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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을 위한 모멸형 케릭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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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작가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형상화시켰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문학작품의 가치를 규명하는 필
수적 과정이다. 시대적 현실상황과 작품사이에는 일정한 대응관계가 있는데 이 양자를 매개하는 것은 바로 작가의식
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학적 인식행위는 작품의 외면적 현실을 통해 삶의 내재적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문학작품은 이러한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하여 현실을 문학자체의 예술적 방법으로 형상화시켜야 한다. 문학작품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어떠한 예술적 방법으로 현실성을 획득하고 또 형상화시켰는가를 규명해야한다. 

주제어 : 캐릭터, 의식, 플롯, 미디어, 서사구조

Abstract  A novel is a conversation between self and the real world. They are not only sensitive act to the 
real world, but also a pattern of the real through the converse between self and the real world without making 
the real his own.
This analysis on the works of Son and his essence shows that he tried to express his self-denial aesthetics and 
human-denial aesthetics as well as self-closing 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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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가의식의 일반성

고 의 서사시를 자아와 세계 사이의 균열이 없는 

체성을 지닌 문학 장르로 본 루카치1)는 를 자아와 

세계가 립되는 시 로 으로써 소설의 실과 자아 

사이의 계를 특히 주목하 다.  소설이 사건이 일어

난 세계의 말에 한 심미  기록인 것처럼 작품 속에 

반 된 사회  요소는 이른바 작가  시각에 의해서 재

구성된 세계이다. 

1) Gteorg Lakacs, 『소설의 이론』, 반성완역, 심설당, 1950, P.73.

따라서 소설은 사회  반 체 라는 제 에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구 된 심미  세계이자 작가의 시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  굴 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굴

 역시 그 각도와 형태는 작가인식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음으로 결국 실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라는 의미보

다 작품에 구 된 작가의식의 기 로서 의미가 강하다.

모든 작가는 그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와 언어 그리

고 상상의 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턴을 스스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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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상상력이 아무리 풍

부하고 다양한 작가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개별  언어

체계와 고유한 실에 한 비젼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은 없다는 leon edel2)의 견해는 작가  상상력보다 실

인식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설이 실에 한 작가인

식의 여과로 구축된 세계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1950년  시 상황을 쟁으로 인하여 야기된 가치

의 혼란과 개인  이기주의의 팽배로 한국의 통 가치

이 무 지고 문학과 술도 삶의 한 수단으로 락된 

실로 김우종이 규정한 것처럼 이 시 의 실은 무질

서하고 불안한 혼돈상태 다.

의식의 형성은 자신의 모습과 실을 발견하는 데서 

유래한다는 Jung3)의 견해처럼 , 손창섭의 소설에 보이는 

무질서와 혼돈, 채념, 망 등은 바로 이러한 실이 의식

화되어 작품으로 형상화될 것이다.

작가가 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형상화시

켰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문학작품의 가치를 규명하는 필

수  과정이다. 왜냐하면 시  실상황과 작품사이에

는 일정한 응 계가 있는데 이 양자를 매개하는 것은 

바로 작가의식이기 때문이다.

문학  인식행 는 작품의 외면  실을 통해 삶의 

내재  본질을 악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문학작품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하여 실을 문학자체의 술

 방법으로 형상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문학작품의 본

질을 악하기 해서는 작가가 어떠한 술  방법으로 

실성을 획득하고  형상화시켰는가를 규명해야한다. 

이러한 작업은 작가가 처한 시  상황과 실의 본질을 

살펴보고 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작가의식을 규명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작가가 악한 실은 그 시 가 작가에게 부과하는 

문제다. 이러한 것들은 해결하려는 방법 역시 결국 그의 

감수성이나 기질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가 활동하고 있는 

문학 통의 특성이나 는 이 통을 수정하고자 하는 

우선 인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견해는 작가

의식과 실과의 등가 인 의미 계를 제시해 다.

손창섭은 그 자신이 작품은 작가의 인생체험의 반

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그의 성장과정의 체험을 비롯하여 

2) Leom Edel, 『작가론의 방법』, 김윤식역, 삼영사, 1983, 
P.89. 

3)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93, P.46. 

인생 , 세계 , 기질, 사회의식 등이 의식화되어 작품 속

에 반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은 가장된 자신을 그린다. 

있는 그 로의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고 싶은 자신

을 보여 주는 것이다. 라는 룻소의 견해에서 본다면 작품

에 반 된 자아는 있는 그 로의 모습은 물론 아니다. 하

지만 작품 안에 형상화된 자아는 비록 자서 이 아닐지

라도 자신의 의식의 반 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제한 에서 작 인물과 공간을 통하여 손창섭의 의식구조

를 악하는 것은 손창섭 소설의 가치규명을 한 본격

인 시도가 될 것이다. 

내 연구의 궁극  목표를 그 달의 미를 바탕으로 

하는 미 가치에 둔다면 가장 을 두고 연구해야 할 

상은 작 인물인데 작 인물을 통해 자신의 창조자인 

소설가의 의식에 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내 질서규명은 작 인물을 통하여 의식구조연구와 함

께 검토할 때 가능한 것이다. 

김치수4)가 자조 인 손창섭 문학은 개인으로서 어떤 

논리 인 바탕도 없으면서 자의식 갖게 되고 체 인 

것에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 한 견해처럼 그의 자의식은 

논리 인 바탕보다는 자기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워 졌다.

s.freud는 모든 술작품이란 그 작가의 지된 욕망

의 리 만족물5)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작품이 작가의식

의 변형된 반 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킨다. 이와 같이 작

품의 기 에는 의식이 치하고 있는데 작품은 결국 의

식의 범주를 벗어 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먼  작품

이 작가의식의 반 이며 분신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불구  인물구조를 분석하여 작

가의 체험과 사회 상황이 어떠한 모습으로 작가의식에 

투사되었는가를 살펴 본 다음, 투 된 작가 의식을 규명

하여 손창섭의 의식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손창섭 소설이 작가자신의 극히 개인 인 긴장에서 

출발하여 자아라는 하나의 구심 을 향하여 문학 인 모

든 의장이 회기 한다는 연구업 을 참고하여 의식의 포

로가 된 주동  인물을 통해 구 되는 자의식의 양상을 

고찰하여 작가의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의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모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

의를 하여 작 인물의 의식을 지배하는 자아성찰, 자

4) 김치수,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믿음사, 1976, P.151. 
5) psychoanalysis and Literature, edited by hendrik M. 

Ruitenbeek, new york : E. P. Dutton & Co. Inc 1964. 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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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분열, 자아상실, 자아해체 등의 본질  모티 를 단계

 발 에 따른 자의식요소로 추출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의식의 문제는 심리  범주에 속하므로 심리  

연구방범에 의해 연구하고자 한다.

인간의 마음은 고정불변한 여러 개의 요소가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가변 이기 때문에 측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구조를 보면 먼  자아와 그것을 둘

러싸고 있는 의식이 있고,  내가 모르는 정신세계 즉 

무의식세계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무의식은 자

아의 통제밖에 있으며 미지의 정신세계라고 일컫는다. 

의식의 심이 되는 자아는 나의 경신의 나의정신에 의

식된 부분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나의 체를 총 하고 

자각하려면 무의식 인 것을 하나씩 깨달아나가는 의식

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제일 먼  부딪치는 

무의식의 내용은 그림자이다. 그림자란 자아의식의 무의

식  부분을 말하는데 , 이 부분은 아직 어둠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자아의 일부분이다. 그림자 다음에는 마

음 즉,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의식화가 뒤 따른다.6)

jung은 의식을 많은 콤 스의 하나로 보고 이것을 

자아콤 스라고 정리했는데 이 콤 스는 의식의 내

용을 이루는 동시에 의식이 의식일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 의식은 소  정신의 네 가지 기 인 사고, 감정, 

감각, 직 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이 구축한 세계는 실자체가 아니고 작가의식에 

의한 재구성이기 때문에 실에서 생한 작가의 개성  

체험은 소설의 미 목 에 맞도록 변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경험과 소설의 미학 인 형식 사이에는 필연 인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의 술  극복이 바로 작가의

식이다. 

2. 모멸적 캐릭터의 투사

소설이 인간에 한 이야기라고 볼 때 작 인물의 

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인물은 스토리(Story)를 주도하

면서 이야기를 성립시킨다.

소설은 성격을 창조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

6) 이부영, 앞의책, P.42. Jung은 마음을 Seele(넋)이라했고 내적 
인격의 특성을 남자는 아니마(anima) 여자는 아니무스
(anmimus)라고 했다.

는 데에 가장 큰 비 을 두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가 바로 작 인물이다. 작 인물을 통해 작가의 인

생 과 세계 이 드러난다.

손창섭은 1950년 의 작가 에서 가장 하게 의

식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작가이다. 그는 암담한 시 상

을 배경으로 비정상 인 인격 탄자를 작 인물로 제시

하는데 이러한 인간군상의 고찰은 손창섭 의식세계를 밝

히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손창섭 자신이 밝힌 소설에 한 견해를 보면 소설이

란 결국 작가 자신의 이야기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

론이 나온다. 물론 그 체험의 질과 표 의 능력 여하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는 차이는 있겠지만 소설이란 이

듯 작가의 인생체험의 반 이요 표 임은 부정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작 인물을 통하여 그 자신

의 특이한 의식세계가 그 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의 모습들이 반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다.

소설의 인물은 자신의 창조자인 소설가의 의식에 

근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신의 희작」에 등장하는 S는 

후의 불안한 시  배경과 작가개인의 처 한 생활체

험에서 표 된 인물 즉 작가자신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한 이러한 사실은 작가의식의 추 이 작 인물

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  한다.

손창섭 소설의 작 인물들은 피해와 자조의식으로 일

되게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물설정은 그의 인간 

찰이 단조로웠다는 사실도 보여주지만 이들이 손창섭 

자신의 내  체험에 의한 의식의 반 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러한 비정상 이며 부정 인 작 인물의 

설정은 그가 인간을 어떠한 측면에서 보고 있는 가를 보

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인간의 가치에 한 손창섭의 의식은 그의 소설이 가

지고 있는  하나의 요한 국면으로 그것은 당시의 시

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인간 과 한 계가 있다.

인간  고찰은 그의 소설이 지니고 있는 특이한 의미 

내용의 근 를 밝힐 수 있다는 에서 그의 소설 연구에 

의미를 갖는다. 인간을 바라보는 작가  시선은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멸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작품「낙서

족」의 일 을 보자.

앞으루두 이 오빠와는 가깝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

을 거 요. 이 오빠는 하나님을 배반하구 모친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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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역하는 사람 요. 조국의 기 와 사회의 요구에 역

행하는 바탕이 요. 는 오빠를 경멸해요. 증오해요. 단

지 남매간 이라는 육 계 이외에는 아무러한 경의두 

애정두 갖구있지 않아요. 는 단 하나뿐인 마음의 오빠

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7)

이동생인 상희의 시선을 통하여 바라본 오빠의 평

가는 인간 가치의 부정이다. 상 은 이상을 추구하는 인

물이 아니다. 상 에 한 경멸과 증오는 인간에 한 경

멸이자 가치의 부정이다. 손창섭의 실  시각에서 인

간은 더 이상 숭고하지도 않고 존엄하지도 않은 경멸의 

상이다. 이러한 상은 정창범의 지 로 자기  모멸 

의식의 확 심화이다. 인간 경멸의 격정  충동은 그 당

시 실  시각에서 생된 의식의 형상화이다. 쟁이 

휩쓸고 간 폐허 속 에서 인간들의 삶은 참혹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본능 인 모습의 인간을 

냉소 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게까지 당신이 도 으로 비꼬고 나오신다면 

도 기탄없이 말 드리겠어요. 는 당신의 그 안일주의, 

향락주의, 수욕주의, 세속주의가 싫어요. 경멸해요. 그러

나 일단 부부로 맺어진 인연이니 성심껏 받들어 섬기리

라 결심하고 십여 년을 꾸 히 참고 애써 왔어요8)

인간에 한 모멸은 인간의 가장 근본 인 본능  행

까지 심화된다. 남편 차성일의 부부행 는 정상 이다. 

그러나, 인간 자체에 한 모멸의 시각은 부부의 성 계

까지 조소 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조소는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보지 않고 동물 이하로 여기는 데서 생

한다. 성행 는 인간의 기본  본능이다.  종족 본능측

면에서도 가장 인간 인 행 이다. 이러한 부부의 사랑

을 세속주의·수욕주의라고 매도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멸의식의 표출이다. 인간에 한 모멸은 인

간 그 자체의 모멸로 발 한다.

한번도 제 로 손질을 해본성 싶지않는 두 난발에, 

과도히 작은 머리통, 기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검고 

속된 얼굴 모습, 정체 없는 희멀건 . 불안하게 길고 가

7) 『낙서족』P.30.
8) 『부부』P.62. 

는 목, 본새 없이 좁고 그러진 어깨, 게다가 팔이라는 

건 이게 양쪽이 아주 짝짝이다. 그 밖에 억지로 뽑아 늘

인 듯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동체며 다리, 어느 한구

석 정상 인 엄격한 인간 규격에 들어가 맞는 풍모는 도

시 아니다. S의 외형이 이런 꼬락서닐 제야, 그 내부 세계 

한 규격 미달의 불구 상태일 것은 거의 뻔한 노릇이다.

손창섭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라고 밝힌 신의 

희작에서 S는 시시한 삼류소설작가 즉, 손창섭 본인을 

의미한다. 외형 묘사를 통해 표 된 S의 모습은 정상

인 인간이 아니다. 보기조차 흉한 비정상 인 모습은 인

간의 가치를 하락시켜 모욕하고 멸시하는 손창섭의 작가

 태도에서 기인한다. 외형 으로나 내면 으로나 규격 

미달의 비정상 인 인간의 설정은 4.19이후 혼란과 무질

서 속에서 무기력하고 비윤리 인 인간에 한 선망에서 

온 것이다. 특히 6.25의 비참한 체험을 통해서 인간에 

한 실망의 의식화이다.

손창섭은 그의 성장기 체험에서 오는 어머니에 한 

개심과 자신의 신체  결함인 야뇨증에서 오는 자신에 

한 선망감이 복합되어 인간모멸의 의식으로 승화되었

고 이 의식이 작 인물을 통하여 술  이를 나타내

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투사작용(Projection)을 거

쳐 인간을 비웃게 되고 세상을 조소하게 된다.

1960년  실은 비참하면서도 망 인 공간이다. 이

러한 장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비인간  모순에서 손

창섭의 모멸의식은 형성되었고 이 의식은 인간의 가치하락

을 형상화함으로써 발아되었다. 이러한 인간 모멸의 식은 

인간을 동물이나 구더기 등으로 비유하면서 심화된다.

그런데 동주에게는 이 일  주민들이 온통 구더기처

럼만 보이는 것 이었다. 이 방 한 거름더미에서 꿈틀거

리고 있는 구더기, 구더기. 샘터 한 동주에게는 지않

이 무서운 곳이었다.9)

손창섭은 후의 참혹하고 혼란한 실을 효과 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배경 에 정신 으로나 육체 으로나 

무기력하고 비정삭 인 인물들을 형상화시켜 놓고 있다. 

이처럼 규격 미달의 인물설정은 망 인 상황에 처한 

인간의 추악하고 무기력한 모습에 보내는 자조  냉소인 

9) 『생활적』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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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6.25라는 미문의 동족상잔을 겪고 난 우리의 실

은 망 이고 처참한 상황이다. 손창섭은 이러한 실

에서 밝고 건 한 세계를 찾을 수 없었다. 작가가 바라본 

실은 좌 과 혼란의 공간이다. 이미 정상 인 생활을 

하기 에는 규격미달의 정신 , 육체  불구자들은 망

인 실에서 좌 해 버린 인간들의 형상화이다. 이러

한 인간들에 한 모멸은 인간자체의 자학 인 상태로 

발 한다.

잖은 사람이 어딨어. 교육자나, 목사나, 사회명사나, 

모두들 겉으로만 잖은 체하는 거지, 진짜로 속까지 

잖은 건 아니다. 도리어  보다두 몇 배나 더 드럽구 못

된 사람들이자.10)

규격미달의 불구자 인물을 통하여 인간의 가치를 비

하시키고 모멸한 손창섭의 작가의식은 그 폭을 차 확

한다. 모든 인간들을 조소의 상으로 삼아 모멸의식

의 확 를 보인다. 일반 으로 사회에서 정신 으로 존

경받는 계층인 교육자나 목사까지도 더럽고 추악한 존재

로 비하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멸의식의 확  심화

이다.

그러지 못하고 비굴하게 굽실거리다 나온 자신에 

해서 은근히 화가 동했다. 수시로 경찰에 농락과 굴욕을 

당하고 있음에 비해서 자신이 무나 무가치한 것 같기

도 했다.11)

모든 인간에 하여 불신하고, 인간 존재 자체에 하

여서도 부정 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인간을 정  측

면에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

여 무가치한 존재로 하락시킨다. 인간가치의 부정은 부

정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을 동물보다 더 존재가치가 없

는 경멸의 상으로 악한다. 

인간에 한 모멸은 나아가서 자기모멸이다 .이러한 

모멸의식은 4.19이후 격변하는 실 속에서 가치 을 갖

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을 해 의를 부르짖는 비윤리

10) 『통속의 벽』P.156.
11) 『낙서족』P.52.

인 인간들을 경멸하고,  6.25 이후의 무기력하고 부

정 인 군상에 해 냉소하는 것이다. 이 의식은 신체

인 결함과 성장기의 불우했던 과거가 앙 되어 남아 있

는 자신에 한 부정이기도 하다.

순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물귀신이 운다는 소리가 

연상되어 처음 얼마 동안 동주는 잠자리까지 어수선했던 

것이다. 순이는 밤에도 자는 것 같지 않았다. 밤낮없이 

워서 신음 소리만을 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신음 소

리를 내기 해서 장치한 기계와도 같았다. 동주는 종내 

어느 날 순이에게 물어 보았다.12)

무가치하고 부정 인 인물의 설정은 술  변이 이

의 손창섭의 인간에 한 모멸의식을 지 할 수가 있

다. 인간에 한 모멸의식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

는 극한 상황이다. 이러한 의식은 인간의 면 인 부정

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가치를 부정해 버리는 

것이다. 인간자체를 가치도 없는 구더기로 비하시키는 것

은 바로 이러한 부정의식의 한 국면인데 인간을 신음소리

만 내는 기계로 비유하는 것은 비하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인간에 한 모멸이다.  인간을 유령이나 죄악의 씨로 

비하시키는 것도 이 범주에 속하는 인간모멸이다.

그 습니다. 문선생은 유령입니다. 하기는 세상 사람

이 죄다 유령인지도 모릅니다. 문선생은 그래 유령 아닌 

인간을 본 이 있습니까? 약간 얼굴이 질려 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 문선생을 그 로 무시해 버리고 나

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13)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신음소리만 내는 기계로 

설정하여 인간의 존재가치를 비웃고,  인간을 유령으

로, 더 나아가서 죄악의 씨, 악마의 씨로 설정하여 인간 

모멸의 극치를 보인다. 인간에 한 모멸에서 출발한 손

창섭의 인간 은 인간을 인간답게 보지 않고 죄악의 씨

로 형상화한 것은 인간의 기본 인 존재 가치나 존재 이

유마  말-하는 작가  태도이며 인간에 한 부정의 표

이다.

12) 『생활적』P.346.
13) 『신의희작』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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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 장살했구나 송장고길 팔았어!

홍 정은 고함을 지르며 도 모르는 새에 괭이 자루

를 힘껏 거머쥐고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그 이상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사나운 리로 노인을 흘겨 보기만 했

다. 그의 이 부지  망태기 속에 들어있는 시뻘건 고기

덩이로 갔다 그 고깃덩이와 괴죄죄한 노인의 꼴을 번갈

아 보았다. 속이 메시꺼워지기 시작했다.14)

시체를 먹고 는 노인의 설정은 인간의 사체까지도 

고깃덩이로 비하한 손창섭의 인간  자학이다. 이러한 

자학은 인간의 가치에 한 조소이며 인간 존재를 부정

하는 모멸이다.

인간의 사체는 지 고하를 막론하고 숭고성을 부여해

왔다. 구든지 사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명복과 애도를 

표한다. 시체를 고기 덩이로 보는 것은 이상성격이다. 이러

한 성격장애를 크게 나 면 첫째 미숙한 성격, 둘째 반사

회  성격, 셋째 성도착증 성격, 넷째 성격이상으로 나  

수 있다. 시체 모욕증은 반 사회  성격에서 유래한다.

반 사회  성격의 소유자는 항상 감정의 미숙성과 책

임감과 단의 결여를 보이며, 사회 규율을 어기고 반 사

회  행동을 되풀이한다. 이는 사회 으로 양심이나 도

덕  윤리의식의 결여에서 야기된 것이고 철학 으로는 

논리의식, 정신분석학 으로는 자아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충동 이고 미숙한데, 반사

회 인 공격 인 성격으로 나타난다. 사체의 모욕과 비

하는 인간을 부정  시각으로 바라본 모멸의식의 심화이

다.  인간존재의 부정은 결국 육까지 부정한다.

어느 날 지즈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그에게 임신

의 징조를 알리었다. 그는 몹시 당황했다.

새낀 필요없어. 당장가서 떼어 버리고 와

아내는 문을 몰라 S의 얼굴을 쳐다보며

왜요?

... 략...

나머지 반생마  새끼를 해서 착취 당하구 희생되

구 싶진않아15)

14) 『흑야』P.385.
15) 『신의희작』P.178.

자기 자신의 자식까지 남기고 싶지 않다는 자기 멸

도 역시 결국은 자기부정이다.

인간에 한 부정  의식은 결국 자신의 부정이다. 자

신도 역시 인간의 범주에 있기 때문이다. 종족 번식까지

도 부정하는 멸은 인간에 한 실망과 분노의 자세에

서 유래된 인간 모멸과 조소이다.

나는 오래간만에 동까스와 백반을 먹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본 즉 그 에는 3백환이라는 가격

이 기입되어 있었다. 에와 지키고 있는 소녀더러 나는 

동까스는 얼마냐고 물어 봤다. 소녀는 좀 깔보는 치로

거기에  있는 로 요.

했다.

틀림없이 3백환이란 말이지?

그 다니까요.16)

인간에 한  다른 부정  시각은 자기 힘으로는 아

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물의 설정이다. 이러한 인

물에 한 모멸은 극단 으로 정신이상에 가까운 치매성

을 드러낸다. 매춘부인 순에게 모자라는 백환을 구하

려고 찾아간 것 자체가 바로 이러한 치매성의 희화이다.

아내와 장인 앞에서 변명 한마디도 못하고 죽어간 피

해자의 병  역시 치매하고 무기력한 인물의 형이다.

손창섭은 망  상황에 처한 인간의 무나도 추악

하고 무력한 모습에 자조 인 냉소를 보낸다. 그리고 그 

짐승같은 멸과 치매한 무기력에 짙은 악를 느낀다.

모멸과 희화는 인간에 한 부정이고  인간이 인간

행 의 주체자로서의 자기 포기이다. 자기 포기는 결국 

자기 부정으로 형상화되면서 인간에 하여 모멸과 조소

를 보냈다.

나는 언제나처럼 어이없는 공상에 취해 보는 것이다. 

그 공상에 의하면 나는 지  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병리학자인 것이다. 난치의 피부병에 신음하고 있는 지

구덩이의 을 받고 병원체의 발견에 착수한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이

라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도 그 세균이 어떠한 상태로 발

생 번식해 나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16) 『미해결의장』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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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치료법에 있어서는 더욱 캄캄할 뿐이다. 나는 지구덩

이에 해서 면목이 없는 것이다. 나는 아이들을 들여다

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다. 아직은 활동은 못하지만 그것

들이 완 히 성장하게 되면 지구의 피부에 악착같이 달

라붙어 야 야  갉아먹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병균에 

침범당해 그 피부가 느 는  썩어 들어가는 지구덩이를 

상상하며 나는 구멍에서 을 떼고 침을 뱉었다.17)

아이들에게 침을 뱉었다는 구 은 손창섭의 인간 모

멸이 극 화된 표 이다. 손창섭이 지구가 앓고 있는 난

치병의 병원체로 인간을 설정하고 그 인간에게 침을 뱉

은 행 는 인간자체의 가치 부정이다. 인간의 본질을 먹

고 자고 배설하는 동물  본능에만 두고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의 의식이 인간에게 모멸과 조소를 보낸다.

인간의 가치를 인정치 않고 부정  시각으로 인간에 

모멸의 조소를 보낸 자아는 이제 자신까지도 철 하게 

모멸의 상으로 포함시킨다.

인간으로서 가치 없는 존재인 자신도 결국 모멸의 

상으로 설정된다. 자신의 존재에 해서 부정  시각으

로 조소를 보낸다. 사회에 한 무기력으로 자신의 존재

를 보잘것없는 자아로 악한 의식은 자신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이 다름 아닌 이기와 선의 존재인 자신으로 

악했다. 이러한 인간 모멸의 시각은 자신까지도 모멸

의 상으로 심화시킨 의식의 노출이다. 결국 이러한 인

간에 한 모멸과 조소는 자기부정의 미학  표 이다. 

그는 자기부정을 통하여 인간에 한 모멸의식을 형상화

시켰다.

3. 결론

디지털 미디어의 릭터는 서사구조에 나타난 작 인

물을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의 구도로 활용할 수 있다.

손창섭 소설의 희화화된 작 인물은 어떤 단일개념이

나 성격을 심으로 형성된 평면  인물이다. 평면  

릭터는 이것아니면 것이라는 이치  사고를 하기 때문

에 인물자체가 하나의 개념이다. 이들은 깊은 사고를 하

지 않는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부딪히면 피하고 통과만 

17) 『미해결의장』P.240.

하면 되는 단순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손창섭 자신이 그려낸 독특한 작  인물 등으로 인해 

소설에서 부정  미학을 창조한 의미를 부여 받았다. 

뚜렷한 인물 모멸과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육체

, 정신  불구자를 작 인물로 설정하여 후사회의 

독특한 사회 실을 리얼하게 반 하 다.

주인공을 상황  인간으로 설정하 고  시(설

행), 석( 서), 수(생활 ) 등 비극과 모순을 변하는 

인물들을 설정하여 손창섭의 내면에 잠재된 부정  본질

을 밝혔다.

손창섭 소설의 주동  인물이 개 약한 자아의 소유

지이다. 이러한 유형의 인물은 이드(Id)나 자아(super 

ego)사이에서 균형을 상실해 버린 인물로 신경증  혹은 

성격 자애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증세

자체가 자의식 소설의 성격  특징이다. 

작가 의식의 심층에는 부조리와 모순된 사회를 인식

하고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멸의식에서 표출하며 의

부상황을 공포의 상으로 여겨 극심한 피해의식을 보여

다. 이러한 피해의식을 통하여 좌 , 도피, 고립, 해체 

등의 자의식이 노출된다. 

손창섭 소설의 자의식은 피해의식에서 의미를 부여받

는다. 주인공인 상황  존재와 사물  존재들이 피해의

식에 의해 도피하고 있을 때 손창섭 소설의 자의식은 실

존  상황에서 실제  명제를 주된 동기로 형상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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