색의 과정이며 그의 소설에서 술과 삶의

두 역은 립되어 있으면서도 결코 서로를 부정한 계가 아닌 서로 길항

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3장에서는 서사구조와 담론의 특징에 해 알아보았다.

숨가쁘게 변화되어 가는 한 시 의 가치체계는 우리들에게 많은 삶의 방식을 새

롭게 세워나가지 않을 수 없게 한다.기존의 가치체계는 무의미한 옛 시 의 유물

로 락하기를 주 하지 않고 사라져 간다.이러한 기 속에 놓인 우리의 통

삶이 가져다주었던 아름답고 귀 했던 삶의 가치를 뒤돌아보고 새롭게 의미화시키

기 해 작가가 소설 속에서 선택한 삶은 다양하다.(도공, ,궁인, 술가,장

인)작가는 이들의 삶과 가치체계에 한 사실과 신념을 주장하기보다는 독자로 하

여 스스로 그들의 삶의 진정성과 그 삶과 연결되어 찾고자 하는 구원의 문제에

한 탐색을 하기를 시도한다.따라서 그의 소설양식은 항상 찰자의 시선을 따라

그 내 이야기 속에 숨겨진 것들을 수수께끼 찾기와 같은 형식 구조를 빌려 표

한다.그가 액자형식의 서술구조를 즐겨 찾는 것은 이러한 그의 작가 의도에

의해서 철 히 계획된 롯 장치이다.

작가는 쓰기 자체가 새로운 양식의 발견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

다.이는 자기 시 의 실을 그 시 에 맞는 양식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의 쓰기는 이러한 철 한 자기반성과 자각에 의해 이루어져 있

는 만큼 삶의 본질과 인간에 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 시 의 희생자로 스스로 그 시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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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에 반목하고 타 하지 못한 고집스러운 인간의 군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는 소설 속에 등장한 인물의 삶을 조망하고 인식하기 해 그 어떤 형식

모험도 감행할 수 있다.그만큼 소설의 기술방식은 의도 이고 극 으로 변화시

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청 소설의 형식 구조는 외부 이야기에 등장하는 서술 화자인 ‘나’의 찰

자 시 으로부터 시작하여 내부 이야기의 인물들의 행 와 의미를 탐색하는 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때 화자는 찰자 시 으로 내부 이야기를 추 하다 결

국 외부 이야기의 ‘나’의 통합된 시각으로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결론짓게

된다.따라서 화자의 시 은 철 히 찰자 시 으로 분류될 수 없는 상황을 만

들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시 의 특성은 소설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독

자를 소설의 의미 해석을 해 이끌고 가는 추리소설 형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형식 서술구조 속의 두 개의 립된 가치질서를 탐색해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서사 주체들은 상에 한 진실과 직면하게 되고,독자는 그 서사 주체,

즉 화자의 목소리를 좇아 그 의미를 해석해 보고 사라져간 옛 것에 한 존재가치

에 해 생각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따라서 문학 형식은 그 서사 주체의 행 와

함께 그 주제를 해명함에 있어 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소설에서 말(언어)에 한 요성은 작가의 쓰기 자체에 한 문제의식과 직

인 연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가 작품에서 궁극 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식,즉 인간과 세계에 한 작가의식의 표출이 곧 언어와 그 언어를 담고 있는 소

설형식이라 할 수 있다.이청 소설에서 층구조라는 형식의 측면은 서사 차원에

서만의 특징뿐만 아니라 인물들간의 기능에 따른 배열방식의 특징이기도 하다.그

러므로 층 서술구조와 언어에 한 작가의 략은 보다 더 넓은 주제의식을

향해 열려있게 된다.사실이냐,아니냐의 단순 논리보다 더 근원 인 의문인 진실

이 무엇이냐?를 향해 열려 있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삶과 술의 이원성에 따른 술가의 술 행 와 실과의 문제를 밝

보고자 했다. 한 술가의 죽음과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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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 의 소설 에서 사건의 귀결이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 메타포로서 존재의 원 내지

원형 인 생명의 바다로의 회귀를 의미한다“65)소설 속 인물들의 죽음의 의미가 생

명의 유한성에 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잉태해서 창조하는 원 인 생명의

연장선이며 형이상학 공간이 된다.

이청 문학의 구원의 문제는 이러한 죽음과 삶의 문제에 한 립된 항이 아

닌 삶의 문제에 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의 소설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선택한 죽음의 의미는 이런 작

가의 세계 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죽

음의식이 결코 유미 인 념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삶과 죽음은 원

히 분리된 두 개의 극한선이 아니라 하나의 귀향 혹은 삶에 한 진정성을 획득

하기 한 하나의 방편이며 구원의 몸짓이 된다.따라서 그의 소설 속에서 술가

혹은 장인들의 죽음과 실종은 그 상징성으로 인해 그들이 지닌 세계에 한 가치

를 독자로 하여 수 하게 하거나 감동을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65)이태동,「구원과 생명력의 바다」,김치수 외,『이청 론』.삼인행,1991,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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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dyonLeeChung-jun's ArtistNovels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meaning oflife and death ofartists or

craftsmanshowninLeeChung-jun'sartistnovels.Theartistsorcraftsman

showninLeeChung-jun'sartistnovelsappeartohaveproblemscausedby

discordwiththeirlives.Theyhaveindividualandspecificphilosophiesandat

thesametime,intendtodiscoverthevaluesoflifeasartists.However,theydo

notadapttosocialchangeatallandopposeagainsttheworld.Charactersin

hisnovelssuchasfalconhunters,tightropewalker,photographer,novelistand

artistconsistently pursuetheirartisticvalues,butastheirdreamsmay not

cometrueinreality,theyareisolatedandfrustrated.Theydenyordersand

changes through death and missing and pursue distinctive artistic value

systems.

Theyaremoreindulgedintheirisolationandoppositionduetostrangeness

betweenthesoulsandtheworld,andtheir prejudiceexpandsthegapbetween

them through repetitiveoppositionsand hostilities.So,selvesbuild stronger

wallsagainsttheexternalworldsurroundingthemselvesandtheinternalselves

cannothelpbeingimmersedintheirworld.Therefore,dualism betweenselves

andtheworldisgettingclearer.

Thisstudy isto intensively analysehow dualism ofartisticbehaviorsof

artistsand lifeisrepresented centering on thenovels such as< Falcon

Hunter>,< TheDoorofHours>,< TightropeWalker>,< TheHouseof

Wings>,and< TheTarget> inwhichisolationofartistsandcraftsmanship

areshown.Also,itistoidentifywhatartisticorientationtheauthoristoshow

inliteratureandartis.Forthepurpose,thisstudyspeculatestheconceptof

theartistnovelanditscharacteristic.

Ingeneral,itmaybesaidthatliteratureisaprocesstodiscoverthetrut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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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theprocess,theauthorpursueshislostsoul.Inthatcase,theartist

novelincludestracesand changesofartistsactivitiesofthehero.Also,it

presentsartisticmission,opposition oftheartistagainstsociety,essenceof

artisticcreationasthemes.

Theartistnoveldescribestheprocesstheartistwhoisisolatedfrom reality

recognizes reality based on theirart,orthe process the artistgives up

possibilityofrealizationofselfinrealityandselectsdeathwhichisestranged

from life.Inrespecttoartistnovels,thecharactersinLeeChung-juns'novels

whodonotadapttorealchangesoftheirsocietyhaveoppositionsandconflicts

inreality,andareimmersedintheirworld.Inparticular,throughlifeanddeath

ofthecraftsmenwhoaregettingisolatedinchangesofmodernvalues,Lee

Chung-junintensivelydealswithwhattrueartisticbehaviorsorcraftsmanship

thatshouldbekeptinhistoricalvaluesandchangesare.

The author identifies the values ofartistic behaviors ofartists through

frame-typedescription.Intheaspectoftypes,hisnovelshaveacharacteristic

thatreaders a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exploring process ofartistic

behaviors by artists following after the eyes of speaker.Based on the

discussionabove,itwassuggestedthatdualism ofartopposingagainstreality

ofartists the authorintends to identify in artistnovels is related to the

meaningoflifeanddeathofcraftsmen,thatis,artistswhoarenotsecularized

inchangesofmodernvaluesandpursueatruevalu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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