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OTT 시리즈물에 대한 수용문화는 질적 ․양적으로 비약

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은 2021년 가장 높은 주목을 

받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낙오와 배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절망적 현실을 묘사한다. 본고는 그들 작품 안에 가시화된 공동체의 위기가 

‘공정’, ‘상식’, ‘정의’에 관한 해석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먼저 <오징어 게임>의 여섯 가지 놀이는 ‘죽음’과 ‘죽임’ 사이에 존재하는 시스

템을 성찰하게 한다. 과잉활동을 낳는 경쟁 구조 안에 존재하는 시스템의 폭력, 시

스템 내에 존재하는 폭력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쟁의 구조를 거시적으로 확장

해서 보면 ‘지배없는 착취’를 보편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연결망까지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오징어 게임>은 낙오와 배제를 경험한 성과주체들이 공정하

다고 믿어지는 경쟁 시스템에 스스로 갇히면서 벌어지는 비극을 다룬다. <오징어 

게임>은 자기 자신을 착취하면서 그와 동시에 타인을 착취하는 피로사회의 문제성

을 고발한다. 

<지옥>은 개인에 대한 집단의 비상식적 폭력이 정당화되는 과정을 극단적으로 

전시한다. 천사의 고지와 지옥의 사자들이 행하는 시연은 신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공포정치를 가능케 한다. 신의 인간을 향한 폭력의 문제가 의심되지 않음으로써, 인

간의 인간에 대한 낙인 과정의 폭력성도 쟁점화되지 않는다. 해석권력으로서  새진

리회와 대중여론을 호도하는 화살촉은 피로사회가 투명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대중의 맹목적 믿음 위에서 권력을 쥔 그들의 부족 정치는, <지옥>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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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있는 사회적 비상식을 선명하게 환기시킨다. 

두 작품의 서사는 각기 구별되는 방식과 경로로 다른 성격의 사회 정의를 겨냥한

다. 아직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즌 2는 공정, 상식, 정의에 관한 입장이 더 구체화 될 것

이다.

주제어: 피로사회, 투명사회, 성과주체, 신자유주의, 넷플릭스, K-드라마, 희생양, 공정, 

상식,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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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정, 상식, 정의라는 화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정당의 두 후보가 내세운 

화두는 ‘공정’, ‘상식’, ‘정의’이다.1) 이는 한국인이 작금의 사회 현실 속

에 작동하는 불공정, 비상식, 불의의 요소를 매우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굳이 구분하면 산업화의 유산을 등에 업고 보

수진영의 정권 교체 여론을 흡수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2)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해서 강조하

고 있다. 한편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 ․ 진보진영의 열망을 수렴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

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3)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정치적 입장에 놓인 두 후보의 슬로건을 보면, 

‘공정’은 공통의 화두이고 ‘상식’과 ‘정의’는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다른 표현처럼 쓰이고 있다. 

이들 단어가 한국 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

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이미 2017년에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

인은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

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4)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인식을 보

여준 바 있다. 그 배경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혹은 ‘최순실 국정농

1) 본고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2022년 3월 9일) 이전인 2022년 2월에 완성되었음을 밝

힌다. 

2) 윤석열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전문 중, ｢[전문] 윤석열 수락 연설 “공정 ․ 상식 회복 바라는 

민심…반드시 정권교체”｣, �한겨레�, 2021년 11월 05일자, https://www.hani.co.kr/ 

arti/politics/assembly/1018131.html (검색일자 2022년 2월 18일)

3) 이재명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전문 중, ｢[대선후보 수락연설전문]이재명 “더 유능한 민주 

정부로 보답”｣, �서울경제�, 2021년 10월 10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 

22SOR37INS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OR37INS (검색일자 2022년 

2월 18일)

4)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전문 중, ｢[전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앙일보�, 2017년 05월 

10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558717 (검색일자 2022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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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태’로 촉발된 불공정, 비상식, 불의에 대한 치열한 공론장이 존재한

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가고 있는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양극화와 이를 극복하는 수단의 불투명성에 대한 통찰이 반영되어 있기

도 하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같은 단어를 경유

해 대선 후보들을 검증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해당 단어가 

수렴하고 있는 현실 문제의 구조적 뿌리를 상상하게 한다. 

본고는 최근 세계인의 관심을 받은 소위 ‘K-드라마’의 내용에 이들 단

어에 대한 해석적 입장이 실려 있다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팬데믹을 통

과하면서 OTT 시리즈물에 대한 수용문화는 질적 ․ 양적으로 비약적인 변

화를 거듭하고 있다. 인기 시리즈물에 대한 대중의 비평장 역시 비대면 

향유문화의 가장 역동적인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한국에서 제작

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오징어 게임>과 

<지옥>을 둘러싼 리뷰 문화 역시 그러한 상황을 적확하게 보여주고 있

다. OTT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FlixPatrol)에서 <오징어 게

임>은 ‘2021년 톱 TV쇼’에 최종 선정되었다. 2위를 차지한 프랑스 드라

마 <뤼팽(LUPIN)>과는 그 격차가 상당했다.5)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2억 14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83

개국에서 장시간 1위를 했다는 것은 초국적 현상이었다고 할 만하다. 한

편 <지옥>은 11월 하반기 공개 당일, 차트 진입과 동시에 TV쇼 부문 1위

를 기록했다. 글로벌 평점 사이트로 유명한 ‘로튼 토마토’가 매해 선정하

는 ‘골든 토마토 어워드’에서 영화, 드라마를 통틀어 2021년 베스트 호러 

시리즈로 선정되기도 했다.6) 2022년 2월 현재에도 이들 콘텐츠는 유튜

브를 포함해 세계인이 소통하는 동영상 플랫폼 창구에서 광범위한 대중

비평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5) 플릭스패트롤 https://flixpatrol.com/streaming-news/top-netflix-tv-shows-2021- 

squid-game-lupin-bridgerton (검색일자 2022년 2월 18일) 

6) ｢‘지옥’, 로튼토마토 선정 ‘2021년 최고의 호러 시리즈’ 1위 등극｣, �민중의 소리�, 2022

년 01월 17일자, https://vop.co.kr/A00001607826.html (검색일자 2022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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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작품에는 낙오와 배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절

망적 현실이 구축되어 있다. 그런데 그 절망적 현실을 극복해내려는 욕망

이 ‘공정’, ‘상식’, ‘정의’에서 만난다는 사실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 이러

한 가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경유할 때 도출될 수 있다. <오징어 게

임> 속 의문의 서바이벌 무대에 내몰린 이들을 어떻게 성격화할 것인가. 

그들이 행하는 여섯 가지 놀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과 ‘죽음’과 ‘죽임’ 사이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게임 진행 과정에서 분출되는 시청각적 충격에 가려진 선재하는 

규칙과 그것이 시사하는 폭력의 구조는 무엇인가. <지옥>의 주제를 입체

화하는 데 필요한 다음 질문들도 매우 중요하다. 천사의 ‘고지’와 지옥의 

사자들이 행하는 ‘시연’이 인간 사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새진리

회’와 ‘화살촉’ 등이 만들어내는 맹목적 믿음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해명

할 것인가. 인간의 인간에 대한 낙인 과정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결과를 

각성하지 않는 사회는 무엇을 반성하게 하는가. <지옥>의 마지막 시퀀스

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환기시키는 메시지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두 작품이 각각 은

유하는 한국 사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먼저 

<오징어 게임>의 서사무대는 “지배없는 착취”가 시스템화된 신자유주의 

사회의 예각적인 장면을 은유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착취하며 그와 동

시에 타인을 착취하는 ‘피로사회’로 통한다.7) 한편 <지옥>의 서사무대는 

‘희생양 메커니즘’8)이 작동하는 제의의 공간, 맹목화된 종교가 통제하는 

‘정치적 부족주의(political tribalism)’9) 사회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7) 한병철, (Mudigkeitsgesellschaft),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21, 44쪽.

8) 공동체 속에 침투한 폭력은 희생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때 공동체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

해 자동조절장치로서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 구성원은 과도한 경쟁욕의 폐해와 폭력

의 악순환이 이어지기 전에 집단 내부의 암묵적 동의를 기반으로 폭력의 방향전환을 이

룬다. 그 과정에서 희생양이 요청된다. 이는 신화와 제의의 한 기원을 설명해줄 뿐만 아

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정화’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르네 지라르, (La Violence et le Sacre), 

김진식 ․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12,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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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이 없는 명백성”을 추구하는 ‘투명사회’10)의 폐해를 보여준다. 

지금부터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가 담아낸 한국 사회의 어두

운 이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11)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요

청하는 공정, 상식, 정의의 성격과 그 의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논

지의 집중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상콘텐츠로서의 형식미학이나 산업론적 

분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II. 피로사회, 투명사회로서의 한국

오늘날 세계 질서의 배후에 있는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일국적 규

율체계를 무너뜨리며 세계를 균질화하고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리

로 무장한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복잡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 외관상 신

자유주의는 규제 완화와 자유시장, 재산권의 존중을 특징으로 한다. 특

히 국제금융의 자유화, 통화정책의 최소화 등을 위한 준칙이 지배하는 

질서를 지향한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자유방임’

을 원리로 하는 체제는 아니다. 사토 요시유키(佐藤嘉幸)는 신자유주의

가 사회 전체를 강력한 경쟁 원리로 채우는 개입주의적 통치라는 것을 직

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신자유주의에서 ‘경쟁’이 시장에 존재하는 

‘자연적’ 소여가 아니라고 말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시장은 자유로운 

교환을 전제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신자유주의에서는 ‘내적 논리’를 존중

9) 맹목적인 집단 정체성에 입각해 타집단과의 차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파악하면서 과

도한 경쟁의식, 배타적 폭력성을 분출하는 현상을 ‘정치적 부족주의’로 규정하고자 한

다. 이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은 다음 책 참고. 에이미 추아, (Political Tribes), 김승진 

역, �정치적 부족주의�, 부키, 2020, 18쪽, 225쪽.  

10) 한병철, (Transparenzgesellschaft), 김태환 역, �투명사회�, 문학과지성사, 2021, 56쪽. 

11) 이 글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온라인판에 게재한 본 연구자의 다음 비평문에서 아이디

어를 취한 후 학술적 방법론에 따라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안숭범, ｢공정과 상식, 정의

라는 숙제- <오징어게임>, <지옥> 다시 읽기｣ http://www.ilemonde.com/news/ 

articleView.html?idxno=15340 (검색일자 2022년 2월 18일)



불공정 피로사회, 비상식 투명사회의 폭력구조 | 안숭범  13

할 때 유지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경쟁이 개개인의 활동을 조절하

고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12) 것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인 

것이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개인과 집단이 스스로를 위한 

당연한 노력을 해나갈 때, 자연스럽게 출현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요시

유키는 푸코(M. Foucault)의 견해를 경유해 그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

의 결과라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통치 주체가 된 신자유주의가 다원적 

경쟁 메커니즘을 사회적 조절 메커니즘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

하면, 신자유주의가 조직화하는 사회는 개인과 집단을 공정한 노력과 경

쟁, 보상의 세계 내에 존재한다는 착각 속으로 밀어 넣는다. 그러한 착각

의 공유 속에서 경쟁 시스템은 상식이 되고, 보상 시스템은 정의가 된다. 

이러한 논리가 의심할 바 없는 수준으로 사회의 공기가 되면, 기존보다 

비대해진 경쟁 시스템을 지탱하는 준칙들이 다시 공정의 다른 이름이 된

다. 공정, 상식, 정의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등에 업고 관념의 사슬로 

엮여 신화화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란 경쟁 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루려는 목표에 따라 

작동하는 “적극적 자유주의(liberalisme positif)이자 개입적 자유주의

(liberalisme intervenant)”13)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의 

‘자유’가 ‘시장의 자유’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유연한 자본주의(flexible 

capitalism)란 것을 이해하게 된다. 예컨대 기업이 ‘유연성’을 내세운다

면 하부 조직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안은 자명하다. 개인이 삶의 안정

성을 추구한다는 목표는, 그가 속한 집단의 유연성 추구, 혹은 효율성 진

작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불가능해진다. 시장과 기업의 유연한 결정 권한 

덕분에 개인이 자기 인생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

하는 셈이다. 

12) 사토 요시유키, (新自由主義と權力), 김상운 역, �신자유주의와 권력�, 후마니타스, 

2015, 36-37쪽. 

13) 위의 책,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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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자본주의의 거대한 작동 체계 내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사

실상 ‘적응’뿐이다. 사회 질서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 혹은 그 안에 자생

적으로 자리잡은 규칙은 ”규격화하는 권력을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만드

는 형태”14)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세계 내에서 ‘자유’는 정치적 ․ 사회

적 의미가 삭제되기 마련이다. ‘시장의 자유’가 당위적 가치로 권력화되

고 나면15) 개인은 ‘적응’의 노력을 자유로운 도전으로 착각하게 된다. 이

에 대한 푸코의 해석도 눈여겨 볼만하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견고해지

면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경제학은 “환경의 가변항에 대한 개인의 체계적 

반응의 총체”16)가 된다. 여기서의 ‘체계적 반응’이란 시장의 요구에 대한 

일사불란한 수용과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 무대에서 낙오한 사람은 ‘체

계적 반응’, 곧 ‘일사불란한 수용’에 실패한 것일 뿐이다. 

그러한 메커니즘이 당연하게 공유되고 나면, 경쟁에서의 도태는 전적

으로 개인의 책임이 되고 만다. 여기에는 거대한 모순이 은폐되어 있다. 

가령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20대는 승자 독식 게임이 펼쳐지는 경제 시

스템 내부로 진입하는 즉시 불평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심지어 ‘패자부

활전’과 같은 보완 장치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우석훈은 발간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88만원 세대�에서 당시 20대가 산업화 이후 더

욱 견고해진 승자 독식 게임 체제의 희생양이 될 것을 공언한 바 있다. 

20대의 95%는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에 내몰리고, 

그러면서도 가장 뜨거운 세대 내 경쟁을 경험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세

대 간 경쟁에서도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을 계속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는 것이다. 그들은 예상되는 평생 소득의 규모에서도 더욱 비관적인 전

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당시 20대가 경험하게 될 ‘차가운 자본주

14) 미셸 푸코, (Histoire De La Sexualite T.1),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 나

남, 2004, 161쪽.

15)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현실을 지배하는 아홉 가지 단어�, 동녘, 2010, 299쪽. 

16) 미셸 푸코,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 cours au College de France, 1978- 

1979), 심세광 역,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2012, 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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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cold capitalism)’17)의 내용이었다. 이는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자조

적인 신조어로 유행했던 ‘노오력’이라는 단어의 맥락을 환기시킨다. 이것

은 견결한 열정과 성실한 태도만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의 위

력을 떠올리게 한다. 막연하지만 공정하다고 믿어온 법과 제도, 상식적

으로 자리 잡은 치열한 경쟁 시스템, 최선의 정의라고 여겨온 보상 시스

템의 작동 과정은 그렇게 ‘긍정성의 폭력’을 가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불안이 더 클 순 있지만, ‘긍정성의 폭력’은 

좀 더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다. 한병철의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의 폭력

을 망각한 채, 과열의 경쟁 무대를 건너고 있는 한국인들 대다수는 “성과

주체(Leistungssubjekt)”다. 그들은 고갈되고 탈진되는 상황에서도 스

스로를 “강제하는 자유” 속에 살게 된다. “자유로운 강제”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는다. 복잡하고 불편한 내막을 가진 ‘경쟁-보상’ 시스템 내에 위치

한 그들은 “적과 동지, 내부와 외부, 자아와 타자의 양극화”를 특별하게 

경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스템 자체에 내재하는 폭력성은 은폐된다. 

그 때문에 “긍정성의 폭력은 박탈(privativ)하기보다는 포화(saturativ)

시키며, 배제(exklusiv)하는 것이 아니라 고갈(exhaustiv)시키는 것이

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시스템적인 폭력, 시스템에 내재

하는 폭력”18)의 보편적 실체다. 

고갈과 탈진은 낙오한 다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성공한 소수도 

끊임없이 자기착취를 내면화하면서 그 경험을 반복해야 한다. 스스로는 정

당하게 노력하며 사회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실천은 이웃하

는 구성원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과잉활동이기도 하다. 과잉활동의 피로

가 서로에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구조적으로 은폐되고 고착화

된다. 이러한 세계에 ‘적응’한다는 건, 치열한 경쟁을 통한 배제와 낙오의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인준하는 삶이다. 이는 성과사회가 피로사회로 전

17) 우석훈, 박권일, �88만원 세대�, 레디앙, 2007, 99쪽. 

18) 한병철, (Mudigkeitsgesellschaft),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21, 21-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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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되는 속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는 생활 메커니즘에 대한 요약이다. 

과잉활동, 경쟁의 가속화 속에 피폐해지는 사회와 개인의 문제에 대해 

한병철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노동사회, 성과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며 계속 새로운 강제를 만

들어낸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모두가 자유롭고 빈둥거릴 수도 있는 

그런 사회로 귀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주인 스스로 노동하는 노

예가 되는 노동사회를 낳는다. 이러한 강제사회에서는 모두가 저마다의 

노동수용소를 달고 다닌다. 그리고 그 노동수용소의 특징은 한 사람이 

동시에 포로이자 감독관이며 희생자이자 가해자라는 점에 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이로써 지배없는 착취가 가능해진다.19) 

지금까지 과열된 경쟁이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서 공정, 상식, 정의가 

사회 시스템 내에 굴절 ․ 변환된 내막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러한 기치

들은 한국 사회에서 타인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공론장의 표층에서 

다시 억압기제로 작동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앞의 인용문에서 ‘포로이

자 감독관’이란 표현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한국인은 

‘투명함’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회의 안녕을 만들어낸다는 믿음 아래 

살아가고 있다. 자신과 자기가 속한 조직의 면면을 적극적 ․ 자발적으로 

전시하면서 타인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서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되는 ‘투명사회’가 탄생한다. 투명사회

에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은 경쟁과 보상 시스템의 작동과 그것을 뒷받침

하는 법과 제도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투명사회는 종종 “동일한 것의 지옥”이 될 수 있다. 감시와 통

제를 정당화하는 ‘투명성’의 신화가 “타자와 이질적인 것을 제거함으로써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가속화”할 수 있다. “시스템의 강제”에 의한 투명사

19) 위의 책, 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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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획일적 사회”20)로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셈이다. 투명사회 속

에서는 성과사회의 초석을 이루는 경쟁 시스템만이 상식이 아니다. 경쟁 

시스템의 작동 과정에 대한 상호 감시 시스템까지 상식이 된다. 그 연장

선에서 한국을 보면, “숨겨져 있는 것, 접근 불가능한 것, 비밀스러운 것

과 같은 부정성”이 소거되는 것을 공정이라 여기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도한 가시성”21)의 사회, 외설적인 다중의 감시가 최

대치로 용인하는 투명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 공정, 상식, 정의에 관한 뜨거운 담론장을 

만들어냈던 일련의 사건들이 있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의혹, 조국 사태의 핵심이었던 부인 정경심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2022년 1월 현재 대통령 후보자 부인인 김건희의 허위 이력 의혹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사건을 일으킨 인물들은 도덕과 윤리, 법의 영역에

서 정도 차를 두고 문제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글이 주목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분노의 담론장이 삽시간에 폭발하는 과정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IT 인프라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다. 이제 IT 분야는 개별 산업의 하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 전반의 성장동력을 떠받치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프라로 인해, 한국은 ‘투명성’에 입각한 디지털 통

제사회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사회적 사건

을 촉발시킨 이들은 공정, 상식, 정의에 관한 상호 감시 시스템의 예민한 

감응력에 발가벗겨졌다고 볼 수 있다. 추측컨대 그들은 사회에 은밀한 

방식과 느린 속도로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반대로 그들의 행위 

결과는 투명성의 요구를 받는 ‘정보’로 변환된 순간, 집단적이고, 압도적

인 속도의 응징을 받았을 것이다. 이 투명성의 폭력은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디지털 공간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가해진 것이기도 하다. “모든 

20) 한병철, (Transparenzgesellschaft), 김태환 역, �투명사회�, 문학과지성사, 2021, 

14-15쪽. 

21) 위의 책,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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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하고, 모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

다”22)는 정보사회의 암묵적 합의는, 한국 사회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

사한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가해자이면서 희생양이다.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

으로 지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

니다. 단지 그들은 사회 전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오염원으로 순식간에 낙

인을 받았고, 그 낙인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고도의 디지털 환경이 강화

한 투명사회 시스템 속에서 거대한 공격 집단을 만들어냈다. 다른 입장

을 무력화시키는 단일대오의 “무차별화 된 공동체”23)는 그렇게 만들어진

다. ‘무차별화의 경험’은 때론 신화적 심급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잠재

적 박해자가 될 수 있는 계기는 언제든지 발명될 수 있다. 이로써 ‘가해-

피해’의 관계는 불명확하게 순환한다. “합리적인 차별 대우와 독단적인 

박해”24)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희생양이 무차별화의 범죄를 저질

렀는지, 공동체가 무차별화의 방식으로 희생양들에게 자신들의 위기를 

전가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희생양은 공동체의 혼란을 확산시키

며 점증하는 내부의 폭력성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피로사회, 투명사회 

속 경쟁 시스템을 버텨내고 있는 성과주체들의 압박감은 그 자체로 희생

양 출현의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덧붙이면, 공동체의 

폭력성은 개인에 내재한 부정적 에너지나 그 총합을 말하는 게 아니다. 

공동체 내부에 인지되지 않은 채 잠복해 있는 에너지에 가깝다. 그래서 

희생양 메커니즘의 작동은 때론 집단적 제의의 성격을 지니며, 외관상 

종교적 ‘정화’의 의미도 갖는다. 

22) 한병철, 앞의 책, 170쪽.

23) 르네 지라르, (Le bouc émissaire),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2012, 30쪽. 

24) 한병철, (Mudigkeitsgesellschaft),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21,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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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력이 희생양 메커니즘 속에서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이

해해야 한다. 인간에게 사회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욕망이 존재한

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필히 그 욕망을 꼼짝 못 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

는 것도 가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휴머니즘에 대한 환상을 피하기 위한 

단 하나의 필요조건은, 인류의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종속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25)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디지털 투명사회를 멀리서 조망해보면, 

사안에 따라 분화하는 집단들의 경쟁무대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들 집

단은 서로 다른 성격의 ‘투명성’을 요구한다. 서로 상이한 ‘투명성’의 요

구가 서로 충돌하며 혼란을 만들어낼수록 자기가 속한 곳이 불신사회라

는 이유도 방만해진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투명사회는 미시화된 집단 정

체성의 대결적 분립, 곧 ‘정치적 부족주의’가 다양한 양태의 희생양 메커

니즘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그들 각자의 희생양은 부족 정치의 성격을 

드러내는 표식26)일 수 있다. 멀리서 보면, 과열된 투명사회일수록 차별, 

배제, 혐오의 명분도 서로 경쟁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오징어 게임>, <지옥>이 높은 강도의 피로사회, 투명

사회로서 한국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해명해보도록 하겠다. 그 과정에서 

공정, 상식, 정의라는 기치가 지금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이면서 한국인

을 탈진시키는 관념이라는 점도 논증할 것이다. 

III. 공정에 대한 예외적 열망 -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는 여섯 가지 놀이가 등장한다. 456억을 놓고 참여자

들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놀이들은 공평한 규칙으로 위장된 폭력의 구

25)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단어를 수정하여 인용했다. 르네 지라르, 앞의 책, 327쪽.

26) 에이미 추아, 앞의 책,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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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숨기고 있다. 이 섬뜩한 놀이의 세계는 성과사회의 음험한 메커니

즘을 모방한 실험 무대다.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자기 주문의 강도와 실

천방식이 경쟁하고 충돌하는 장이다. 최후의 승리에 맹목화된 주체들은 

“긍정성의 과잉에서 비롯된 병리적 상태”27)에서 경쟁을 거듭한다. 현실

에서 노동을 통해 자기경영에 실패한 이들은 이제 놀이 수행으로 가장된 

극단적 ․ 일탈적 ‘경쟁’을 통해 생존과 직결되는 게임을 지속해야 한다. 각

각의 놀이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서바이벌 무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각양각색으로 재구성한다. 

먼저 놀이에 참여한 이들이 자기경영의 퇴로가 막힌 사람들이라는 것

은 쉽게 증명이 된다. 직장을 잃고 아내에게 이혼당한 후 사채로 살아가

는 기훈(이정재),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가 횡령과 사기로 나락에 빠진 상

우(박해수), 남한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부적응해 소매치기로 살아온 탈

북민 새벽(정호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차별을 견뎌온 불법체류 외국

인 노동자 알리(트리파티 아누팜) 등은 생계를 꾸려갈 안정적인 동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해가고 있는 이들이다. 이제 그들은 생존을 위해 타인

을 제거해야 하는 무대에 발을 들여놓는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곳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막장’이다. 외관상 그들은 자발적 선택에 의해 게

임에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한 경쟁사회에서 

낙오의 대가를 이미 경험한 이들로, ‘기회의 부재’에 내몰려 있는 상태였

다. 편법과 불법이 아니고서는 반등의 기회가 없었다. 

<오징어 게임>이 한국인에게 특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린 시절 경

험한 놀이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전시하면서도,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위반한 데 있다. 놀이는 승부가 끝나도 결과로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야 한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순수한 소비의 기회”

로 반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했을 때, 놀이는 “자유롭고 자발

적인 활동”으로 “즐거움과 재미의 원천”이라는 본래적 정의에 부합할 수 

27) 한병철, 앞의 책,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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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8) 그러나 <오징어 게임> 속 여섯 가지 놀이는 하나의 게임이 끝나

면 다시 동일한 조건에서 새로운 게임을 수행할 수 없다. 죽어버린 참여

자들로 인해 순전한 반복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오징어 게임>은 동심으

로 기억되는 ‘놀이’를 충격적으로 전복시키면서 피로사회의 극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놀이가 끝난 후의 충격을 ‘놀이의 타락’이 야기하는 공포로 설명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로제 카이와(Roger Caillois)는 놀이의 유형을 아곤(경

쟁), 알레아(운), 미미크리(모의), 일링크스(현기증)로 설명한다.<오징어 

게임> 속 여섯 가지 놀이는 외관상 아곤을 공유하면서 일부는 알레아의 

특성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카이와는 아곤이 타락하면 폭력성이 발현

되고, 알레아가 타락하면 도착적 믿음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미미크리가 

타락하면 광기가 출현하고, 일링크스가 타락하면 중독 현상이 발생한다

고 주장한다.29) 이를 근거로 보면, 여섯 가지 놀이는 결과적으로 광기와 

중독의 현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폭력성과 도착적 믿음이 만든 공포의 

현장을 견인한다. 놀이의 규칙은 부정적 충동을 제어해서 제도적 형식 

안에 안착시키는 기능을 해내야 한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 속 놀이들

은 정확히 역방향의 효과를 이끌어 내면서 그곳이 피로사회의 상징 무대

임을 수사적으로 나타낸다.

지금부터는 여섯 가지 놀이가 시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기로 

한다. 이들 놀이는 생계에 관한 안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없는 인간들의 

소외 과정을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아곤에 기초한 놀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오징어 게임’이 있다. 먼저 ‘무궁화 꽃이 피었

습니다’를 보면, 전지적 시선주체로서 ‘영희’의 존재가 인상적이다. 한국

28) 로제 카이와, (Les Jeux et les Hommes), 이상률 역,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2003, 28-29쪽.

29) 네 가지 놀이를 구체적인 문화적 형식으로 예를 들면, 아곤은 스포츠 경기, 알레아는 

복권이나 카지노, 경마, 미미크리는 연극이나 영화, 일링크스는 공중서커스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책, 9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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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영희’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여성 이름 중 하나

였다. 과거 국민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오징어 게

임>에서의 ‘영희’는 배제의 권능을 가진 규칙의 주관자로 교과서 속 ‘영

희’에 대한 동심의 기억을 위반한다. 감정과 도덕적 관용이 없는 규칙의 

비인간성을 180도 회전하는 무표정한 얼굴로, 죽일 대상을 찾는 눈동자

로 보여준다. ‘영희’의 세계에서 낙오는 곧 죽음으로, 만회의 기회가 없

다. ‘줄다리기’의 경우 개인과 개인의 경쟁을 넘어선 집단과 집단의 경쟁

을 가시화한다. 물론 이때의 집단은 나의 이익을 위해 뭉친 느슨한 ‘우리’

를 보여준다. 정서적 유대의 과정이 생략된 채 한 팀이 된 이들에게 동료

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적 ․ 임의적 도구다. ‘오징어 게임’ 역

시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간단한 경쟁의 규칙 안에서 물리적 완력으

로 충돌하는 놀이다. 이때 주인공 기훈은 ‘참가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시 게임을 멈출 수 있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고향 후배인 상우와의 살인 

게임을 포기하려 한다. 그러나 상우는 자살을 감행하면서 자기착취의 종

언을 고한다. 그 순간 최종 승자는 기훈만이 아니다. 거액을 걸어놓고 

‘죽음’과 ‘죽임’ 사이의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놀이 규칙이 진정한 승자라

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개인의 도덕적 선의는 극단적 피로사회의 시스템

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  

알레아에 기초한 놀이는 ‘설탕 뽑기’, ‘구슬 놀이’, ‘징검다리 건너기’가 

있다. ‘설탕 뽑기’는 자기경영 주체, 성과 주체로 살아가는 이들의 각자도

생 풍경을 전시한다. 오로지 자신의 운과 노력에 따라 생사가 나뉘는 상

황인 만큼 윤리적 연대나 방법의 도덕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몰래 

챙겨간 라이터로 바늘을 달궈서 미션을 수행한 미녀(김주령)는 오히려 

영리한 승자다. 손에 쥔 구슬의 홀짝을 맞추는 ‘구슬 놀이’에서는 좀 더 

문제적인 기만행위가 가시화된다. 기훈은 일남(오영수)에게, 상우는 알

리에게 자기 생존을 위한 기만술을 쓴다. 상대의 나에 대한 믿음을 이용

해 공정한 확률 게임의 조건을 위반한다. ‘징검다리 건너기’ 놀이는 강화

유리와 일반유리가 2칸씩 배열된 18줄의 다리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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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 줄 나아갈 때마다 1/2 확률로 생존할 수 있는 러시안 룰렛 게임

과도 같다. 선행주자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유리의 안정성을 실험하는 

도구가 된다. 그들은 후발주자에게 인격적 상호작용 대상으로서 ‘너’가 

아니라 나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실험적 수단, 곧 ‘그것’이 된다. 그들 모

두는 서로에게 “물건으로 존재”30)하는 타동사적 존재가 된다. 주변인은 

목적 관계로 취급되고, 쓸모에 따라 이용될 뿐이다. 그곳에서는 ‘경쟁(과

정)-보상(결과)’ 사이의 공정성에 대한 도착적 믿음에 의해 ‘죽음’도, ‘죽

임’도 당위적인 귀결로 공유된다.   

그렇게 보면 여섯 가지 놀이의 단속적 진행은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다

음과 같이 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단기, 임시, 계약의 조건 속에 

가까스로 생존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은유다. 오늘날 개인은 ‘조급한 자본

(impatient capital)’이 밀어붙이는 경쟁 사회의 조건을 바꿀 수 없다. 자

기 이익을 위해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거대한 사회 시

스템과 공생하고, 이 사회 시스템은 임의적이고 단기 질서로 존재하는 경

제망을 강화한다. 이처럼 <오징어 게임>은 참가자 456명의 ‘단기’, ‘계

약’, ‘임시’에 불과한 생존 조건을 통해 노동 현장에 존재하는 폭력성을 환

기시킨다. 그 세계에서 경쟁을 내면화한 이들로 인해 ‘단기’, ‘계약’, ‘임

시’의 생존 조건을 규율하는 권력도 쉬이 명분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31) 

둘째, 구조에 저항하는 도덕적 개인의 승리 가능성을 회의한다. 애커

로프(G. Akerlof)와 쉴러(R. Shiller)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질서 내에서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은 개인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고 조종하는 집단에

게 유리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자유시장은 개인들의 이윤 추구 동기 안

에 잠재된 약점을 이용해 “바보를 노린 피싱(phishing for phools)”을 

행한다. 경영자의 도덕성은 본격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며, 경쟁시장의 압

력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는 이들 대부분 비양심적 행동을 하도록 부추

30) 마르틴 부버, (Ich und Du), 김천배 역, �나와 너�, 대한기독교서회, 2020, 40쪽. 

31) 리처드 세넷, (The Corrosion of Character), 조용 역,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2002,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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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 받기 마련이다.32) 이기적 개인들의 경쟁무대에서 사기와 기만의 원

인은 외관상 실리에 따라 번영을 좇는 열망, 그 자체다. 오늘날 시장경제

는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 욕구를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메커니즘을 갖추

고 있다. 6화 ‘깐부’편이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도덕적 의지

와 실천을 보여준 일남, 알리 등이 믿었던 대상으로부터 사기와 기만을 

당해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다. <오징어 게임>의 여섯 가지 놀이가 한국

적 특수성을 반영하기보단 보편적 해석이 가능한 상징으로 기능하는 이

유는 간단하다. 그러한 구조적 병폐의 작동방식을 자각해야 할 곳이 한

국 사회 바깥에도 꽤 많기 때문이다. 

셋째, 긍정성의 과잉에 투신한 구성원들에 의해 ‘시스템 속에 내재한 

폭력’이 감춰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오징어 게임> 속 놀이들은 참여자 

전부를 긍정성의 과잉에 투신하도록 유도한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자

기착취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서로를 고갈시키는 게임에 능동적이다. 그

들에게 놀이의 현장은 “부정이 없는 동질적인 것의 공간”33)이며 평등한 

기회 속에서 자기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무대다. 타인에 대한 

폭력적 배제는 그저 결과일 뿐, 그에 앞서 맹목적인 각자의 욕망과 게임

의 규칙은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 그렇게 그들은 시스템 내의 폭력에 

포로가 된다. 극단적인 과잉활동을 낳는 자기 긍정은 공포를 이기는 힘

이면서 구조적 모순을 망각하는 힘이기도 하다. 

요컨대 놀이의 시공간은 공정에 대한 예외적 열망이 지탱하는 ‘노동수

용소’로서 현대사회의 일면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모두 서로를 감독하

면서 포로가 되며, 가해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피해자가 된다. 그

렇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착취하면서 서로를 착취한다. 이 ‘지배없는 사

회’는 성과의 극대화, 곧 최종 승리자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강제하는 

자유’에 충일한 사람들에 의해 성사된다. 456명이 자신의 목숨값 1억씩

32) 조지 애커로프 ․ 로버트 쉴러, (Phishing for Phools), 조성숙 역, �피싱의 경제학�, 알

에이치코리아, 2016, 13-15쪽. 

33) 한병철, 앞의 책,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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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해 456억을 걸고 펼쳐지는 이 제로섬 게임은 사실상 극단적인 마이

너스 게임이다. <오징어 게임>의 감춰진 메시지는 ‘공정 경쟁 사회’에 대

한 비약적 믿음이 ‘불공정 피로 사회’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에 닿아 있다

는 지적에 있을 것이다.

IV. 상식에 대한 침묵 - <지옥> 

<오징어 게임>이 한국 사회의 공정에 대한 예외적 열망을 활용한 디스

토피아를 보여준다면, <지옥>의 세계는 상식과 정의가 휘발되어버린 현

실을 비추는 디스토피아다. 성과사회는 필연적으로 경쟁의 원칙과 과정

에 대한 상호 감시 열망을 진작시킨다. 투명사회에 대한 개인들의 요구

는, 역설적으로 그들 자신을 불신의 시공간으로 밀어 넣는다. 그 시공간

은 투명사회에 대한 열망을 다시 강화하는데, 이는 성과사회(피로사회)

와 감시사회(투명사회)의 불편한 순환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환기시킨

다. 이 순환의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불신이 낳은 미신과 음모론은 사회

의 공적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 <오징어 게임>에

서 놀이로 은유된 부조리한 사회의 면면은 ‘고지-시연’이 순환하는 <지

옥>의 현실과 그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옥>에 등장하는 천사는 누군가에게 죽음의 날짜와 시간을 고지하

는 존재다. 죽음의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누군가 괴기스러운 천사의 

고지를 받으면, 그는 압도적인 폭력에 의해 처형(시연)을 당할 것을 준비

해야 한다. 영문도 모르는 죽음의 순간 앞에서 개인은 변명의 기회를 갖

지 못한다. 천사의 고지가 신적 권위를 갖(는다고 인정되)듯이 지옥의 사

자, 곧 집행자들의 정확무오한 시연 역시 일방적이며 신의 뜻으로 공유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를 둘러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신

의 ‘고지-시연’에 합당한 죄목을 발명하여 당사자에게 덧씌우는 것뿐이

다. 부재하는 신의 세계에서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오던 이들은 그렇게 

토템으로서 신을 손수 만든다. 신에 대한 맹목적 믿음은, 신과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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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믿어지는) 모든 존재의 언어(고지)와 행위(시연)를 금기로 묶어둔다. 

이후 <지옥> 속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첫째, 신의 의도에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일종의 심리적 규율에 집착하는 강박증이다. 둘째, 이를 

어길 시 신과 인간 사회에서 압도적인 폭력을 당할지 모른다는 처벌에 대

한 내적 확신이다. 이는 비상식적인 폭력으로 점철되는 신의 언어와 행

위에 어떤 문제 제기도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실제 사실들보다 관념적 현실이 훨씬 중요해지면서 기이한 신념이 시스

템으로 고착화되기 마련이다.  

그와 같은 맹목적 믿음이 한국 사회를 장악하게 되자 고지를 받은 이

들의 ‘죄’는 은밀한 공론장에서 순식간에 발명되고 명백한 사실로 공유된

다. 이 ‘덧씌움’은 지옥의 사자가 행하는 시연이 전국에 최초 생방송 된 

이후, 투명사회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대낮의 세계’에서 자행되기 시작

한다. 시연의 생방송이 이뤄지는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두 부류가 있다. 

먼저는 전 국민 앞에서 희생되는 박정자(김신록)와 그의 가족이다. 두 번

째 부류는 시연이 펼쳐지는 맨 앞자리에서 돈을 내고 타인의 죽음을 관람

하는 VIP들이다. 

먼저 박정자의 상징적 지위를 살펴보면, 그녀는 등장하는 분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속 한국 사회의 성격을 단박에 실감시킨다. 

<오징어 게임>에서 개인에 대한 구조적 배제의 메커니즘은 놀이의 규칙

과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 위에서 유지된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신의 고지와 시연 사이의 정합성과 그로부터 생겨난 인민재판, 연좌제의 

폭력이 신앙 아래 감춰지면서 견고해진다. 박정자의 죽음은 신의 고지 

내용이 시연을 통해 명백하게 실천된다는 사실을 공유시키는 계기가 된

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리에서 남편없이 아버지가 다른 남매를 

홀로 키우고 있다. 이 같은 파편적인 정보와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관음

적 상상의 내용은,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인민재판의 근거가 된다. 이

제 그녀가 취할 수 있는 실리는 시연의 생중계를 수락하면서 벌어들인 수

익으로 어린 남매의 생계를 보장받는 것뿐이다. 그녀의 희생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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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로 측정될 수 있으며, 죽음을 팔 수 있는 사회 안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요컨대 그녀는 교조적 가르침을 확산하는 새진리회와 자

극적인 현장을 찾는 방송 ․언론, 관음적 욕망에 사로잡힌 시민들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자리에서 처형당한다. 이때의 처형은 신의 이름으로 

확정된 ‘배제’의 이유와 ‘낙오’의 명분을 가진다.

한편 <지옥>의 VIP들은 <오징어 게임>의 VIP들과 유사한 상징성을 

가지면서도 일부 다른 해석 가능성을 내보인다. <지옥>의 VIP들 역시 누

군가가 죽어 나가는 과정을 서커스나 스포츠처럼 즐기는 이들이다. 그러

면서도 자기는 가면 뒤에 숨어 존재를 들키지 않는 자들이다. 이는 <오징

어 게임>에 등장하는 VIP들과 공통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징어 게

임> 속 VIP들은 호스트에 의해 초청받은 외국인들로, 전 세계의 질서를 

그물망처럼 엮어버린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더 직접적으로 상기시킨다. 

반면 <지옥>의 VIP들은 새진리회에 거액의 돈을 헌금하고 시민을 대표

하여 시연을 맨 앞자리에서 즐기는 이들이다. 그들은 신에 의해 이뤄지

는 이웃의 처형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위치에 선다. 따라서 그들

은 피로사회 속에서 경쟁의 고통에 시달리던 이들이, “비밀이 없는 명백

성”34)의 요구를 통해 타인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자리로 옮겨간 것

을 보여준다. 그들을 키운 세상은 신에 의해 추방이 예정된 이를 향한 혐

오가 놀이가 된 사회, 소비의 항목이 된 사회다.

종합해보면 <지옥> 속 한국 사회는 두 가지 비상식이 통용됨으로써 정

의가 무너진 현실을 보여준다. 

첫째, 신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이 만든 구조 안에 들어 있는 비상식이

다. 인간은 자기 보존욕과 함께 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고독을 이겨내려

는 욕구가 있다. 특히 현대인은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세계에서 명백한 

약속과 예측 가능성의 세계로 귀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지옥>은 

그러한 복합적인 욕구가 만들어낸 도피처에 절대적 믿음을 요구하는 종

34) 한병철, (Transparenzgesellschaft), 김태환 역, �투명사회�. 문학과지성사, 2021,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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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위치시킨다. <지옥> 후반부를 보면, 파편화된 개인으로 살아가던 

이들 대다수가 신(의 의도를 실천한다는 집단)에 의한 공포정치의 문제

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죽지 않으려면, 당연히 신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

다고 받아들인다. 그렇게 형성된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자율성이 

소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지옥> 후반부의 한국 사회가 무기력해 보이면서도 일견 평화로운 것

은 그 때문이다. 사회 시스템과 결합된 믿음의 구조가 더 이상 논쟁을 일

으키지 않는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믿음의 구조’는 사회 구성

원들 사이에서 세 가지 신념이 공유됨으로써 성립한다. 먼저는 지적 ․ 도

덕적으로 완전무결한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한다. 그다음으

로는 신의 의지와 실천, 고지와 시연이 완전하고 합목적적이라서 불완전

한 인간의 이해 이전에 수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진리

회가 신의 뜻에 대한 해석권력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그들의 

실천이 공적 이익을 낳는 순기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옥>의 서사가 

진행되는 중 이 세 가지 신념에 점점 의혹이 제기되지만, 상식이 된 비상

식이 완전히 교정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종교세력의 부족 정치는 맹목화 된 믿음 구조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

을 최소화한다.

둘째, 갑작스럽게 닥치는 신의 인간에 대한 폭력보다 인간의 인간을 

향한 일상화된 폭력이 의심되지 않고 있다. 인간의 인간을 향한 ‘덧씌움’

의 비상식이 당위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지옥> 후반부를 보면, 

새진리회의 초법적 인민재판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는다. 세계 인구 

절반이 새진리회의 신도가 되었다는 건, 개별 국가 단위에서 이 같은 비

상식의 통용을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한국의 경찰, 언론 등

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 화살촉 등이 재

편한 인터넷 담론장은 비상식에 관한 공유권력, 재생산 권력으로 작동한

다. 신의 뜻 앞에 발가벗겨질 인간들을 찾아다니는 이 투명사회는 사회

적 광기의 분출 장소를 찾는 사회이면서 일종의 포르노 사회다. 고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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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들의 ‘죄목’은 함부로 발명 ․ 확대 ․ 전시된다. 이 비상식적 투명사

회는 과도한 가시성, 곧 외설성에 기반해 서로를 감시대상으로 끌어들인

다.”35) 그렇게 균질화된 사회 구성원들은 ‘동일한 것의 지옥’에 갇혀 있

음을 자각하지 못한다. 

화살촉의 실천으로 확인되는 디지털 부족 정치는 사실상 집단적 낙인

을 통한 테러리즘에 해당한다. 그들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대중여론을 

호도하는 인터넷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상기시킨다. 그들이 행하는 초

법적 폭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제어되지 않는다. 먼저는 이미 밝힌 것처

럼 신의 뜻을 배경에 두고 있다는 사회적 믿음 위에서 힘을 유지한다. 다

음으로는 시선 주체로 권한을 요구하면서도, 응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원칙, 곧 디지털 세계의 익명성 논리에 의해 제어되지 않

는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익명의 디지털 담론장에 출현한 “집단 현상이

며” 그들의 언어적 ․ 물리적 폭력은 “부족 정치의 살인적인 표출”이다. 그

들은 혼자 있을 때에는 교양있는 개인들도 집단에 귀속되고 나면 “즉흥

성, 폭력성, 맹렬함, 그리고 열정과 영웅주의 같은 원초적 존재의 특성”

을 갖게 된다는 군중 심리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보여준다.36) 그들은 막

강한 권력을 얻은 것 같은 착각에 취해 광신주의의 폐해를 자각하지 못한

다. 이는 투명사회를 지탱하는 욕망 아래에서 자생하는 ‘부족 본능’의 비

상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화살촉과 그들을 신봉하는 이들의 세계에

서 고지를 받은 이들은 폭력행사가 가능한 외집단으로 단숨에 배제된

다.37) 에이미 추아(Amy Chua)는 이러한 부족 본능의 어두운 면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35) 한병철, 앞의 책, 34쪽.

36) 에이미 추아, 앞의 책, 129-135쪽. 

37) 한병철은 투명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신뢰에 대한 필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파놉티콘의 출현이라 말한다. 신뢰는 통제로 대체되는 바, “빅데이터가 빅브라더의 자

리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한병철, 앞의 책, 210-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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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얼마나 쉽게 외부인을 탈인간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만

족을 느끼는지 말해준다. 강한 집단 유대감은 외집단 구성원들을 뭉뚱그

려 ‘다 똑같다’고 생각하게 만든다(외집단 동질성 효과). 그리고 그들에

게 부정적인 특질이나 위험한 성향을 주로 결부시키며 그들을 인간 이하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38)

이제 <지옥>에서 천사의 고지를 받았지만, ‘살아남은 아이’에 대해서 

성찰하고자 한다. <지옥>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지

옥행이 고지되는 순간부터 준비된다. 이 장면은 기독교의 원죄에 대한 

의구심을 배경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기독교는 인

간이 모두 죄인이고 신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확신

에 의해 성립한다. 여기서 ‘모두 죄인’이라는 말은 기독교 교리의 한 축인 

‘원죄론’을 소환한다. 그렇게 보면 배영재(박정민), 송소현(원진아) 사이

에서 태어난 아기가 고지를 받는 장면은, 원죄에 대한 해석과 수용의 문

제를 불러일으킨다. <지옥>의 종결부에 이를수록, 스스로 지은 죄가 없

는 아이의 처형은 신의 의도에 대한 해석권을 틀어쥔 새진리회에 큰 위기

가 된다. 결국 갓난아이는 생존한다. 아이가 살아남은 건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던 부모의 희생때문만이 아니다. 기적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엔 

상식을 찾고자 했던 인간, 투명사회의 폭력 앞에서도 정의를 궁리했던 

소수의 이웃이 함께 있었다.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정자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새로운 관점에

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그녀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지배없는 착취에 

전염된 성과주체들, 감시사회의 폭력성에 둔감해진 관음적 주체들로 인

해 공동체의 위기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지라르(R. Girard)에 따르

면, 공동체 내부에서 폭력성이 점증할 때 위기를 잠재우고 질서를 회복

하기 위한 희생양이 요청된다고 말한다.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난 불안과 

38) 에이미 추아, 앞의 책,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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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상호 비난의 요소들에 대한 신화적 해결책으로서 초석적인 대체 

폭력(violence de rechange)이 필요해진다고 말한다. 희생양을 향한 집

단폭력은 공동체에게 잠시의 안녕을 보장하고, 그의 죽음은 정당한 것으

로 은폐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지옥> 엔딩신을 보면, 박정자가 처형당

한 집은 종교 성지처럼 보존되어 있다. 지옥의 사자에 의해 흩뿌려진 피

와 검게 불탄 그녀의 시체마저 유리관 안에 보관되어 있다. 박정자는 불

경한 대상이면서 성스러운 것39)이 되어 신화적 제의의 도구로 환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정자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종교적 제의의 흔적

은, 투명사회 내부에 아직 잔존하는 폭력성이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징어 게임> 엔딩신에서 기훈은 개인적 안녕을 포기하고 폭력 구조

를 은폐하고 있는 사회와 싸움을 각오한다. <지옥>의 종결부에서는 살아

남은 아이와 부활한 박정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리란 암

시가 주어진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 시즌 2가 서로 다른 설정과 세

계관에 기초해 진행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공정과 상식이 사

라진 사회의 치부를 다른 방식으로 고발하면서 그 내용에 적합한 정의를 

찾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V. 결론 - 정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과 <지옥>의 배경이 되는 한국 사회의 성격을 

분석해보았다. <오징어 게임>의 여섯 가지 놀이는 ‘죽음’과 ‘죽임’ 사이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성찰하게 한다. 과잉활동을 낳는 경쟁의 구조를 보

면, 시스템의 폭력,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폭력의 실체가 확인된다. 경쟁

의 구조를 거시적으로 확장해서 보면 ‘지배없는 착취’를 보편화시키는 신

39) 제의적 성격을 갖는 신화적 ‘희생’은 그러한 양가성(ambivalence)의 특징을 갖는다. 

안숭범, ｢희생양 메커니즘의 영화와 희생제의로서의 영화체험 - <똥파리>와 <피에타>

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21권 제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3.4,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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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사회의 연결망까지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오징어 게임>

은 낙오와 배제를 경험한 성과주체들이 공정하다고 믿어지는 경쟁 시스

템에 스스로 갇히면서 벌어지는 비극을 다룬다. <오징어 게임>은 자기 

자신을 착취하면서 그와 동시에 타인을 착취하는 피로사회의 문제성을 

고발한다. 

한편 <지옥>은 개인에 대한 집단의 비상식적 폭력이 정당화되는 과정

을 극단적으로 전시한다. 천사의 고지와 지옥의 사자들이 행하는 시연은 

신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이 기이한 공포정치를 가능케 하는 현장을 폭로

한다. 신의 인간을 향한 폭력의 문제성이 의심되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인간에 대한 낙인 과정의 폭력성도 쟁점화되지 않는다. 해석권력으로서 

새진리회와 대중여론을 호도하는 화살촉은 피로사회가 투명사회로 나아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대중의 맹목적 신앙 위에서 권력을 쥔 그들의 부족 

정치는, <지옥>이 고발하고 있는 사회적 비상식을 선명하게 환기시킨다. 

본문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캐릭터들이 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프론트맨과 진행요원들의 상징적 지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

다. 그들은 규칙 관리자이면서 규칙, 그 자체의 인격화된 기표다. 그들에

게는 참여자들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상호 대화마저 금지되어 있다. 결

과적으로 검은 가면을 쓴 그들은 참여자를 고갈시키고, 그들 집단의 욕

망을 포화시키면서 성과를 독려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다. 전혀 다른 기

능을 하는 것 같지만, <지옥> 속 천사와 지옥의 사자도 일정한 유사성이 

있다. 초자연적 존재로 등장하는 그들은 인간과 대화하거나 타협하지 않

는다. 그들은 각각 고지를 하고 시연을 행하면서 신이 주도하는 폭력의 

메커니즘이 견고해지는 데 일조한다. 덧붙여 <지옥>은 왜곡된 부족 정치

가 만든 혐오와 배제의 논리 위에서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가는 과정이 담

겨 있다. 다분히 추측의 영역에 속하지만, 시즌 2가 예고된 <오징어 게

임>과 <지옥>은 각기 구별되는 경로를 밟아, 공동체의 정의가 복권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다. 불공정 피로사회, 비상식 투명사회의 견고한 질

서를 깨뜨리는 방법이 창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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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을 집약하고 있는 공정, 상식, 

정의라는 단어가 K-드라마의 주제의식 안에 스며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진행되었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글로벌 무대에서 상당한 흥행을 

거뒀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그들 단어가 한국 사회 바깥에서

도 성찰적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글은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시의적 논점에 기반해 동일선상에서 진지하게 논

의되지 않았던 두 작품을 비평적으로 조명한 데 의의가 있다. 논지의 집

중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다른 해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후에도 반영론적 논점을 지닌 K-드라마를 

통해 한국 사회 배면의 문제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계속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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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e of Violence in an Unfair Society of 

Fatigue and a Transparent Society without Sense 

- <Squid Game>, <Hell> Theory -

Ahn, Soong-Beum

As the pandemic passes, the culture of accepting OTT series is rapidly 

expanding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Squid Game> and <Hell> 

are the Netflix original series that received the most attention in 2021, 

depicting the desperate reality of Korean society in which the mechanism of 

failure and exclusion is at work.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crisis of the community visualized in their works reflects the interpretive 

stance on ‘fairness’, ‘common sense’ and ‘justice’. 

First, the six games of <Squid Game> make you reflect on the system 

that exists between ‘death’ and ‘killing’. The reality of violence in the 

system and violence existing in the system can be identified within the 

structure of competition that results in excessive actions. 

If we look at the macroscopic expansion of the structure of competition, we 

can even see the network of neoliberal society that universalizes ‘exploitation 

without domination’.

As a result, <Squid Game> deals with the tragedy that occurs when 

performance subjects who have experienced setbacks and exclusion are 

trapped in a competitive system that is believed to be fair. <Squid Game> 

charges the problem of fatigue society that exploits oneself and at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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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exploits others.

<Hell> displays the process of justifying the group’s irrational violence 

against the individual in an extreme way. The angel’s notice and demon-

strations by the lions of hell enable fear politics based on faith in God. As 

the problem of God’s violence against humans is not questioned, the violence 

of the human stigma process against humans is not brought into issue. The 

arrowhead that mislead the new truth society and public opinion as the 

power of interpretation shows the process of fatigue society moving toward 

a transparent society.

Their tribal politics, which came to power based on the blind faith of the 

masses, vividly evoke the social absurdity that <Hell> is accusing. 

The narratives of the two works aim at different types of social justice in 

distinct ways and paths. Doubts on key issues have not yet been resolved, 

and no clue has been presented to resolve the conflict. So in season 2, the 

issues of fairness, common sense, and justice will be further embodied.

Key Words : Fatigue Society, Transparency Society, Achievement 

Subject, Neoliberalism, Netflix, K-Drama, Scapegoat, 

Fair, Common Sense, Ju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