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곡<벽과창> 

언어분석 

 

전현식 



<벽과 창> 

•작가 : 최인석 

•제작연도 : 1980년  

•특징 : 최인석의 소설은 그로테스크한 인물
들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준
다. 



• 시놉시스 
 
어느 작은 감방 안에 세 남자가 수감되어 있다. 
항상 탈옥을 꿈꾸는 무기수 19호, 
20년이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25호, 
두 달 남은 형기를 아무 문제없이 보내고 출감하고 싶은 64호. 
그리고 오늘 탈옥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19호로 인해 
세 남자의 감방은 술렁이게 된다. 
“난 나갈꺼야 나가서 내발 내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햇빛 속을 걸으며 
살아가겠어.” 
라며 탈옥을 하기위해 몸부림치는 19호와  
“사회도 징역이나 마찬가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라며  
19호를 조롱하는 25호 그에 맞장구치는 64호 
그들의 갈등은 서서히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그러던 중 탈옥을 길이 열리게 되는데... 



19호 
(몽상가

) 

25호 
(비관자

) 

65호 
(똘만이

) 

감방 



Raw Data 





25 : 처음 징역엔 얼마 받았냐? 
19: 6개월. 
25: 두 번째는? 
19: 3년. 
64: 죄명이 뭐였는데? 

25: 너 나가서 도대체 뭘 하겠
다는 거냐? 
19: .... (머뭇머뭇) 글쎄. 몰
라. ....사는 거지. 

25: 도대체 어쩌다가 탈옥하겠
다는 생각 같은 걸 했냐? 
19: .... 

25: 그놈 몇 시에 온다고 했냐? 
19: 아홉시. 
25: (비웃음을 머금고) 올 것 같
냐? 
19: 와. 
25: 글쎄....? 
64: (역시 비웃음을 머금고) 오
늘이 확실하긴 확실한 거냐? 



64: 내말이 그 말이라구. 이렇
게 좋은데. 왜 나가? 
19: (다짐하듯) 나가야 해! 

19: 나가기 위해서 난 별짓 다
했어. 미치광이 행세도 했고 담
배도 훔쳐다 줬어. 빌어먹을. 
주먹만한 밥덩이 하나 나오는 
것까지도 나는 안 먹고 그놈한
테 바쳤단 말야. 제발 그 안 온
다는 소리 좀 하지 말아. 



19: 난 사람이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난 나가기로 결심했
어 나가고야 말겠어. 나가기 위
해 무슨 짓이든 다 하겠어. 나
가겠어. 나가겠다구. 

19: (불안감을 애써 털어 버리
며) 아냐! 그럴 리가 없어! 난 
나가야 한단 말이야 이러지들 
말아! 날 좀 내버려둬! 

25: 야, 너 이제껏 한두 번 속았
냐? 
19: 많이 속았지. 빌어먹을. 

25: 너 별이 몇 개냐? 
19: 여섯 개. 빌어먹을. 

25: (웃어댄다) 망할 년. 이런 
방이라도 가져 본적이 있느냔 
말이다. 없지? 맨날 무허가 여
인숙이나 찾아다닌 놈들 아니
냐. 너나 나나? 
64: 내말이 그 말이라구. 이렇
게 좋은데. 왜 나가? 

64: 안 오는 걸 안온다고 하지. 
뭐라고 하라는 거냐? 
19: 이제 곧 와. 

64: 죄명이 뭐였는데? 
19: 택시강도야. 오천원 털어먹
고 3년을 받았어. 개 같은 경우
지. 

19: 사람을 죽였어. 
64: 미친놈. 사람 죽이면 돈이 
나와. 계집이 나와? 그런 짓을 
뭐 하러 해? 

19: 난 안 기어. 나가겠어. 나가
서 꽃도 보고. 여자들의 날씬한 
종아리도 보고. 그 웃음소리랑 
내 발이 땅을 차며 뛰는 소리도 
들으면서 살아야겠어. 



64: 맨 처음에 저놈 봤을 때 난 
저게 미친 놈인줄 알았거든. 이
제 보니 틀림없이 미친놈이네 
그래. (발광한 듯이 웃어댄다.) 
19: 안 오곤 못 배기지. 
25: 똘만아. 개통 쳐. 담당한테 
얘기해야겠다. 미친놈하고 무
서워서 어디 한방에서 살겠냐? 

25: 저 자식 귓구멍이 꽉 막혔
나 보다 뚫어 줘라. 
64: (킬킬거리며 웃어댄다. 미
친듯이) 

25: 그런 걸 다 아는 놈이 아직
도 이 짓이야? 임마! 아가리에
서 똥냄새가 나도록 꽉 다물고 
성경책이나 읽고 있어.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모범수 소릴 듣
고 그러다 보면 풀려날 수도 있
단 말이다.  
64: 엉덩이에 곰팡이가 펴서 썩
어 문드러질 때까지 앉아서 성
경이나 때리라구. (정신없이 킬
킬거리며 웃어댄다.) 



19: 탈출시켜 주겠다고 한 놈들
한테 다 줬지. 아끼지 않고. 
64: 그런데 약속을 지킨 놈은 
하나도 없었다 이거지? 미친 
녀석. 그럴 돈 있으면 난 달걀
이나 잔뜩 사놓고 깨 먹겠다. 
25: 오늘 온다고 약속한 놈한테
는 얼마 줬냐? 
19: 아무것도 안줬어. 있어야 
주지. 
25: 그런데도 온다는 거냐? 맨
입으로 약속을 지킨 놈이 올 것 
같아? 



19: 안가. 줄을 풀어 버리겠어. 
(철창에 건 갈고리를 때어내려
는 데)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