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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더 크로싱’과 황석영의 문학

2012년 10월 11일 중국 작가 모옌(莫言)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자 한

국의 언론매체에서는 과거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가 노벨문학상 수

상후보를 두고 했던 ‘예언’이 새삼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1994년 가와바타 야스

나리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에는 지난 2005년 5월 세

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서울국제문학포럼 참석차 내한했다가 사석에서 ｢앞으로 

누군가 노벨문학상을 받는다면 나보다 연배가 8년쯤 아래인 한국의 황석영, 프랑스

의 르 클레지오, 중국의 모옌, 그리고 터키의 오르한 파무크가 유력하다｣고 점친 

바 있다.1) 이듬 해인 2006년 오르한 파무크가 수상했고, 2년 뒤인 2008년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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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르 클레지오가 또 다시 ‘예언’을 실현했다. 그 후 또 4년 만인 2012년에 모옌

이 수상자로 결정되면서 ‘예언’에 등장하는 네 명의 작가 중 세 명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결과가 되었다.

물론 노벨문학상의 권위를 부정하기는 힘들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상이 결코 

한 국가, 혹은 한 작가의 문학적 수준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

이다. 아울러 오에 겐자부로의 ‘예언’도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갖춘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직관’에 의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의 실현 여부보다 중요

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오에 겐자부로가 오래 전부터 황석영의 문학에 관심을 가져

왔고, 그에 대해 꾸준히 발언해왔다는 점이다. 황석영의 소설 《손님》에 대한 그의 

평가를 보기로 하자.

나는 소설에는 ‘소설의 목소리’ 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에겐 지성이나 

학식, 경험 등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포함해 소설의 목소리

를 갖고 있는 작가, 그 목소리가 강하게 울리는 작품이 좋습니다. 그것이 소설의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의 영어판 추천사에도 썼지만,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소설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작가가 황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2)

오에 겐자부로는 2015년 3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소설 《익사(水死)》 출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의 문학세계와 일본의 사회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발언의 

말미에서 황석영을 평가하면서 ｢황 선생의 소설은 개인의 내면을 그리면서도 사회

적으로 이어져있다.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게 하는 작품이라

는 점에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와는 작품 세계가 다르다3)｣고 언급한 바 있

다.

앞서 오에 겐자부로를 언급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동아시아 이웃나라의 작가

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는 동아시아 작가들 사이에

서 오히려 매우 드문 경우이다. 일국의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라는 권역에서 문학

1) 《동아일보》 2012년 10월 12일 기사 <다음 수상자는 “황석영”? 日작가 오에 예언 또 

적중>
2) 박중언 도쿄특파원 정리, <광복 60돌 황석영-오에 겐자부로 대담>, 《한겨레》 인터넷판.
3) 《국민일보》 2015년 3월 14일 기사 <노벨상 오에 겐자부로 “日 우경화 행보 막고 평화 

지키려 60년 가까이 써 온 소설 이젠 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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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을 조망한다고 하는 것. 이는 본고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다. 동아시아 문학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황석영 자신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

자.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연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속에서 ‘권
(圈)’을 형성해야 하니까요. 동아시아권을 형성해서 근대 이후에 우리가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복원하며, 서로 알아보려고 애써야 할 것 아

니에요? 라틴아메리카권이나 아프리카권은 구미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 그렇게 만

들었다지만, 동아시아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 우리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권을 형성하고 자기 고뇌 속에서 나온 담론을 활발하게 전개

하면서 세계적 보편성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4)

2000년대 이후 황석영이 발표한 《심청, 연꽃의 길》(2007)이나 《바리데기》

(2007)와 같은 장편들에서 동아시아를 무대로 서사가 전개된 것은 위에서 인용한 

그의 ‘동아시아권’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황석영의 생애에 관한 자료를 보면 그가 늘 국가적⋅이념적 경계를 넘나드는 삶

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 작품집의 작가연보에는 그의 출생지가 대

부분 ‘신경(新京)’ 혹은 ‘창춘(長春)’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해방이 되고 나서는 모

친의 고향인 평양에 살다가 1947년에 월남하여 서울로 오게 되는데5), 만주 → 평
양 → 서울이라고 하는 황석영의 인생 이동 경로가 이미 국민국가적 경계의 안과 

밖을 오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 4.19 시민혁명 당시 고등학생이던 황석영은 친구 안종길이 진압경찰의 

총탄에 사망하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유고시집을 발간했고, 1961년에는 전국고교

문예 현상공모에 <출옥일>이 당선되었으며, 1962년에는 단편 <입석부근>으로 《사

상계》를 통해 등단한다. 이후 그는 한일회담 반대시위에도 참가했고, 군대에 가서

는 베트남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1970년에는 베트남전을 소재로 한 소설 <탑>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훗날 회고록에서 그는 당시 베트남에 가서 “세

4) 위 글은 문학평론가 최원식과의 대담을 기록한 것. 최원식 임홍배 엮음, <황석영의 삶

과 문학>, 《황석영 문학의 세계》, 2003, 창비, 24쪽.
5) 최원식 임홍배, 앞의 책,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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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현실과 아시아를 발견하게 되었다”6)고 말한 바 있다. 베트남전의 체험은 장편 

《무기의 그늘》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 소설이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실

제 전투의 장면이 아니라 전쟁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바

로 앞서 말한 ‘아시아의 발견’이라는 시각에 부합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황석영은 ‘유신독재’의 상황에서 공장과 농촌의 현장에서 일하

면서 작품활동을 계속한다. <객지>, <삼포가는 길>, <한씨 연대기> 등 그의 초기 대

표작이라 할 수 있는 단편들이 모두 1970년대에 완성되었다. 1980년 광주에서 신

군부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광주에 머물면서 민중항쟁에 적극적

으로 동참하여 《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라는 기록물을 출판했다. 광주 민

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은 이후로 그가 겪은 투옥생활 등과 함께 장편 《오래된 정원》

에 반영되기도 했다. 1984년 황석영은 10년 동안 일간지에 연재해온 장편 역사소

설 《장길산》을 완성한다.

1989년 3월 황석영은 북한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

는데, 이 사건은 남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1970~80년대 민주화운동

의 성과로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낸 한국사회에서는 그 후로 통일에 대한 

열기가 더해지기 시작하는데, 황석영의 방북을 전후한 시기에 민주진영 인사들의 

방북이 이어졌다. 냉전과 분단이 50년 가까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이들의 방북소식

은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일찍부터 작가적 모험과 실천

적 경계이동으로 시공간을 이어온 황석영은 ‘방북’이라고 하는 일생일대의 ‘보더 크

로싱(border-crossing)’을 했고, 당시로서는 냉전 이후 휴전선 ‘저편’을 경험해본 유

일한 남한 작가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문단 활동을 한 타이완 작가 황춘밍(黃春明,

1935~ )과의 비교를 통해 황석영의 문학을 ‘동아시아’라는 시각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작가 활동의 폭이 넓다보니 전면적인 비교는 곤란하며,

두 작가가 1970년대에 발표한 초기 소설과 그 영화화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한

다.

6) 황석영, <멕시코 과달라하라 도서전 개막 연설>,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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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설 <삼포가는 길>과 그 장르적 변용

1. 소설 <삼포가는 길>

<삼포가는 길>은 세 인물이 길을 가는 이야기이다. 노영달은 이곳저곳 공사판을 

돌아다니는 떠돌이 노동자로, 공사는 끝났으나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밥값을 

떼어먹고 도망치는 중이다. 정씨는 감옥에서 출소해서 고향인 삼포로 가는 중에 영

달을 만나게 된다. 백화는 열 여덟에 가출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술집여자로, 작부

생활이 지겨워 도망쳐 나왔다. 영달과 정씨는 아침식사 하러 들른 식당의 주인으로

부터 자기 집에서 일하다가 도망친 백화라는 여자를 잡아오면 만원을 주겠다는 제

안을 받고 솔깃해진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시골길을 함께 걷다가 백화를 만나게 

된다. 세 사람은 이내 상대방도 자기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깨닫고는 의기투합해서 

길동무가 된다. 추운 겨울날 눈길을 가던 세 사람은 도중에 발을 녹이고자 폐가에 

들어가 불을 피우며 지난 날들을 이야기한다. 백화는 전에 있던 술집에서 죄수의 

옥바라지 해주던 일을 두 남자에게 들려주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세 사람

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생겨난다. 폐가를 나와 길을 걸으면서 정씨는 영

달에게 자기 고향 삼포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하고, 그에게 백화와 함께 살면 어떻겠

느냐고 묻는다. 영달도 백화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떠돌이 신세

에 가족까지 부양할 자신이 없어 머뭇거린다. 세 사람은 기차역에서 헤어지게 되는

데, 영달은 백화에게 차표를 끊어주고 백화는 영달에게 자기의 본명이 이점례라고 

알려준다. 남은 두 사람은 기차역 벤치에 앉은 노인으로부터 그들이 찾아가는 삼포

라는 곳이 관광호텔을 짓는 등 크게 변했고 복잡해졌다고 말해준다. 이 말을 들은 

영달은 공사판에서 일자리를 잡을 것을 기대하지만, 정씨는 자기 마음 속 정처가 

없어졌다는 생각에 실망하고 만다.

작품 속 세 인물을 상황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외(Alienation)’일 것이다. 특히 

영달과 백화의 경우 마르크스의 소외개념에 잘 부합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1)

자본주의하의 노동은 자발적⋅창조적이기보다는 강제적이며, 노동자는 노동과정을 

거의 통제할 수 없다. (2)노동의 산물은 타인이 전유(專有)함으로써 노동자를 소외

시키는 데 사용되고, 노동자 자신은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이 된다. (3)소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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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의 ‘종적인 존재(species being)’를 실현할 수 없으며 노동 

속에서 인간의 본질이 실현되지 않음을 가리킨다.7) 영달은 공사장에서 건물을 짓

는 노동을 했지만, 그가 살 수 있는 공간은 없다. 노동의 산물로부터 소외된 것이

다. 백화는 술집 주인에게 고용되어 술자리의 흥을 돋구어주고 남성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지만, 그녀가 원해서 한 일은 아니다. 노동자는 노동과정을 거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배 위로 “남자들 사단 병력”이 지나갔다고 말

한다. 노동자 자신은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이 되기 때문에, 그녀는 이점례라는 

본명 대신 ‘백화’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 백화나 영달처럼 소외된 인간은 사회로부

터 일정하게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남을 위해 수단처럼 존재할 뿐 자신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점은 그들이 남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살지 못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정씨는 철학적 개념의 ‘소외’라기 보다는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의 

소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편이 적합할 것 같다. 그는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았으며, 출소한 후에 그가 느낀 세상은 그의 기억 속에 있던 것과 달랐

다. 그가 세상으로부터 느낀 가장 큰 소외감은 ‘고향 상실’이었을 것이다. 정씨의 기

억 속 삼포는 열 집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섬마을로, 비옥한 땅은 남아 돌아가고 

고기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기차역에서 만난 노인의 말에 의

하면, 지금 그곳은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 바다에 방둑을 쌓아놓고 트럭이 수 십대

씩 돌을 실어 나르며, 예전 그가 살던 마을이나 나룻배는 진작에 사라졌을 뿐 아니

라,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다고 말해준다. 상전벽해의 현실 앞에 

정씨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자신도 이제는 영달이와 마찬가지로 떠돌이 신세가 되

어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소설 속 정씨의 고향으로 설정된 ‘삼포(森浦)’라는 

지명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곽재구의 시에 나오는 

‘사평’이나, 루쉰(魯迅) 소설 속의 ‘루전(魯鎭)’, 혹은 재미 화인작가 하진(哈金, Ha

Jin)의 소설에 등장하는 ‘무지(Muji)’와 같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장소

라고 하는 것이다. 즉, 삼포는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의 어디에도 없는 곳이며, 특

정 지역이나 특정인의 기억에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산업화시대 한

7) 마르크스주의의 소외론에 대해서는 인터넷판 브리태니커사전의 정의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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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의 고향상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설 속 인물들과의 관계를 한 차원 뛰어넘

는 알레고리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삼포가는 길>의 영화화

1973년 《신동아》에 발표된 황석영의 단편 <삼포가는 길>은 1975년 이만희감독

에 의해 영화화되었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 <만추>(1966) 등 한국영화의 

걸작들을 만들어낸 바 있는 이만희감독은 <삼포가는 길>의 마지막 편집 작업 중 과

로에 의한 위출혈로 급사하여, 그의 유작이 되고만 이 영화는 그해 대종상 감독상 

수상작이 된다.

추운 겨울의 들판에서 영달과 정씨가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점은 소설과 

같다. 두 사람은 식당 주인에게서 백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길을 가다가 백화를 발

견하게 되나, 세 사람은 이내 길동무가 되어 함께 눈 덮인 길을 걸어간다는 데까지

는 소설의 내용과 거의 같다. 이후로 추가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길을 가던 

세 사람은 시골 읍내에서 농악대를 만나는데, 함께 춤을 추며 흥겨움에 도취된다.

배가 고파진 세 사람은 상갓집을 발견하자 문상객을 가장해 절을 하고 가짜로 곡을 

한 뒤 음식상을 받는다. 따뜻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이내 

기분이 좋아진 영달과 백화는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젓가락을 두드리며 고성방가

를 하다가 상갓집 사람들에게 쫓겨난다.

소설원작에는 없던,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영화에 삽입된 것인데, 영달과 백화가 

감정적 접점을 찾고 의기투합 하게 되는 대목이다. 비록 얻어맞고 쫓겨났지만 여전

히 남아있는 ‘흥’을 주체하지 못해 눈밭을 춤추며 뛰어가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

다. 백화는 톰존스의 <Keep on Running>을 부르고, 영달은 <인천의 성냥공장 아

가씨>를 부르며 강아지처럼 뛰노는 이 장면은 작위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

로는 낮술에 취한 사람들의 해방감을 여실히 잘 표현한 것 같다. 세 사람이 폐가에 

들어가는 부분은 소설과 같지만, 대화 과정에서 영달의 과거가 밝혀지고 있는 점은 

영화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 자기가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보

신식품을 많이 먹어 힘이 세다고 너스레를 떠는 영달의 대사가 보이스오버로 처리

되며, 뱀장사를 하던 영달의 옛날 모습이 화면을 채운다. 소설에서는 한 번도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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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던 영달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그의 사회적 위치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다.

소설에서는 정씨가 영달에게 백화와 결혼해서 정착할 것을 ‘넌지시’ 말하고 마는

데 비해, 영화에서는 이보다 훨씬 강도 높게 그녀를 색시 감으로 추천한다. 영화 

속에서 영달과 다투고 일행을 빠져나온 백화가 술집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손님과 

싸우는 모습을 영달과 정씨가 목격하는 장면이 있다. 이 때 정씨는 기지를 발휘해

서 자기가 백화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집나간 딸을 여기서 찾았다며 통곡을 한다.

머쓱해진 분위기에 싸움이 끝나고 그들은 아수라장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한다. 얼핏 

보기에는 흥미로운 요소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원작소설에

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영화적 주제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 상상’이

다. 남의 상가에 가서 한바탕 ‘난봉질’을 하고 쫓겨났으면서도 술 마시고 노래하는 

순간 감정적 합일을 이룬 그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눈밭을 뛰논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듯 눈밭에서 노래 부르며 뛰노는 세 사람의 ‘해방감’이 

이 영화에서는 아주 잘 포착되었다. 이 때 정씨는 연장자의 입장에서 두 남녀의 결

합을 권유한다. 소설에서는 두 남자의 나이차이가 다소 애매하게 제시되지만, 영화

에서는 김진규와 백일섭이라는 두 배우의 차이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영화 속 ‘가족상상’이라는 주제는 정씨가 백화의 아버지를 자임하는 대목에서 결

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배우들의 면면을 보면 정씨역을 맡은 김진규가 

1923년생, 영달역의 백일섭이 1944년생, 백화역의 문숙이 1954년생으로, 캐스팅 

시점부터 감독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듯하다. 소설 속 내용과

는 다르게 영화에서 백화는 영달이 표를 끊어준 기차를 타지 않고 두 남자를 바라

보고 있는데, 이 점은 백화의 아련한 마음을 표현한 듯하다. 영달이 공사장 인부들

과 함께 가도록 한 뒤에 혼자 삼포로 가던 길에 버스 옆자리 좌석에 앉은 노인으로

부터 삼포가 10년 사이에 크게 변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정씨의 표정이 클

로즈업되면서 영화는 끝나지만, 삼포라는 장소의 상실감이 소설처럼 크게 부각되지

는 않는다. 영화는 소설에 비해 영달과 백화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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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타이완에서의 황석영 수용

전후 타이완과 한국의 작가들이 구체적인 교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1981년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열린 AALA 문화회의였다. 이 대회에 한국에서는 신경림, 조

세희, 심우성 등이 참석했고, 타이완에서는 황춘밍이 참석해서 타이완의 문학적 상

황들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한국에서도 이 AALA 문화회의의 기록이 단행본으로 

엮여 ‘제3세계 총서’로 출판되었으며, 총 13권 분량의 그 총서 중에는 황춘밍 《사요

나라 짜이졘》의 한국어판 번역본도 들어 있었다.

1988년 6월 타이완의 《인간(人間)》 잡지 32기는 <황석영(黃晳暎)⋅한국 민중문

학 특집(1)>이라는 특집호로 기획되었고, <민중과 생활현장의 문학>이라는 제목 하

에 황석영(黃晳暎)과 황춘밍(黃春明), 천잉전(陳映眞) 세 사람이 대담기록이 실렸

다. 세 사람의 대담은 (1)한국의 민중문학 (2)베트남전쟁 (3)한국의 노동자문학 및 

민족, 민중문학 (4)한국의 민주화운동과 교회의 관계 등 몇 가지 주제를 두고 진행

되었지만, 대체로 황춘밍과 천잉전이 한국의 상황을 묻고 황석영이 답변하는 형태

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한국의 진보적 문학운동을 타이완에 소개

하는 것이었다.

다만, 이 3인 좌담회는 그간에는 린위탕(林語堂)⋅셰빙잉(謝氷瑩) 등 타이완의 

자유주의 내지 우파작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던 타이완과 한국 문인간의 

교류가 좌파작가들 간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아울러 이 특집호에는 황석영의 단편 <장사의 꿈>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실리기

도 했다.

같은 해인 1988년 타이완 꽝푸수쥐(光復書局)에서 《당대세계소설가독본》 중 한 

권으로 《황석영집(黃晳暎集)》이 천닝닝(陳寧寧) 번역으로 출판되었다. 번역본에는 

<섬섬옥수>, <삼포로 가는 길>, <한씨연대기>, <객지>의 네 편이 실렸고, <초월과 

비약의 인성(超越與飛躍的人性)>이라는 제목으로 천잉전이 쓴 발문과 <자기 성격

대로 살아온 한 작가(任情任性一文人)>이라는 제목의 역자서문이 실렸다. 천닝닝

은 역자서문에서 황석영을 한국이 낳은 제3세계 작가의 전형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황석영의 문학에 표현된 제3세계적 상황으로는, (1)제1세계와 제2세계의 

이데올로기적 대리전으로서의 한국전쟁을 쓴 작품으로 <한씨 연대기>, (2)냉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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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혈맹적 관계로서의 베트남전 파병을 쓴 <낙타누깔>, (3)1960년대 이후의 근대

화, 산업화의 과정을 쓴 <객지>, <삼포로 가는 길> 등 세 가지로 소개하였다.

황석영은 2002년 타이베이 시정부 문화국의 초청으로 재차 타이완을 방문하여,

<지구화 프레임 속 제3세계 문학의 미래(全球化架構下第三世界文學的前景)>라는 

주제 하에 천잉전과 대담을 나누게 된다. 두 사람의 대화는 20세기 타이완과 한국

의 문학적 흐름을 역사적 맥락에 따라 한 단락씩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1)식민지근대화 (2)시민사회 (3)글로벌화 (4)제3세계 등의 주제에 맞추어 진행되

었다. 이 중 (1)과 관련해서 황석영은 ‘식민지 근대화’란 재물을 훔치려 침입한 도

둑놈이 재물만 훔쳐가고 미처 걷어가지 못한 ‘사다리’에 해당한다고 개인적인 견해

를 밝히며 결연히 선을 그었고, 이에 대해 천잉전은 ‘식민지 근대화’는 타이완에서 

매우 유행한 담론이며, 타이완에서는 황민문학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

다. (2)와 관련, 황석영은 한국에서는 1987년 이후 ‘시민사회’가 성립되었다고 했는

데, 그가 말하는 ‘시민’은 사회계급이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의 주체를 말하는 것이

라 했다. 남북한 간의 관계, 혹은 대륙과 타이완의 관계 역시 시민사회가 성립되어

야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3)과 관련, 천잉전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화

에 맞서 동아시아는 단결해야 하며, 고유의 전통, 언어, 문화를 갖고 약자들의 글로

벌라이제이션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와 관련, 황석영은 이제 한국에서는 

‘제3세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보다 지역적 구체성을 지닌 표현을 사용한

다고 하였다. 황석영은 한국과 타이완은 모두 이제는 더 이상 제3세계에 속한다 할 

수 없겠지만 여전히 외부의 강력한 견제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서는 제3세계적 특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타이완 문단에서의 황석영에 대한 평가는 ‘제3세계’ 작가라는 데 맞춰져 있는 듯

한데, 정작 본인은 ‘제3세계’라는 표현을 수긍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각상의 차

이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충이 필요할 것 같다.

황석영의 중편 소설 <객지>(1971)는 한국문학사에서 이른바 ‘산업화시대의 문학’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1970년대는 ‘개발독

재’의 시대이다. 3,40년대에 인구의 70%라고 하던 농민이 60년대 말에는 50%로 

줄었고 77년에는 40%가 겨우 넘는 수준으로 급속히 저하되었으며, 특히 60년대 

후반부터는 농가의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마저 보였다. 바로 이것이 수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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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불 달성의 물질적 토대로서의 저임금 노동자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논자들

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8)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농촌 공동

체가 붕괴되어 버렸고, 삶의 물질적⋅정신적 기반을 잃은 채 변두리를 전전하는 도

시빈민들이 늘어났다. 삶의 기반이 뿌리 뽑힌 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부랑자들.

이들이 바로 작품집 <객지>의 주인공들인 것이며, 그들은 황춘밍의 소설 <바다를 

바라보던 날들(看海的日子)>(1967)에 나오는 매춘부 바이메이(白梅)나 <사과의 

맛(蘋果的滋味)> 속의 노동자 가족들, 혹은 <사요나라 짜이졘>에 나오는 황씨의 모

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다. 그 면에서 보았을 때는 한국과 타이완의 본토주의

(本土主義,Nativism) 문학을 제3세계적 텍스트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Ⅳ. <바다를 바라보던 날들>과 그 장르적 변용

<바다를 바라보던 날들(看海的日子)>은 황춘밍(黃春明, 1935~ )이 1967년 

《문학계간》 제5기에 발표한 단편이다. 소설은 난팡아오(南方澳)라는 항구에서 시작

한다. 난팡아오는 타이완 북동부 이란(宜蘭) 부근에 있는 바닷가 마을이고, 주인공 

바이메이(白梅)는 이곳에서 매춘부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열네살 때 양부에 의해 

홍등가로 팔려온 후 14년간 이 일을 해오고 있다. 어느날 바이메이는 양부의 1주

기를 맞아 고향집으로 가기 위해 기차에 오른다. 그녀는 기차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중년남성을 만나 몹시 당혹하게 된다. 그러던 중 그녀는 또 우연히 예전에 홍등가

에서 함께 일했던 잉잉을 만난다. 바이메이와 잉잉은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

며 자매처럼 가까운 사이였다. 그녀는 이미 매춘부 생활을 그만두고 결혼해서 아이

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 바이메이는 잉잉의 아들이 너무 귀여워 애를 품에 안고 

차창 밖으로 바다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준다. 바이메이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잉

잉의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는데, 잉잉의 가족이 다른 역에서 먼저 내리고 나서 한

참동안을 그 여운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바이메이는 자기도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

8) 수치적 팩트는 염무웅, <도시-산업화시대의 문학>, 《염무웅평론집: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79, 332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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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혼자 애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한다. 다시 난팡아오

로 돌아온 바이메이는 아롱(阿榕)이라는 뱃사람을 피임을 하지 않은 채 받아들이

고, 우티엔스(吳田士)라는 그의 진짜 이름을 기억해둔다. 그리고는 곧바로 홍등가

를 나와 매춘부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 고향인 컹띠(坑底)로 돌아간다. 바이메이는 

고향에서 집안의 고구마 농사를 도왔고, 바이메이가 온 뒤로 컹띠 산촌마을의 분위

기는 활기에 넘친다. 그러는 사이에 열달이 지나 바이메이는 해산을 하게 되었고,

난산 끝에 사내아이를 출산한다. 아기가 태어나자 바이메이는 아기를 안고 난팡아

오에 한 번 다녀오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고, 특별히 갈 일이 없으면서도 

어느날 문득 기차에 오른다. 아기를 안고 있던 그녀는 어떤 인정많은 노부인으로부

터 자리를 양보 받아 차창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아기에게 노래를 들려준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듯이 자신에게 타일렀다. “나같은 엄마 때문에 이 아이의 장래에 희망이 

없다는 말, 난 믿지 않아”.

<바다를 바라보던 날들(看海的日子)>은 왕통(王童, 1942~ )감독에 의해 1983

년 영화화되었다. 1983년에는 황춘밍(黃春明)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 두 편이 제작

되었다. 그 중 하나는 <아들의 장난감(兒子的大玩偶)>, <샤오치의 그 모자(小琪的

那一頂帽子)>, <사과의 맛(蘋果的滋味)>이라는 단편소설을 허우샤오셴(侯孝賢),

증좡샹(曾壯祥), 완런(萬仁)이 각각 연출한 옴니버스영화 <아들의 장난감(兒子的

大玩偶)>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왕통의 <바다를 바라보던 날들(看海的日子)>이다.

애당초 중앙전영공사(中央電影公司)는 <아들의 장난감>을 왕통, 허우샤오셴, 린칭

졔(林淸介)에게 맡기려 했다. 하지만 당시에 새로 설립된 몽타쥬(蒙太奇)영화사에

서 왕통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바다를 바라보던 날들>의 제작을 맡기자 왕통은 

이 영화의 제작을 위해 중앙전영공사를 떠나고, 이후로 <아들의 장난감>의 제작은 

허우샤오셴이 총괄하게 된다.9)

<바다를 바라보던 날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소설 원본에 다

소 상업적인 장치들이 추가되어 흥행 면에서도 성공을 거둔 반면에, <아들의 장난

감>은 원작의 리얼리즘을 재현해내는 과정에서 검열당국과 부딪히는 등 풍파10)를 

9) <兒子的大玩偶>의 감독이 바뀐 상황에 대해서는 왕통 자신의 회고를 참고함. 藍祖蔚,
《王童七日談》, 典藏, 2010, 24쪽.

10) <兒子的大玩偶>를 제작한 영화사(중앙전영공사)가 사전에 행정원 신문국의 심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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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기도 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타이완 사회의 아이덴티티적 혼란과 경제적 

낙후성, 그리고 타이완인의 심리 속에 존재하는 친미주의 등을 예리하게 비판하여 

타이완 뉴웨이브의 기념비적 작품이 된 <아들의 장난감>에 비해 <바다를 바라보던 

날들>은 ｢대체로 평범하고 무난하지만 큰 흥행수입을 거둔｣11) 영화로 평가되고 있

는 것이다. 감독이 바뀌면서 영화의 운명도 바뀌게 된 것인데, 여기서는 소설원작

과 영화의 차이를 잠시 보기로 하자.

소설 <바다를 바라보던 날들>와 영화 <바다를 바라보던 날들>은 내용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원작자 황춘밍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직접 각색을 맡았다고 하는 것

이 이유일지도 모르겠으나, 소설의 모티브가 거의 영화 속에 들어가 있다. 모티브

상의 차이라 한다면 첫 번째로, 영화의 앞 부분에 주인공 바이메이(白梅)가 어린 

사내아이에게 꽈즈(瓜子)를 주려하자 아이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소설

에는 없던 내용이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바이메이의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소설 속에서 바이메이가 난산 중에 꿈을 꾸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영화에는 없다. 필자가 소설 원작과 영화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결코 소설은 영화보다 고상하다던가, 영화는 소설의 모티브를 빠짐없이 재현

해야 한다던가하는 선입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용되었는가를 알아보

기 위함이다. 물론 이 ‘변용’에는 소설과 영화의 매체적 특성이 수반되는 것이다.

쳤음에도 일부 보수적인 영화평론가들이 <中國影評人協會>라는 명의로 국민당 문공회

에 서한을 보내어 이 영화 속의 빈민촌과 무허가 판자집(違章建築) 등의 화면은 매우 

적절치 못하며 국제적으로 타이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

를 전했다. 국민당 문공회가 영화사에 압력을 가하자 영화사는 감독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蘋果的滋味>의 일부 삭제할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이 내용이 《聯合報》기자 

양스치(楊士琪)에 의해 기사화되면서 정부와 영화사의 관료주의적 태도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들끓자 영화사는 삭제계획을 철회한다. 이것이 타이완 영화사에서 말하는 “削蘋
果事件”이다. <兒子的大玩偶>는 타이완 뉴웨이브영화의 초석을 다진 작품으로, 사실상 

《聯合報》 기자 양스치는 80년대 타이완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양스치가 1984년 천식으로 사망하자, 타이완 뉴웨이브의 대표적 감독 에드워

드양(楊德昌)은 1985년에 개봉한 그의 영화 <청매죽마(青梅竹馬)> 오프닝 부분에 “그
녀가 생전에 우리는 격려해준데 감사드리며, 양스치에게 바친다”는 영문 문구를 6초 가

량 삽입한 바 있다. 이 내용은 http://zh.wikipedia.org/wiki/兒子的大玩偶 (電影)를 

참고로 함.
11) 詹宏志, <臺灣新電影的來路與去路>, 焦雄屛編, 《臺灣新電影》, 時報出版公司, 30쪽.

원문 표현은 ｢比較平庸却賺大錢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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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어떤 상(像)을 전달하는데 있어, 언어에 의한 간접 표현을 통해 독자의 

상상 속에 화면을 그려가는 문학에 비해 영화는 관객의 시각에 직접 화면을 제공하

는 매체적 특성을 갖고 있다. 왕통은 란쭈웨이(藍祖蔚)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작품의 영화화 과정에서 ‘빛’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관

련 부분을 잠시 인용해보기로 한다.

영화의 시각적 수용에 있어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빛의 의미를 설계하는

데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이메이가 유곽 안에 있을 때는 빛이 몹시 어

두운데, 이는 그녀가 즐겁지 않다는 걸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창문은 밝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걸 표현한 것이죠. 바이메이의 

임신은 그녀의 인생과 이 드라마에 있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녀가 유

곽에 작별을 고하는 장면에서 나는 아주 낙차가 큰 빛을 사용해서 그것으로 그녀

의 새 삶을 상징했습니다. 나는 스린(士林) 야시장에서 아이보리색 양장을 루샤오

펀(陸小芬)에게 골라주고, 붉은색 벨트로 색상의 조화를 이루어 어두운 곳에서 걸

어 나오도록 했습니다. 마치 새색시가 걸어 나오는 것처럼, 어두운 곳, 그리고 즐

겁지 못했던 과거로부터 걸어 나와 햇빛을 향해, 마을을 향해, 항구를 향해, 고향

을 향해 걸어가도록 했는데, 어둠과 밝음의 대비는 그녀의 심경의 낙차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이는 소설 원서에는 없던 디테일입니다. 이는 내 영화에서 만들어낸 

비주얼이기도 한 것이고요.12)

왕통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관객을 끌어들

일 수 있을까, 어떻게 관중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할까 고민했고, 시각적으로 낭

만적 요소를 더했다고 말한 바 있다.13) 촬영시 조명의 차이를 통해 어둠과 밝음을 

대비시킨 것은 예술적 기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전반적으로 영화의 분

위기를 밝게 하고자 한 감독의 상업적 장치이기도 했던 것이다.

앞서 소개한 인터뷰에서 란쭈웨이는 이 영화에 대한 황춘밍의 견해가 어떠했는지

를 물은 바 있다. 왕통은 당시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간이 좀 흘러서 분명치는 않지만, 당초에 황춘밍이 촬영현장에서 유곽이 너무 

12) 藍祖蔚, 앞의 책, 27쪽.
13) 藍祖蔚, 앞의 책,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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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만들어져서 실상과 맞지 않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 이밖에도 그는 <바
다를 바라보던 날들>이 시각적인 면에서 전체적으로 너무 미화되어 있는데, 이를

테면 색상이나 빛 같은 것이 모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매춘여성의 생활

의 괴로움을 깊이 있게 그려내지 못했고, 내가 매춘여성의 생활을 너무 미화했기 

때문에 이태리 네오리얼리즘 영화에서 느껴지는 힘 같은 것은 부족했다고 생각했

던 것 같아요.14)

결국 사회의 최하층에 속하는 매춘여성의 괴로운 삶을 그리고자 했던 원작소설이 

영화에 와서는 관객들에게 불편한 요소들이 제거되면서, 대미에 가서는 희망의 메

시지를 전하는 방향으로 다소 상업적인 결론을 맺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황춘밍과 황석영 문학 속 제3세계적 풍경들

앞 장에서는 소설 <바다를 바라보던 날들>의 영화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과연 

영화는 소설의 모티브를 그대로 옮겨오고, 약간의 상업적 장치를 추가한 것에 불과

한가? 두 텍스트 간에 그 이상의 차이는 없는 것인가? 소설 원본을 다시 꼼꼼이 

살펴보기로 하자.

바이메이가 기차에서 애를 안고 창가 쪽 좌석에 앉아 바다를 보며 노래를 들려주

는 장면은 소설에 두 번 나온다. 앞부분에서 한번 마지막에 한번 나오는데, 마치 

대칭구조를 이루는 듯하다. 먼저 소설의 앞부분 바이메이가 양부의 일주기를 맞아 

쑤아오(蘇澳)에서 기차를 타고 쥬펀(九份)으로 올라가던 상황을 보기로 하자.

마침 열차 안에는 빈 자리가 있어, 그녀는 금방 마음에 드는 자리 하나를 찾아

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몽땅 기차 속에서 보내야 한다. 꼬박 두 시간, 마음 푹 

놓고 쉴 수가 있다. 가물치가 많이 잡히면서부터 그녀는 잠시나마 마음 놓고 쉴 

틈이 없었던 것이다. 산 중턱의 그 집에 비기면야 기차 속이 훨씬 편안하다. 눈만 

붙일 수 있다면 잠이야 오건 말건 개의치 않는다. 다만, 소름이 끼치는 저 차가운 

눈길만 피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다.15)

14) 藍祖蔚, 앞의 책, 51쪽.
15) 黃春明, 《看海的日子》, 聯合文學, 2009,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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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메이에게 두려운 것은 모르는 남성과의 잠자리나 열악한 현실 속에서의 가혹

한 노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인 것이다. 이 소설

에서 ‘시선’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다. 잠시 후 바이메이는 기차 안에서 그녀를 알

아보는 중년남성을 만나게 되고, 치근덕거리는 그의 뺨을 한 대 올려부치고 싶었지

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수치심와 분노에 가득 차있던 그녀의 시야에는 곧바로 예

전 동료 잉잉의 모습이 들어온다.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가 있는 잉잉은 예전의 잉

잉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염집 여자, 가정주부로 보지 매춘부로 보지 않는

다. 바이메이는 그녀의 가정이 너무 부러워, 자신을 그 속에 대입하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서서 가던 잉잉과 남편 루씨가 뒤쪽에 자리가 나자, 가서 앉았지만 아이 

루옌은 그냥 바이메이가 안고 간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를 보고 행복해 보인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좀 더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잉잉 가족이 먼저 내린 

후, 바이메이는 기차에 앉아 루옌같은 애를 하나 갖기로 결심한다.

다음은 고향 컹띠에서 아기를 낳은 바이메이가 아이를 안고 난팡아오(南方澳)로 

가기 위해 기차에 오르는 대목이다.

메이쯔가 구석켠으로 가서 조금 기댈 자리나마 찾으려는데 앞자리에 있던 두 손

님이 동시에 일어서서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닌가. 그녀로서는 그 흔히 있는 예사

로운 일이 몹시 의외로 느껴져 그저 멍하게 서 있었다. 한 아낙네가 가까이 다가

가 메이쯔를 거의 강제하다시피 끌어다가 그 자리에 앉혔다. 메이쯔가 상대의 눈

을 마주보니, 아낙네는 꽤나 친숙한 듯이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는 근처의 사람들

을 둘러보았는데, 차 속에서 눈에 띄는 사람 누구나가 참으로 따뜻한 눈길을 보내

주었다. 이런 일은 메이쯔가 이 나이 되기까지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16)

객차 공간 속에서 ‘시선’을 느끼는 바이메이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잉잉을 

대신해서 잠깐 안아보았던 아이였지만, 바다를 바라보며 노래를 불러주던 그 순간

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 그녀는 그것을 재현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가정의 

풍경’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싶었으며, 아이를 안고 기차를 탔을 때 그 누군가로부

터 자리를 양보해주고 싶어하는 ‘시선’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았으면 했던 것이다.

이 상황을 소설 <삼포가는 길>과 비교해본다면, <삼포가는 길>의 영달과 백화 역

16) 黃春明, 앞의 책,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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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평범한 삶’, ‘안정된 삶’의 기반으로서 ‘가정’을 그리고 있고, 정씨는 영달을 독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영달은 가정을 꾸려갈 자신이 없다. 정주하지 못하는 

남녀는 길 위에 남게 된다. 필자는 그런 의미에서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로 시작하는 이 소설의 첫 문장이 이미 <삼포가는 길>의 전

체 주제를 복선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당장 결혼할 처지는 아니지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바이메이는 훨

씬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간 것이다. 아기를 안고 항구로 가기로 마음 먹은 

후에도 그녀는 계속 왜 항구에 가야 하는지를 자문하면서 갈등한다. 그녀는 아이 

아빠를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다고 되뇌인다. 결국은 자기도 남들처럼 애낳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남들에게 보

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으리라. 기차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눈길을 받은 바이메이는 

순간적으로 감격해서 울기 시작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이 소설의 진정한 결말일까. 이 소설의 결말에 대한 판단은 

정말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사요나라 짜이졘>이나 <사과의 맛>과 같은 황춘밍의 

다른 소설들이 늘 양가성(ambivalance, 模稜)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미워하는 심리의 한 편에, 일본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거나 그래도 일본 

관광객이 있어야 타이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심리가 공존하고 있고, 교통사

고를 당했으면서도 미군 차량에 치인 덕분에 보상도 넉넉히 받았고 새콤달콤한 사

과의 맛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신식민주의의 모순적 심리가 충만해 있는 것. 그것

이 바로 황춘밍의 소설세계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도 바이메이는 과연 불우한 과

거를 딛고 일어선 것이라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후로도 그녀는 미혼모라고 하는 

‘시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설사 그녀가 개인적으로는 불우한 과거를 딛고 일어나 새 생활을 하게 되었을지

라도 양녀를 들이는 타이완의 관습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도농간의 경제적 격차 및 

남녀차별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바이메이와 유사한 운명의 여성은 이

후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삼포가는 길>의 주인공들이 가정에 

안주하지 못하고 떠돌이의 고달픈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제3세계’적 풍경인 

것이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다국적 자본주의 시대의 제3세계 문학>에서 ｢제3세계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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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 심지어 겉으로 볼 때 사적이고 리비도적인 역학이 투여되는 텍스트들조차 필

연적으로 내셔널 알레고리의 형식으로 정치적 차원을 투사한다. 즉 사적인 개인 운

명의 이야기가 항상 공적인 제3세계 문화와 사회의 전투적 상황의 알레고리가 되는 

것이다｣17)라고 하여 ‘내셔널 알레고리’라는 문제적 개념을 제기한 바 있다. 물론 

이 글은 1986년에 씌어진 것이고 ‘내셔널 알레고리’라는 개념에 제1세계 지식인의 

편견이 담겨 있다는 걸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70년대 동아시아의 

문학을 읽어내는 시각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소설 <바다를 바라보던 날들> 속 바이메이의 위치를 보도록 하자. 바이메이는 자

신을 희생해서 가족들의 집을 사주었고, 동생들을 공부시켰다.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한 동생들은 매춘부인 그녀를 싫어한다. 이 이야기를 텍스트 밖으로 갖고 나오

면, 대도시 타이베이의 번영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일어선 것이라는 논리가 

된다. 마찬가지로 집을 나와 추운 겨울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삼포가는 길>의 주인

공들은 산업화 사회 한국에서 자본에 의해 자기 집과 자기 고향에서 쫓겨난 한국인

들의 초상이 아닌가. 이 형상들은 모두 1970년대 동아시아 주변부의 내셔널 알레

고리인 것이다.

Ⅵ. 맺는 말

본고에서 살펴본 <삼포가는 길>과 <바다를 바라보던 날들>은 각각 1970년대 한

국의 ‘민족문학’과 타이완의 ‘향토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민족문학’은 1960년

대 ‘참여문학’과 80년대 ‘계급문학’의 계보를 연결하는 한국 리얼리즘 문학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고리에 해당된다. <바다를 바라보던 날들>이 발표된 《문학계간(文學季

刊)》은 《현대문학(現代文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던 서구적 모더니즘 문학이

라는 주류와는 동떨어져 본토주의의 문학적 맹아를 키워가고 있었고, 황춘밍은 그

러한 ‘향토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였다. 1970년 한국에서는 전태일이라는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저항의미로 분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당시는 ‘경제

17) 김경연, 김용규편, 《세계문학의 가장자리에서》, 현암사, 2014,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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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5개년 계획’하에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타이완에서는 1960년대 후반

부터 경제성장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다가 7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중미수교, UN

퇴출, 댜오위다오(釣魚島)사건 등으로 ‘민족주의’가 고조되던 시기였다.

물론 ‘제3세계’라는 프레임 속에 한국과 타이완을 포착하려는 시도가 지금 이 시

각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과 타이완은 80년대 이후, 특히 경

제규모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왔으며, 결코 예전 70년대의 상황과는 같지 

않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로 두 나라는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듯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양극화의 심화 속에 민중들의 삶은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이다.

‘제3세계론’이 쇠퇴하기 시작하던 1980년대 이래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

으로 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정책들이 생겨났고, 시장중심, 성과중심의 경제정책이 

국민의 물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준 듯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착취와 빈곤의 구조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 과거 제3세계의 맹주를 자처하던 중국은 경제개발의 후유증을 

떠안은 채 ‘대국굴기’의 길을 가고 있고, 한국은 기왕의 민주화 성과들은 뒤로 하고 

분단고착과 양극화의 문제를 안은 채 여전히 성장신화의 환상을 떨치지 못하고 있

으며, 타이완은 중국으로의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채 경제부진 속에서 아

이덴티티적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21세기 이후로 나아가는 방향은 달라졌지만, 사

실상 민중들의 삶은 바뀐 게 없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민중들은 그나마 제3세계라는 범주로 서로를 엮을 수 있었을 때는 

차라리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제3세계

론은 중국에서는 ‘신좌파’의 논리에, 한국에서는 ‘동아시아문학론’에, 그리고 타이완

에서는 ‘포스트콜로니얼’논의에 수용되었다.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 와서 ‘제3세계론’은 시대에 뒤처진, 너무도 소박한 논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제3세계는 20세기 전반의 식민지 시대와 21세기의 글로벌 시대

의 중간에 존재한 동아시아의 엄연한 역사이고, 지나간 시기를 재조명하고 그에 합

당한 위치를 부여하는 작업은 너무도 중요하다. 우리는 두 작품을 통해 산업사회의 

소외되고 착취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다. 왜곡된 성, 떠돌이의 가족 상상,

고향의 파탄 등의 모습이 놀랍게도 너무나 닮아 있다. 타이완의 향토문학과 한국의 

민족문학은 냉전시대 동아시아에 있어 새로운 문학적 주체의 탄생인 것이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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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남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식민지 시대 → 
냉전 시대 → 글로벌 시대로 진행되어온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확산과 재편의 과정

에 있어 타이완과 한국의 문학에 나타난 인간소외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것

은 앞으로의 큰 과제일 것이다.

백낙청은 “제3세계”라는 개념에 대해 ｢세계를 셋으로 갈라놓는 말이라기보다 오

히려 하나로 묶어서 보는 데 그 참뜻이 있는 것이며, 하나로 묶어서 보되 제1세계 

또는 제2세계의 강자와 부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민중의 입장에서 보자는 것｣18)

라고 한 바 있다. 1955년 반둥회의에서 “반제국, 반식민, 민족자결”이라고 하는 제

3세계의 정신이 천명된 이래 60년이 지났고, 그간에 세상은 많이 변했다. 지금에 

와서 한국과 타이완을 “제3세계”로 분류할 수는 없겠지만, 70년대 문학에 나타난 

“저개발 시대”를 공감대로 하여,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글로벌 시대 

동아시아에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지향하는 문학관을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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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黃皙暎以一貫的 “參與精神 ”，是自1960年代以來總是出現在歷史現場的作

家。關注60年代以來工業化帶來的“異化”問題開始了作家活動的他，通過80年光州

民主化運動，89年訪北，以及那以後在海外的亡命生活，93年以後的7年監獄生活

等經歷了很多。每一次的經歷，都文學上表現出來。他活動的幅度很廣，對他的評

價也是多角度的，多樣化的。本文中將對他1970年代發表的初期小説及其電影化

進行解析。
本文中解析的《去森浦的路》和《看海的日子》各自是70年代韓國“民族文學”和臺

灣“鄉土文學”的代表作品。“民族文學”是1960年代“參與文學”和80年代“階級文學”流

派相連接的韓國寫實主義文學歷史上重要的環節。發表《看海的日子》的《文學季刊》

與以《現代文學》爲中心而展開的西歐現代主義文學主流相背離，而養育著本土主義

(Nativism)的文學萌芽，黃春明就是這“鄉土文學”的代表作家。1970年在韓國一

個叫全泰壹的勞動者爲了抵制惡劣的勞動現實自焚的事件發生了，而此時韓國政

府推動“經濟開發五年計劃”，產業化正如火如荼地進行著。在臺灣，1960年代後半

開始，經濟增長一直居高不下，不過進入70年代初期后，因爲中美建交，退出聯合

國，釣魚島事件等發生，“民族主義”成爲了高潮。
當然，在“第三世界”的構架下試圖抓住韓國和臺灣在現在這個視角下仍然不是

有效的意義。韓國和臺灣在80年代以後，特別是在經濟規模的成長令人刮目相

看，跟70年代的情況完全不一樣。特別是20世紀後半以後，“民主化”和“經濟成長”

這兩個目標都達成了，但是現在經歷著后民主化時代的精神混亂，在兩極化的深化

中民衆的生活不會有太大的變化。
‘第三世界論’開始衰退的1980年代以來，以美國、英國等‘先進國’為中心的“新

自由主義”的政策產生了，市場中心、成果中心的經濟政策使國民的物質水平提高

了，但是，榨取與貧困的構造仍未改變。
東亞民衆與第三世界的範疇可以結合的時候，也會產生同感，互相依存。第三

世界論在中國被受容爲“新左派”理論，在韓國被受容爲“東亞文學論”，在臺灣爲“脫

殖民主義論”。進入了資本支配所有的無限競爭的全球化時代，“第三世界論”淪爲落

後的，太過樸素的論理。但是“第三世界”是20世紀“殖民地時代”和21世紀“全球化時

代”之間存在的東亞歷史，對於重新審視過去的時期和賦予適當的位置非常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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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們通過這兩個作品看到了被產業社會疏遠，被榨取的人們的樣子。歪曲的性，流

浪漢的家庭想象，故鄉的破敗等模樣驚人地相似。
白樂晴在《第三世界與民眾文學》(1979)一文裏指出關於“第三世界”的概念，與

其說是將世界分割為三個，不如說是捆綁為一個來看，而且不是從第一世界、第二

世界的強者和富者的立場上看，而是從民眾的立場出發。1955年萬隆會議上，闡

明了“反帝國、反殖民、民族自決”為第三世界的精神。六十年過去了，世界發生了

巨大的變化。現在，雖然不能將韓國和台灣劃分為“第三世界”，但是對於70年代文

學中出現的“低開發時代”是有同感的，在資本決定一切、控制一切的全球化時代，
在東亞就不能產生指向人類尊嚴與平等的文學觀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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