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

�영어영문학연구� 제46권 제2호

(2020) 여름 111－128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http://dx.doi.org/10.21559/aellk.2020.46.2.006

“앉아서 먹게나, 늙은 희랍인이 말했다.”: 

플레너건의 �먼 북으로 난 좁은 길�에 나타난 

전쟁과 윤리의 대척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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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Bokki. “‘Sit down and eat, said the old Greek’: War and Ethics as Antipodean Relation in 

Richard Flanagan’s The Narrow Road to the Deep North.”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2 

(2020): 111-128. This paper analyzes Richard Flanagan’s Booker Prize winning novel, The Narrow Road 

to the Deep Nor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ntipodean relation between war and ethics. Some critics 

criticize the excessive complexity caused by to too much events and elements featured in the narrative. 

However, in the novel the line and the circle form the major antipodean relation, and around the symbols 

many other elements are systematically arranged. Among the oppositional elements I focus on the 

antipodes of war and ethics. The war in the novel is depicted as the extreme effacement and 

instrumentalization of individuals for the purpose of building the railroad and ethics as the ultimate cure 

for the wounds by the unconditional welcoming of the returned Australian soldier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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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리차드 플레너건(Richard Flanagan)는 �먼 북으로 난 좁은 길�(The Narrow 

  * 이 논문은 2019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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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to the Deep North, 2013, 이후부터는 �먼 북�으로 표기하고 작품인용은 

페이지만 표시함)가 2014년 부커상(Man Booker Prize)을 수상하면서 호주인의 

인기작가에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그가 이전

에 발표한 작품들인 �어느 강 안내원의 죽음�(Death of a River Guide, 1994), 

�한 손으로 치는 손뼉 소리�(The Sound of One Hand Clapping, 1997), �굴드

의 물고기 책�(Gould’s Book of Fish, 2001), �미지의 테러리스트�(Unknown 

Terrorist, 2006), �욕구�(Wanting, 2008)도 대중적인 인기와 비평가들의 찬사, 

많은 문학상 수상으로 볼 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작품처럼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최근에 출간한 작품인 �첫 번째 

사람�(The First Person, 2017)도 부커상을 안겨준 작품만큼의 높은 평가를 받

지는 못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영어권 최고의 문학상을 수상한 �먼 북�에 대한 

평가가 찬사 일변도만이 아니었고 혹독한 비판도 함께였다. 특히 호프만

(Michael Hofmann)의 서평은 혹독함에 있어서 최고치라 할 만하다. 그는 이 작

품은 “진전되고 현란한 파멸 상태에 있는 소설”(“the novel in an advanced 

and showy state of dissolution”)이라는 표현과 함께, 형식적인 면에서도 폭격 

맞은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잡동사니, 너절한 쓰레기, 파편”(“basically rubble, 

fragmentary junk, debris”)이라고까지 폄하했다.

호프만은 �먼 북�이 일관성을 갖춘 형식적 틀을 유지하지 않은 채 너무나 다

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만 한 작품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당

신이 사랑을 원하면, 작품은 사랑도 있어요!라고 말한다. 죽음을 원해요? 그것도 

있지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원하는 양만큼요. 그것은 순전히 베어 문 것뿐이지, 

제대로 씹은 것은 없다.”(You want love, it says; I got love! You want death? 

I got it. All the kinds. Any amount. It is all bite, and no chew“ 2)라는 표현

을 사용하여 이 작품이 잡다한 내용을 제대로 된 틀 안에서 표현해내지 못했다는 

점을 희화화했다. 그의 비판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전쟁과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이 소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불타는 사랑과 지루한 일

상, 일본과 서양의 시를 포함한 다양한 문학작품의 인유, 주인공의 영웅적인 행

동과 부도덕한 생활 등 반대적인 요소들이 흩뿌려져 있어서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견 일관성 없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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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이는 요소들은 크게 두 가지 틀 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플레

너건은 직선과 원이라는 두 가지 대립하는 상징물을 제시하는데, 이 두 상징물은 

대립하는 두 힘을 상징한다. 전쟁, 폭력, 위계질서, 그리고 철로 등은 직선의 범

주에 속해서 앞으로 뻗어나가려는 힘의 지배를 받고, 평화, 자연, 평등 등은 원의 

범주로서 무질서하고 회귀하는 힘의 영향 아래 놓인다. 호프만이 마무리되지 못

한 채 혼란스럽게 흩어졌다고 표현한 요소들은 이 두 가지 힘의 지배 아래로 분

류되고 두 가지 힘의 영향이 뒤섞인, 흐릿한 영역에 속하는 요소들이 중간지대를 

차지한다. 이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읽으면 다양한 에피소드와 인물, 사건

들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연구논문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이 두 가

지 힘의 대립을 토대로 호프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 소설의 가치를 부각시키

려 시도한다. 

딕슨(Robert Dixon)은 역사를 전공한 플레너건의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영국 

막시스트 사학자들의 영향을 강하게 풍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은 “공동체와 

장소의 지역적 경험에 새겨진 구술사를 상징”하고 선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전체주의 같은 역사주의적 서사”를 상징한다고 분류한다(194). 이렇게 큰 분류

를 한 뒤,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벤야민(Walter 

Benjamin)과 아렌트(Hanna Arendt)의 ‘성좌’ 개념을 활용하여 호프만의 비판에 

답하는 논증을 수행한다. 흩어져 있는 과거의 잊혀진, 사소한 사건들이 현재의 

시각과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성좌개념을 기존의 역사주의와 차

별된 과거기술 방식으로 제시한 두 철학자의 주장처럼 플레너건은 과거와 현재, 

타즈메니아와 대륙 등과 같이 대척점에 있는 대상들의 혼합이 만들어내는 성좌

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려 했다는 점을 딕슨은 부각시킨다. 호프만이 폄하한 “쓰

레기,” “파편”들은 일정한 안내를 받으면 서로 연결되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반

론이다. 

호프만이 비판한 다른 구조적 결함 요소는 두 여성 에이미(Amy Keith)와 엘

라(Ella Evans)를 사이에 둔 도리고(Dorrigo Evans)의 사랑 모티프이다. 호프만

은 에이미와 관련된 주제는 “파괴적이고 파괴된 먼지”에 가깝게 전개되고 엘라

는 “배경과 환유”일 뿐이라고 평가하면서 사랑 모티프를 “웃지 않고 읽기 위해

서는 오스카 와일드의 ‘돌의 심장’이 필요하다”고 일갈한다(4). 이런 비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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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즈(Nicholas Birns)는 사랑 플롯은 “소설에 불필요하지 않고 전쟁 플롯이 손

쉬운 구원으로 빠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전쟁이라는 

‘예외상태’의 대척점에는 평범하고 따분한 일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예외상태’

가 존재한다는 점을 플레너건은 작품에서 그려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번즈가 든 

예는 도마뱀 브랜쿠시(Lizard Brancussi)가 정글에서의 포로생활, 일본에서의 

고된 노동과 핵 폭격을 토끼 헨드릭스(Rabbit Hendricks)가 그려준 자신의 아내 

메이시(Maisie)를 보면서 견뎌내고 귀국했지만, 아내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

다는 사실만 발견하고 어디론가 사라진 경우이다. 브랜쿠시는 전쟁의 고통 밖에 

있는 유일한 존재로 아내 메이시를 떠올렸고, 그녀가 있어서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녀가 그곳에 있는 한, 세상은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했다(292). 번즈

는 브랜쿠시 에피소드를 이해 불가능한 전쟁이라는 ‘예외상태’의 대척점에 있는 

사랑이라는 신비한 ‘예외상태’를 그려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난 뒤 도리고의 계속되는 부도덕한 생활을 통해서는 전쟁처럼 사랑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삶의 부조리는 지속된다는 사실을 

전달한다고 부연한다. 잔인한 전쟁과 기이한 사랑이 제대로 섞이지도 못한 채로 

등장하여 혼란만 가중한다는 호프만의 비판에 대해 번즈는 전쟁을 안에서만 바

라보지 않고 거리를 두고서 삶이라는 더 넓은 안목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점이 이 

작품의 미덕이라고 답변하고 있다(184).

처음 �먼 북�을 읽으며 이질적이고 난삽해 보이는 요소들의 배치를 대면하고

서 호프만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두 연구자의 해석

처럼 플레너건은 일방적인 한 쪽만의 서사를 전개하기보다는 대척점에 있는 요

소들을 병렬배치 하여 그 두 힘이 작용하는 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양상을 재현

하려 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작가의 이런 기획은 그의 일관된 사

고체계를 바탕에 둔 것이라는 점은 작가가 이 작품 집필과정에서 경험한 한 일화

가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아버지를 자유롭게 하기 (“Freeing My Father”)라는 

신문 기고문에서 플래너건은 이 작품을 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해 작품에서 왕도

마뱀(Goanna)이라 불렸던 조선인 최상민(Choi Sang Min)의 모델이 된 이학래

(Lee Hak Rae)를 만난 일화를 언급한다. 작가의 아버지가 유일하게 그에 대해

서만은 “폭력적 의도를 가지고서 말”했다고 기록한다. 작가는 이학래가 “품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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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냥하며, 관대한 노인”이라 말하고, 만남이 끝날 즈음 우연히도 7.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겁에 질린 그를 보면서 “악이 어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방에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았다”는 말로 그 때의 경험을 정리한다. 전장에서 

포로들에게 유일하게 대응폭력을 행사하고 싶게 만들었던 사람마저도 전후 대면

했을 때, 악마가 아닌 “상냥하고 관대한 노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작

가에게 소설 속 인물들은 개인의 악마성에 휘둘렸다기보다는 강력한 외부의 힘

에 의해 사로잡혔다고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일 터이다. 작가의 이러한 생각은 작

품에서 까망이 가디너(Darky Gardiner)를 죽기까지 두들겨 팼던 왕도마뱀이 전

후에 전범으로 붙잡히고 감방에 갇혀 재판받는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고단

하게 생활했던 젊은이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조명하는 대목에 반영되었다. 

조선인 경비병 최상민의 이름의 변화가 그의 처지를 잘 드러낸다. 전범으로 

수감되었을 때, “그는 (한국 이름 최상민, 부산에서 부여되고 불렸던 일본 이름 

아키라 산야, 간수들이 그를 부르는 호주 이름 왕도마뱀처럼) 많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었다”(309).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는 그는 차라리 텐노 만세를 외치며 처형당하는 일본인들처럼 “명확

성과 확실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다(307). 그에게 유일하게 

확실한 사실은 제대로 받지 못한 월 50엔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뿐이다. 소

설의 서술자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대한 정보에 더해 그의 여동생이 비슷한 임

금을 약속받고 병원에서 일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실제로는 위안부로 

만주국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추가한다. 그가 전장에 와서 위안부가 하는 일을 알

게 된 뒤, 그는 여동생이 그녀 자신을 위해 죽었기를 바랐다는 사실까지 기술한

다(309). 주변인물의 맥락까지 자세하게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 호프만은 “비계

획적 꼴라쥐, 다소 불쾌한 꼴라쥐”(an unplanned collage, a rather sticky 

collage)에 포함시켰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일본에서의 일화를 

떠올려 본다면 역사학도로서 플래너건은 전쟁포로들의 기억 속에 가장 악독한 

존재로 남았던 인물까지 입체적 맥락을 부여하여 그가 개인적인 악마성을 지녔

던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작용했던 광기의 힘에 휩쓸려 버렸다는 점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가장 악마 같았던 인물인 최상민도 결국은 대척점에 있는 강

력한 힘들의 작용의 장에서 확신하는 것이라고는 받아야 할 월급 50엔밖에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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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식민지 청년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서사의 흐름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위

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기록하려 했던 것은, 자바글리아(Liliana Zavaglia)가 관찰

한 것처럼 “역사에 대한 더욱 복잡한 초국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196). 

플레너건은 몇 번의 완성과 폐기를 반복하면서 20여 년이 걸려서 이 작품을 

완성하는 동안 소설가로서 정체성과 역사가로서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한 듯 보

인다. 소설가로서 서사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높은 완성도에 이르도록 집중하려 

했지만, 물질주의 역사가로서 역사적 사건이 서사의 힘에 종속되어 단순화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호프만과 같은 비평가의 악평을 예상하면서

도 역사가로서 자신의 지향하는 바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질주의 

역사가로서 그의 성향이 대척점들을 제시하지만 어느 한 쪽을 악마화하거나 칭

송하지 않고 그 사이의 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집중하는 데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런 점을 딕슨은 벤야민의 역사기술 개념인 ‘성좌’와 연결시켜서 설명했던 것이

다. 다른 연구자들이 분석하지 않은 대척점에 놓인 두 대립하는 쌍 중에 하나가 

전쟁과 윤리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쟁과 윤리라는 대척점에 위치한 개념이 서사

를 통하여 구현되는 방식과 그 쌍이 만들어내는 장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양상

을 분석하게 된다. 먼저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윤리철학의 일부를 정

리하고 작품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II. 전쟁과 윤리

레비나스에게 전쟁은 존재자가 자신의 개별성과 도덕적 명령을 행사하지 못하

는 상태로 가둬 버리는 감금과 같다. 전쟁의 폭력은 사람들의 “연속성을 중단시

키고, 더 이상 자신들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고, 약속뿐만 아니

라 자신들의 실체를 배반하게 만들고, 모든 행동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실행하게 만든다”(21). 전쟁 폭력이 개인의 지속적인 정체성을 깨뜨리고 자신의 

존재적 특성이 사라져 버린 가장된 역할을 강제하고 근본적 인간성의 의무를 배

반하게 만들어, 결국 다른 인간의 행위 가능성을 파괴하는 행위까지를 실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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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만든다는 말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쟁의 폭력은 “어느 것도 외재하지” 않

고 “타자를 타자로서 보여주지” 않는 질서를 만들어낸다(21). 모든 것이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빨려들게 되어 전장 안에 있는 존재들은 거리가 지워지고 고유성

을 가진 타자라는 존재로서 인식되지 않는 갇힌 질서가 탄생하게 된다. 레비나스

는 이와 같은 전쟁의 특성을 서양철학과 정치가 전체성이란 개념으로 현상을 설

명했던 경향과 연결시킨다. 이 지점에서 전쟁은 서양 전통 사상과 정치의 극한으

로서 자리매김이 된다. 이 질서 안에서 “(이 전체성의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개

인들의 의미는 전체성으로부터 연유하게 된다”(22). 이처럼 개인은 외부성과 절

연된 체계 안에서 전체성을 구성하는 원리가 되는 대상으로부터 의미를 부여받

게 되는 구조를 전통적인 사상과 정치가 지향했다고 레비나스는 결론짓고 있다. 

개인과 현재의 의미는 다가올 미래의 절대적이고 궁극적 의미로부터 가치를 부

여받게 되므로 그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를 현실화하는 것이 전쟁이 지향하

는 바가 된다. 이러한 전쟁의 대척점에 윤리가 놓여 있다. 

윤리는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제국의 평화에 의해 

회복되지 않는다. 레비나스는 제국의 평화가 “소외된 존재들에게 그들의 잃어버

린 정체성을 회복시켜주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그런 이유로 “존재와 맺는 근원

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2). 전쟁이나 전쟁을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

치와 같은 전체성(totality)으로부터 부여된 주체가 아니라 무한(infinity)과 무한

이 표현되는 대상인 타자를 환영하는 데 토대한 주체를 윤리적 주체로 제시한다. 

즉,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무한의 존재인 타자를 자신 안에 포함하기 위해 

환대를 행하는 주체가 윤리적 주체이고 이 주체는 매 순간 주체를 가두는 “내재

성의 장애물들을 뛰어 넘는다.”(27) 이렇게 전쟁이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된 내재

성만의 총체성을 지향하는 체계의 끝에 있다면, 윤리는 내재성의 성벽에 틈을 내

고 무한과 외부성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반대편 끝을 차지한다. 이 둘 사이에 만

들어진 장이 우리의 생활의 장이다. 레비나스가 윤리를 논의하면서 총체성의 극

단인 전쟁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그 극단이 실현되는 곳에서 생존

했고 그곳에서 가족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자바글리아가 프리모 레비

(Primo Levi)의 경험과 태국 정글에서 일어난 사건을 비교하며 작품을 분석한 시

도와 이 논문의 지향은 유사점을 공유한다. 자바글리아는 둘의 비교를 통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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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호주 병사들의 경험을 호주인들 만의 것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인류 전체가 

역사적으로 경험해온 사건의 지평 위에서 초국가적(transnational) 경험으로 인

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태도는 레비가 “단순화된 역사 속에서 발견

되는 이항대립적 구성을 향한 문화적 욕망”을 넘어서 과거의 복잡성을 말하고자 

했던 시도를 반영한 것이다(Zavagalia 196). 레비나스의 경험을 반영한 철학적 

사유 또한 플레너건이 작품에서 표현하려고 한 대립하는 힘의 대척점 사이의 장

에서 벌어지는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먼 북�의 핵심사건은 어느 날 태국과 버마를 잇는 철도 건설 현장에서  벌어

진 잔인한 폭력으로 인한 호주 전쟁포로 까망이 가디너가 사망한 사건이다. 과거 

전장에서의 행적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전쟁영웅으로 추앙받는 노년의 도리고

(Dorrigo Evans)가 이 날의 사건을 떠올리게 된 이유는 전사자 토끼 헨드릭스의 

그림집 출간을 위해 서문 쓰기 작업을 수행하면서다. 두 페이지가 조금 넘는 서

문에는 그 날의 사건은 생략된 역사적 정보만 기록되었다. 그 서문을 쓰면서 그

의 머리에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이름들, 수많은 죽음들이 가득했지만,” 그는 

“한 이름을 쓰지 못했다”고 말한다(25). 그 이름은 얼굴이 떠올려지지 않는 한 

사람인 까망이 가디너의 것이다. 원 계획과는 다르게 작성한 그의 서문은 “그 사

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실패한 시도”라고 결론짓는

다(24).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사기술처럼 작성된 서문에는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확실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그 날의 사건을 온전히 담지 못했다는 고

백이다. 군국주의에 충실한 일본 점령군의 악랄함과  폭력성 그리고 무기력하게 

희생당한 전쟁포로라는 구도로 도식화하기에는 그 날의 사건은 너무 복잡하다. 

인간과 문명이 날것으로 전시된 사건이었기에 그렇다.

타이-버마 철도 공사 초기에는 포로들과 일본인 병사들 사이에 군인으로서 서

로에 대한 존중도 존재했고, 포로들은 휴식시간을 이용해 어설프게 준비한 무대

에서 공연을 올리고 일본 병사들도 같이 지켜보기까지 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

만, 그 곳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힘은 그 곳이 아니고 멀리서 그 곳 사정을 고려

하지 않고 전쟁의 추이에 따라 공사기간과 인력배치를 조정하는 사령부에 있고, 

그 힘의 정점에는 텐노가 있다. 그 궁극의 힘은 공사현장에서 노역하는 개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텐노의 말은 곧 실행이라는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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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할 뿐이다. 그런 결과로 공사 초기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오로지 명령을 실행

에 옮기기 위해 무조건적인 강요와 폭력이 난무하게 된다. 그러면서 개인은 사라

지고 오로지 비인격적인 관계만 남게 된다. 명령을 강요하는 자와 명령을 실행해

야 하는 자가 그것이다. 철도공사장에서 일본군과 호주 전쟁포로들 사이에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지점이 자유에 대한 관념이다. 코타(Kota) 대령이 인력 일

부를 다른 현장으로 이동시키면서도 공사기간은 축소시키라는 상부의 명령을 전

달할 때 현장 감독을 맡은 나카무라(Nakamura)는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무리임

을 알지만 결국 텐노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 그는 결국 포로는 “철도 건설에 이용되는 원료에 불과한 인간 

이하의 존재, 티크 침목이나 강철 레일이나 레일 고정용 대못과 비슷한 존재”라

고 말하며 일본정신의 승리를 위해 명령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102). 텐노를 

정점으로 한 총체적 구조와 “아시아를 유럽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시킨다”(102)

는 이상이 절대적인 권능을 발휘하면, 개인은 건설장비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그에게 자유를 이야기하던 도리고의 말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일 뿐이다. 

코타 대령과 나카무라의 이어지는 대화가 자유와 전쟁 쌍이 원과 선의 대립쌍

과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이 작품에서 철도로 대표되는 선은 모든 것

을 곧게 펴서 확실하게 만드는 힘을 상징한다. 원은 그 대척점에서 회귀와 미지, 

혼돈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딕슨은 원을 구술사와 연결시켜 이해하

고 선을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전체주의 같은 역사주의적 서사”와 연결하여 이

해하지만, 두 대립쌍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나카무라는 도리

고가 사용한 “단어는 이해했지만, 그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104). 그리

고 자신도 마주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나카무라 자신의 생각도 그에게는 미지의 정글과 같았고 어쩌면 알 수 없는 채일 

수도 있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

한 것은 확신을 갖는 것이었다. 코타의 말은 그의 병든 마음에 샤부처럼 작용했다. 

나카무라는 철도, 명예, 텐노를 소중히 여겼으며, 자신이 훌륭하고 명예를 아는 장

교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느끼는 혼란을 가늠해보려고 했다.

Nakamura’s own thoughts were a jungle unknown and perhaps unknow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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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im. Besides, he didn’t care about his own thoughts. He cared about 

being certain, sure. Kota’s words were like shabu for his sick mind. 

Nakamura cared about the railway, honour, the Emperor, Japan, and he had 

a sense of himself as a good and honourble officer. But still he tried to 

fathom the confusion he felt. (104)

민족과 국가, 텐노라는 총체성을 구성하는 구조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익숙해진 일본인 장교에게 개인에게서 출발하는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해할 수 없는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하지만 아직 총체성을 통한 확실한 의미에 

도달하지 못한 병든 정신을 가진 나카무라에게 좀 더 확신에 찬 코타의 말이 필

로폰처럼 일본 정신을 확신하게 만든다. 코타가 확신시키는 논리는 철로도 “버마

에서 최전선 못지않은 전쟁터”라는 주장이다(104). 그리고 모든 복잡한 개인적

이고 세세한 구분은 무의미한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은 전쟁이고 전쟁은 그런 

것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쐐기를 박는다(104). 전쟁이라는 극한적 상황에서는 

세세한 것들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무시되어야 할 대상이고 오로지 총체성 안

에서 명확한 질서와 확신만이 필요하다고 코타가 정리한다.

전쟁터에서 개인이 고유의 타자성을 상실하고 도구화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

는 장치는 각 개인의 고유한 이름을 별명으로 치환하는 것이다. 고유명사가 가장 

눈에 띄는 신체적, 습성적 특성을 떼어내 개인을 지칭하는 별명으로 바뀌면서 이

름 아래 숨겨진 다양한 속성은 단순화된다. 쪼까니 미들턴(Tiny Middleton), 토

끼 헨드릭스, 수탉 맥니스(Rooster McNiece), 왕도마뱀 같은 이름들로 통용되는 

병사들에게 고유한 타자성은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대상

도 아니게 된다. 작품 속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이들의 고유한 이름이 등

장한다. 전쟁이 끝난 일상으로 복귀하고서야 고유한 타자성을 품고 있는 개인으

로서 인식되고 존중받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고유명사 사용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 생존자들은 전쟁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들

에게는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

다. 지미 비질로우(Jimmy Bigelow)의 전후의 삶이 전쟁 생존자를 사로잡는 트

라우마가 그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양태를 보여준다. 

가디너가 사망하던 날 아침에 침구 방향이 잘못 배치됐다는 이유로 일본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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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던 사건이 비질로우가 전후에 자녀들이 이불을 잘못된 

방향으로 수납했다는 이유로 혼내고 손찌검까지 할 뻔한 에피소드와 연결된다. 

수용소에서의 경험이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의 정신을 사로잡고서 일상을 왜

곡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의 정신에 새겨진 트마우마는 그의 애정과 책임감을 폭

력으로 표현하도록 만든다. 가디너가 침구 정렬 때문에 구타당하고 결국 그 날 

죽게 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그가 설명

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포”에 휘둘려 그는 폭력적인 언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268). 전쟁이 끝난지 십 수 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직선의 영향에서 온

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서 강력한 직선의 힘을 느낄 수 있다. 비질로

우는 이러한 그의 행동을 “거칠게 원을 그리며 빙빙 도는 사랑 대신에 예측 가능

한 선을” 선택한 것일 수 있다고 이해한다. 그는 또한 확실하고 이해 가능한 전

쟁과 선이라는 힘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서 혼란스럽고 거친 사랑의 시간

과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자책하게 된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손을 흔들어 

주고 달려 나가는 것을 보고,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리는 뒷마당에서 사랑이 뛰노

는 모습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운 좋게도 살아남아 사랑하고 사랑

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269). 

사실 한국인 독자로서 이 소설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수용소에서 가장 극

악한 폭력을 행사했던 일본 경비병 왕도마뱀이 포로로 붙잡혀 재판을 받는 장면

일 것이다. 이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자유를 빼앗기고 감방에 수감된 인

생을 동물과 유비시키는 장치가 가장 극명하게 사용된 대상이 왕도마뱀의 경우

이다. 그는 전쟁범죄자로 재판을 받으며 투옥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

게 되는데 그의 고유한 본명이 최상민이고 조선에서 월 50엔을 지급받는다는 조

건으로 자원해서 일본군대에 합류했다. 그리고 그가 식민지에서 지낸 과거의 비

참한 삶이 소개된다. 그의 삶은 그 자체로 감옥에 수감된 삶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자기보다 체구가 커다란 호주인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성취감과 해방감을 

느꼈다. 그가 인정하듯이 경비병이었던 시절에 그는 짐승처럼 살고, 행동하고, 

이해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짐승이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인간적인 것

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290). 최상민은 식민지 조선에서도 버마의 정글에서

도 그리고 싱가포르의 감방에서도 우리에 갇힌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을 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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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조국과 자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감방 

안을 서성거리며 도망칠 길을 찾았지만” “탈출구는 없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

었다”는 사실만 실감하게 된다(290). 그는 처형되기 전까지 전 생애를 감방에서 

짐승처럼 지내며 탈출구를 찾아 헤매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은유가 한국인 독자

에게는 더욱 울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상민의 최후까지 기록하면서 왕도마뱀

으로 살았던 포로수용소에서 그의 모습에서 멈추지 않고 훨씬 이전의 어린 시절

부터 그의 삶을 추적해 전달한 작가는 아마도 최상민에게 어느 누구도, 심지어 

그의 조국도 그에게 인간다운 존재로서 가치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

하고 있는 듯하다. 즉, 최상민에게는 정글이 극한적 직선의 전쟁터였다면 식민지

에서의 삶 또한 다른 형태의 전쟁터였다는 말이다. 어느 곳에서도 그는 자신의 

고유한 타자성을 인정받으며 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리고 에반스가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서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지내다가 힘겹게 과거를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가이 

헨드릭스의 전쟁 스케치 책의 서문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는 “너무도 명백하고 단순한 어떤 것을 쓸 수 없고,” “까망이 가디너의 얼굴을 

떠올리지” 못하면서, 쉽게 서문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역사서 기록처럼 서문을 완

성하지만, 도리고는 그것은 또 다른 실패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전장에서 벌어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가디너를 떠올리지 못하고 기록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가디너의 얼굴을 떠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를 전

쟁 경험의 일부로서가 아닌 고유한 개인으로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그를 

개별적 타자로 회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소설의 서사에서 가장 

늦게까지 본명이 밝혀지지 않아 별명으로 지칭되는 인물이 바로 가디너이다. 레

비나스는 타자와의 윤리적 만남을 면대면(face to face)이라는 은유로 설명하면

서 “조형적인 형태로 굳어지”고 “동일자에게 적합한 것이어서 타자의 외재성을 

소외시키는” 형식(form)과 대비해 얼굴은 “살아 있는 현전이고, 표현이다”고 말

한다.(66) 즉 얼굴은 동일자의 체계화되고 통제된 범주인 형식을 깨뜨리는 타자

의 고유한 타자성의 표현이라는 말이다. 도리고 에반스가 까망이 가디너의 얼굴

을 떠올리지 못하고 결국 역사서 기록 같은 서문을 쓰는 행위는 가디너의 고유한 

타자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수용소라는 환경에서 외모의 특징으로 대체한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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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만 남았기 때문일 것이다. 

�먼 북�에서 핵심인물인 가디너의 고유한 이름과 그 이름에 얽힌 그의 이야기

는 도리고의 형 톰이 말년에 심장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드러난다. 톰은 1

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온 뒤 전장에서 겪은 일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울음을 터

뜨렸던 이후로 재키 맥과이어(Jackie Mcguire)와 함께 사냥을 하면서 생활했었

다. 재키 맥과이어에게 젊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루쓰(Luce)였다는 

사실도 그 때서야 드러난다. 어릴 적 도리고는 톰과 루쓰가 키스하던 모습을 기

억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내다가 병상에 누운 톰에게 그 때 이야기를 

물었다. 톰은 전쟁에서 겪은 고통스런 이야기를 그녀에게 털어놓자 그녀가 안아

주며 위로했던 장면이라고 바로잡아준다. 하지만 톰은 루쓰가 자신의 아이를 아

무도 모르게 낳아서 호바트(Hobart)로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

한다. 그 아이는 가디너라는 가족에게 입양되어 프랭크(Frank)라는 이름으로 불

렸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톰은 

덧붙인다. 프랭크는 “전쟁에서 죽었다. 내 유일한 아들이지만 나는 녀석을 만나

본 적이 없지. 네가 있었던 태국의 고약한 포로 수용소에서 그랬대.”(363) 수용

소에서 왕도마뱀과 동료에게 죽도록 폭력을 당할 때, 공교롭게도 수술 때문에 너

무 현장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구하지 못했던 까망이가 도리고의 조카였다는 서

사는 너무나 감상소설의 문법을 따른 장치이지만 이 소설에서는 상호 연결과 회

귀를 상징하는 원의 관념에 충실한 설정이다. 형이 겪은 전쟁의 고통을 위로하던 

원주민 여성에게서 탄생한 혼혈인이 조카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서야 그의 고유

한 이름도 밝혀졌다. 

가디너가 혼혈이라는 사실은 호주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주

민의 존재와 역사를 감추고 백인들이 정착한 때를 호주 역사의 시작으로 정립하

려는 백인중심의 관점에 대항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스태니포쓰(Martin 

Staniforth) 같은 비평가는 �먼 북�이 “호주 밖의 세계와 연계에도 불구하고 거

의 150년 이전 클라크(Clarke)가 공표한 정착민 호주의 가치를 복원하는 민족적

이고 국가주의적인 소설”이라고 주장한다(584). 그는 이 작품이 “단순하고, 공유

된 국가라는 신화-서사로 회귀하려는 욕망”을 자극하고 “과거 정착기에 상처 낸 

부정의와 잔혹행위를 인정하는 더 복잡한 국가적 이야기를 거부했다”고까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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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확대시킨다(584). 스태니포쓰의 이런 주장은 대척점의 한 지점을 중심으로 

전개된 서사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다. 골즈워씨(Kerryn Goldsworthy)는 가디너

가 “권위주의적인 인종에게 무자비한 취급을 받고” “치욕스럽고, 비참하고, 비극

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호주의 인종관계 역사의 알레고리나 의인화”

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Goldsworthy). 그녀는 플레너건이 가디너라는 

등장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인종적 차이를 생각하는 방식의 경계를 차분히 분해

시킨다”고 결론을 짓는다. 자바글리아도 원주민 루쓰와 그녀의 혼혈아들 가디너

를 등장시킨 결과는 “국가적 기억 형성을 지배하는 억압된 하위주체의 역사를 

복원한다”고 그 의의를 설명한다(203).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야 본명과 도리고

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인물이 원주민과 백인 사이의 혼혈이라는 사실은 이 소설

이 일본 군국주의의 직선적 폭력을 서사의 중심에 배치했지만 중심사건의 주변

에도 다른 직선의 흐름을 흐릿하게 배치해서 서로간의 연관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을 알게 한다. 일본 군국주의의 직선적 폭력은 원주민들이 살던 호주로 이주한 

백인들이 정착 과정에서 원주민들에게 행사한 직선적 폭력과 무관하지 않고, 2

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 자행된 직선적 폭력과도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디너라는 인물의 고유한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수용소에서 생활할 때 가디너는 유쾌하고 책무를 다하려 최선을 다하는 인물

이었다. 그런 그가 가끔씩 했던 말이 연인과 함께 갔던 식당에서의 일화였다. 희

랍인 이민자 니키타리스(Markos Nikitaris)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그 곳에서 수

족관에 갇혀 있던 물고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감방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

했다. 어쩌면 그 때도 호주에서 혼혈인으로서 고단한 삶이 수족관의 물고기에게 

투영됐을지 모른다. 그리고 전쟁포로가 되어 감방에 있을 때 가디너는 다시 수족

관의 물고기를 떠올렸고, 자유의 몸이 된다면 니키타리스의 식당에 가서 물고기

들을 다 풀어주겠다는 다짐을 했다. 전쟁 포로들은 모두 감방에 갇힌 신세와 다

를 바 없겠지만, 전쟁 이전에도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가디너에게 포로생활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가디너의 삶은 탈출구를 찾지만 한 

번도 찾을 수 없었던 최상민의 삶과 유사한 점이 많다. 왕도마뱀 최상민에게 죽

도로 맞은 날 사경을 헤매면서 가디너가 실성한 듯 내 뱉었던 말이 니키타리스 

식당 수족관의 물고기였다. 이렇게 혼혈인 가디너는 다시 한 번 호주의 정착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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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고 싶어 한 일면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 날 가디너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

게 바라보거나 다른 생각만 하고 있던 동료들은 전쟁이 끝난 뒤 가디너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수치와 아픔으로 마음 속에 간직해야만 했다.

생존자들이 만나서 술을 마시던 날, 그들은 충동적으로 “모든 잘못된 것을 바

르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영업이 끝난 니키타리스 식당을 찾아간다(294). 수

족관을 깨뜨리고 물고기들을 바다에 풀어준 뒤, “너희들은 자유야!”라고 외치며 

해방감을 느꼈지만(296), 다음날 수치심을 느끼며 니키타리스를 찾아간다. 자신

들이 벌인 일을 고백하며 변상하겠다 지갑을 꺼내자 니키타리스는 이렇게 반응

한다.

아니오, 그가 말했다. 집어넣어요.

그는 배가 고프냐고 묻더니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손님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고 

권했다.

앉아서 먹게나, 늙은 희랍인이 말했다. 먹는 건 좋은 일이오, 젊은이들.

그들은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대들은 내 손님이야. 노인이 의자 하나를 빼더니 지미 비질로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 앉게나. 그가 말했다. 꼭 먹어야 돼.

No, he said, put it away.

He asked if they were hungry and without waiting for an answer said they 

must eat as his guests.

Sit down and eat, siad the old Greek. It’s good to eat, boys.

The men looked at each other, uncertain about what to do.

You are my guests, he said, pulling out a seat and putting a hand on Jimmy 

Bigelow’s shoulder. Please, he said. Sit down. You must eat. (298)

번스는 이 장면에서 니키타리스가 “그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사랑을 귀환한 

다른 병사들에게 전이한다”고 표현하고, 그의 희랍인 정체성을 상기시키면서 그

의 행위가 “일종의 사랑, 필리아(philia), 유대로부터” 동기화되었다고 설명한다

(186). 번즈는 이들의 만남을 니키타리스가 희랍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의 아

들이 생존자들과는 달리 참전해서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기초로 공통된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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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남자들의 희랍적 유대감이라고 해석한다. 

이 장면은 한편으로는 지극히 히브리적이다. 예수가 부활한 뒤, 흩어졌던 제자

들이 고기잡이 후 지쳐서 돌아올 때 아침식사를 준비해준 광경을 연상시키기 때

문이다. 니키타리스가 생존자들에게 물고기 요리를 내어주고 포도주를 대접한다

는 점도 이런 연상을 강화시킨다. 또한 히랍인 니키타리스가 이주민으로 호주 땅

에 정착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호주라는 국가가 나그네였던 그를 환대한 곳이라

는 사실과 연관된다. 그런 면에서 이 장면은 타자에 대한 환대의 표현이라는 해

석이 더 타당해 보인다. 나그네와 병자와 같은 타자를 그대로 환대하는 것을 윤

리라고 말한 레비나스의 관념을 형상화한 장면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전쟁

으로 피폐해져 귀환한 생존병들이 혼혈 호주인 가디너의 죽음에 수치심과 죄책

감을 느끼며 그의 희망을 실현해 주고서 자신들의 정신적 수감생활로부터도 벗

어나고자 벌인 일의 결과로 희랍계 호주인의 환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설정이 이 

소설의 서사가 이분법에 기초해 단순해지지 않도록 만든다. 먼저 정착한 유럽 이

주민들이 자신들만의 역사를 쓰려는 시도가 무모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표

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선이 지배하던 수용소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경험하고 

깊은 상흔을 안고 있던 귀환병들에게 니키타리스와 함께 있는 식당은 “모든 것

이 낯설면서 동시에 환영하는 것 같았다”(Everything was strange and 

welcoming at the same time 299). 그래서 비질로우는 그가 “머무르고 싶은 곳

은 이 곳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이곳은 각자의 이질성과 고

통, 즉 타자성을 모두 환영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III. 나가며 

�먼 북�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뒤섞어 놓았다는 호프만의 비판이 지나치지 

않을지 모른다.  이야기가 다양한 갈래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논의를 전

개하기가 매우 난해하다. 서사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전쟁소설에서 많이 보이는 

아와 적의 구분을 선과 악으로 연결시켜서 선에 속한 인물들의 고통에 슬퍼하고 

승리에 흥분하게 만드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일 테다. 이 소설은 직선과 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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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을 대척점으로 두고 다양한 가치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읽어나가면 복잡한 서사의 갈래를 묶음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 직선에 가까운 

대상으로는 전쟁, 전체주의, 속도, 철로, 전통적 출세, 확실성 등이 배치되고, 원

에는 사랑, 자유, 반복, 귀환, 일탈, 혼란 등이 배치된다. 직선과 원은 극단의 축

으로 존재하고 일반적인 삶은 두 극단의 축 사이에서 진행된다. 깊은 정글 속 포

로수용소의 삶이 극단화된 직선으로 예외적 상황이라면 전후 가정 밖에서 벌어

지는 도리고의 기이한 애정행각이나 에이미와의 사랑은 극단적 원의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삶이 두 힘의 자장 안에서 두 힘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된다. 이러한 구도를 염두에 두고서 이 소설을 읽고 분석하면 복잡

한 서사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 논문은 대척점에 위치한 전쟁과 윤리를 기준으로 �먼 북�을 분석해 보았

다. 모든 개별적 특이성을 곧게 펼쳐 직선으로 만들려는 전체주의자들의 전쟁과 

개별자의 특이성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하는 윤리라는 대척점의 쌍을 중심으로 서

사를 분석하면서 대척점 사이에서 진행되는 삶은 확연한 선과 악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극단적으로 한 지점을  향한 경험은 그것의 힘을 벗어

난 이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비질로우의 전후의 삶을 통해 설명하

였다. 또한 무조건적 환대라는 반대편 지점의 경험이 상처 난 생존자들에게 쉼과 

치유를 제공한다는 점을 니키타리스 식당에서의 일화로 분석하였다. 

작품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시의 모티프와 도리고와 에이미, 엘라의 사랑, 가

족과 같은 모티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이 논문에서는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서 이 논문은 뚜렷한 한계를 갖는다. 조금은 낯선 호주 작가의 작품이지만 이 작

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이 논문의 한계를 보충해 주기

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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