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신인상) 심사평

투고된 소설들을 읽는 몇 주 동안 5·18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질문했다. ‘소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5·18을 기념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그것

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소설의 역할은 무엇일까? 어쩌

면 그 해답을 소설을 통해 발견하길 원했는지도 모른다. 소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핍진하

게 재현해내는 르포와 다르고 팩트와 정보, 사건의 전후사정을 드러내는 기사나 다큐와도 

다르다. 소설이 아무리 사실에 근거해 집필되었다 해도 소설은 소설이다. 그것이 리얼리티

에 충실한 ‘리얼한 소설’이라 할지라도 역시 소설은 소설이다. 다시 말하면 소설은 소설만의 

방식이 있다. 소설 속에 들어온 소재와 이야기는 픽션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가공되어야 하

고 소설적인 방식과 형식을 통해 써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고민은 작가

의 고유한 몫일 것이다. 하지만 고민 끝에 ‘어떤 소설’을 쓴다면 그 소설은 이전에 없던 새

로운 인물과 세계를 통해 가장 현재적인 방식과 문제의식으로서 독자에게 5·18을 느끼게 

할 것이다.   

투고된 69편의 소설들은 이런 고민들로 충만했다. 하나의 소설에서 하나의 5·18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입장과 해석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놀라웠고 그것을 읽어나가는 

동안 새로운 ‘앎’과 ‘인식’이 생겼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보였다. 많은 소설들이 소재적인 

측면에 매몰되어 있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염두한 탓인지 재현에 대한 압박이 느껴졌

다. 그로부터 36년의 시간이 흘렀다. 때문에 사건 자체를 서사로서 다루기 위해서는 제약이 

따른다. 어른들의 입을 통해 듣는 후일담 형식이나 사건을 겪은 인물의 현재의 모습에서 과

거 사건의 흔적을 찾는 방식 같은 일정한 전형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인지 충실하

고 성실하고 꼼꼼한 소설은 많았지만 참신하고 새로운 지점을 품고 있는 소설은 드물었다.

본심에 올려 논의한 작품은「맞지 않는 옷」「노란나비」「문」「시화전」「밤이 몰려온

다」「그가 남긴 것」「기억의 유통기한」이었다.「문」은 참신했다. 접근법과 아이디어가 

좋았다. 하지만 의미와 상징성이 모호했고 여러 에피소드들이 유기적으로 모아지지 않았다.

「노란나비」와「시화전」은 문장력과 완성도는 있었으나 익숙한 해석과 평가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밤이 몰려온다」와「맞지 않는 옷」은 5·18 정신을 보여주는데 충실한 소

설이었다. 그러나 이야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아쉬운 점이 많았다. 최종적으로 거론한 작품

은 「그가 남긴 것」과「기억의 유통기한」이었다.「그가 남긴 것」은 이야기적 요소가 뛰

어났다. 유연했고 재미있었다. 하지만 소재를 풀어내는 방식이 단순했고 그래서 자극적이었

다. 마치 익숙한 문법의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인물들의 모습과 숨겨진 서사 사이의 간극

이 느껴지지 않아 있을 법한 혹은 마땅히 있어야 할 아이러니가 느껴지지 않아 아쉬웠다. 

「기억의 유통기한」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이 소설이 다른 어떤 소설보다 

잘 쓴 소설이라는 데에 가장 먼저 합의했다. 문장과 구성이 매끄러워 흠잡을 데가 없었고 

소설적인 형식과 상징을 적절히 이용해 좋은 소설을 완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

다. 무엇보다 5·18을 기억이라는 방식과 상징을 통해 소설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관



한 고민이 느껴졌고 고민 끝에 써내려간 소설은 설득력이 있었고 울림이 있었다. 

5월 18을 일주일 앞 둔 시점에 이 글을 쓰고 있다. 읽은 소설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한 편

의 소설을 당선작으로 정했지만 여러 소설을 읽는 내내 독자로서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

다. 일일이 호명할 수 없지만 귀한 소설을 읽게 해준 작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당선자에

게는 축하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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