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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나타난
글로벌 위험사회와 종교적인 힘

정 신 희(한남대)

Ⅰ. 들어가며

2001년 9월 11일. 일상적 모습의 뉴욕에 굉음이 들리면서 뉴욕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은 평안했던 뉴욕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진다. 그리고 그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테러라는 사실에 경악할 일이다. 이는 뉴욕뿐만 아니라 즉 지역성을 넘은 글로벌
한 사건이며 그 명칭은 9·11 테러사건으로 공식화되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

((Ulrich Beck)은 그의 저서 『글로벌 위험사회』1)를 집필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끊임
없이 발생하는 사건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저서에서 리스크와 위험을 번갈아 사용하
면서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은 테러 및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사건들을 나열하였다.
기후변화는 과학적 논쟁에서 정치적·도덕적 설명의 전환점으로 이르렀다. 기후변화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이며 그 원인은 인간이다.2) 리스크의 의미는 기술, 경제, 그리고 자
연과학 언어와 정치언어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미래의 위험과 연관되며 산업사
회의 성공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탈유토피아적인 새로운 방법으로서 세계주의 활동,
시민사회운동, 국가와 대기업 사이는 동맹관계로 변화한다.
울리히 벡이 언급하였듯이, 리스크의 의미는 한 사회를 작동시키는 동력학의 관습적
인 인지방식과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신과 리스크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가운데 소설은
리스크와의 결합을 시작했고, 리스크가 등장하자 신은 이제껏 누려온 세계 통치자의 지
위, 이 지위와 연관된 세계 혁신적인 결과를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미국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문명의 성공이 이끈 신의 존재는 산업쓰레기더미의 빛바랜 안경
광고판의 커다란 두 눈으로 묘사된다. 지상의 삶이 도달할 미래는 더 이상 신의 권능과
신의 지혜에 복종하지 않는다. 리스크는 가장 유망한 것과 가장 불길한 것이 혼재하는
최신 기술과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이다. 리스크가 어떤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
기 때문에 실존적 실험주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리스크는 개연성의 의미 지평 안에
서 지식과 무지를 모두 녹여 버린다. 리스크라는 범주는 불확실성과의 관계를 표현한
다. 오늘날 불확실성은 더 많은 지식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1) Beck, Ulrich. World Risk Society. 박미애&이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길, 2010. 본 발표문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됨을 밝힌다.
2) 이 내용은 2017년 2월 정부 간 기후변화전문위원회(IPCC)보고서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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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때문에 발생한다. 사회는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한 리스크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
다. 리스크가 약속한 자유는 법원과 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황에 직면해 그 반대인
자기방어와 자기비난, 자발적 복종으로 변질해 버린다.
리스크에 대한 글로벌 반응은 여러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영국 히스로 공항 자살폭
탄 테러 미수 사건은 전 세계적 관심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액체의 기내반입을 엄격하
게 제한하는 유럽전체에 적용하는 규정이 발효되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자유를 구속
받음에도 순응하였는데 이 사례는 재앙의 예견이 세상을 바꾼다는 이론을 지지한다. 국
한된 지역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반 시민단체들의 시위 또한 세계최대 은행을
굴복3)시키기에 이르렀다. 유전학과 생식의학의 발달 및 성공으로 유전학적으로 질병발
생의 위험이 적은 배아 선택과 유전적 감별을 통한 암 발생 조기발견 및 제거가능소식
은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미래 후유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세계 몇몇 곳
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가 이끈 최대의 글로벌 협상은 기후정치 즉 파리 기후 협정4)
이다. 모든 국가는 각 국가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논
문은 울리비 벡의 『글로벌 위험사회』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
들, 특히 9.11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위험과
종교적인 힘을 고찰해 본다.

Ⅱ. 글로벌 위험사회와 글로벌 연출

2.1 글로벌 위험사례들과 글로벌 연출
제2현대의 글로벌 위험사회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9·11 테러사건으로 볼 수 있
다. 그 후,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테러에 초점을 맞
추기도 한다. 현재까지 테러에 관한 뉴스를 접하는 동시에 고유한 지역적 특성에 변화
가 일어난다. 국가 안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는 사회행위의 거의 모든 분야
로 확장되고 또 점차 완벽한 형태로 발전하는데, 그것은 각 개인에게 리스크의 결과로
나타난다. 글로벌 위험사회란 현대를 주도한 통제의 이념, 즉 결정에서 비롯된 부작용
과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념이 흔들리게 된 정황을 의미한다. 문제는 예측하기 힘
3) 불가리아에서 진행 중이던 수업 억 유로짜리 핵발전소사업이 무산되었는데, 이는 독일의 조그만 환
경단체의 시작으로 그와 비슷한 반핵단체와 그들의 유럽 쪽 파트너의 항의 시위 때문이다.
4)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었다.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 회의 주
최자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랑 파비우스는 “야심차고 균형잡힌” 이 계획은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
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2016년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17년 6월 미국의 탈퇴 선언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세계 탄소 배출의 87%에 달하는 200여 개 국가가 협정을 이행중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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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는 리스크로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렇
게 함으로써 다시금 새로운 예측 불가능성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위험사회는 인간의 결정이 야기한 산업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위험논리의 도움으로 통제
할 수 있게 만든 현대사회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20세기 후반에 시작한 새로운 리스
크의 전개, 즉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경험과 복지국의 안전 후퇴 같은 현상과 연관된
다(벡 27). 그리하여 위험사회의 범주는 산업에서 발생한 위협이 통제할 수 있고 보상
할 수 있다는 리스크 계약의 핵심 이념을 의문시하는 과정을 주제로 설정한다. 울리비
벡은 위험사회라는 단어를 현대사회의 한 시대를 개념화했다. 성공적인 현대화의 산물
이 기후변화이다. 그래서 위험은 전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글로벌 위험 공
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글로벌 리스크의 연출과 경험, 갈등은 국가와 세계의 모든 영역
에서 공동생활과 행위의 토대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킨다.
위험사회의 구조적 특징 가운데 많은 부분은 9·11과 뉴욕, 워싱턴의 테러 사건 이후
의 세상을 묘사로 가시화된다. 리스크는 재앙의 예견이다. 리스크는 아직 존재하지 않
는 세계 상황을 눈앞에 보여준다. 재앙은 공간적·시간적·사회적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재앙 예측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사회의 측면에서 구체화된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리스크가 현실이 되는 순간, 예를 들어 핵폭발 또는 테러 공격이 일어나면 리스크는 재
앙으로 변한다. 즉 리스크는 가능성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미래 사건이다. 글로벌 리스
크는 글로벌 리스크의 현실 연출이다. 연출은 ‘비현실적’리스크를 과장해서 현실을 의도

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예견된 재앙인 리스크와 실제 재앙의 구분으로 연출의 역
할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하도록 만든다. 글로벌 리스크를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
내는 연출을 통해서만 재앙의 미래는 현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위험사건에 대한 여러 기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 히드로 공항 테러 미
수사건이 2006년 8월 10일에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 대변인은 런던 일대에서 여
러 명의 테러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이들은 미국행 비행기를 테러대상으로 삼아 공중 폭
파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몇 명인지 어느 국적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 후 히드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기내에 어떤 물건도(손가방 등)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보안통제가 강화했다. 각종 금
속류와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 등의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안경이나 여행관련 서류 등
간단한 물품의 반입만이 허용이 되었다. 이는 모두 테러 위험에 대한 정부의 조치였다.
또한, 2017년 6월 30일. 런던 히드로공항서 테러 모의 혐의 21세 여성 체포했다는 기사
는 거의 십년 전의 테러미수 사건을 상기시켜 영국 국민들을 경악시켰는데,

6월 29일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런던 북부 출신의 21세 여성이 터키 이스탄불발 항공편
을 타고 귀국하다가 공항에서 체포하였다. 련던 연합통신에 의하면, 2017년 6월 19일
차량 한 대가 행인들을 덮쳐 여러 명이 부상하였다. 그 전인 6월 14일에는 런던 핀즈버
리 파크 앞에서 이슬람을 표적으로 한 차량 돌진 사건이 터져 1명이 숨졌다. 경찰은 이
사건 역시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 중이다. 2017년 5월에도 히드로 공항에서 런던 남부
출신의 30세 남성이 이스탄불을 방문하고 돌아오다 테러 관련 혐의로 체포됐다. 영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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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017년에 세 번 연속 테러가 발생하면서 보안 경계가 대폭 강화됐다. 3월 웨스트
민스터 다리 테러를 시작으로 5월 맨체스터 아레나 자살폭탄 테러, 이달 4일 런던브리
지 테러 등으로 총 35명이 숨졌다.5)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 테러 사건과 프랑스 마르
세유에서는 차량 테러 모방 범죄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스페인 바로셀로나 사건
에서 테러 용의자는 사살되기 전 '신은 위대하다'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IS 같은 테러 조직이 있지는 않지만, 용의자가 차량 테러
뉴스를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6)
2017년 10월 1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뮤직 페스티벌 도중
총격전은 CNN과 BCC등 글로벌 미디어들은 속보로 반복하여 방송함으로써 미국뿐만 아
니라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외 2017년은 허리케인과 지진, 산불 등 재해
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와 인적재해 등으로 보험손실 역시 역대 3번째로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재보험회
사 스위스 리(Swiss Re)의 시그마 보고서(예비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남
부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이 겪은 허리케인과 멕시코 지진, 캘리포니아 산불 등 북미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해 보험손실 규모가 크게 늘었다. 특히 하베이·어마·마리아
등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와 지역을 강타하면서 930억달러 규모의 보험손실이 발생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한 데는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
후 주거 문제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스위스 리의 커트 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카트리나 등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강타한 이후 해안 지역에 지어진
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의 잠재적 피해 규모가 이전에 비교해 크게 늘었다"고 소
개했다. 허리케인 피해 주민들이 해안에 거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
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7) 멕시코만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수분이
증발했고 늘어난 수분을 흡수한 '어마'가 더 강력해진 것입니다. 일부 논란이 있지만 기
상 전문가들은 초강력 허리케인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를 꼽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몇 년 전 미국 MIT 연구진은 지구 온난화로 북대서양 해수면 온도가 지난 30년
사이 섭씨 0.5도 상승해 폭풍의 위력이 2배로 늘어났다. 국가 차원에서도 글로벌 사업
생태계를 형성해 유리한 시장 개발 위치를 선점하려는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8)
글로벌 위험사회에 산다는 것은 위협과 무지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정치적·사회적·
도덕적 역설과 딜레마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다는 뜻이다. 이 무지사회는 더
많고 더 좋은 지식과 더 많고 더 훌륭한 과학으로 극복될 수 없고 그 반대로 더 많고
더 훌륭한 과학에 의해 산출된다.
연출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측면이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민주주의 제도와 자유를
파괴하는 것은 테러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글로벌 연출과 그 연출에 뒤이은 정치적
예측이다. 즉 감시 카메라의 증가에서 이민의 통제 등 자유권의 제한은 실제로 닥친 재
5)
6)
7)
8)

ez@newsis.com
(http: // www.ytn.co.k r/ _ln / 0104 _ 201708220424551399).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http: // www.hani.co.kr / arti / economy / economy _ general/824962.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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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의 결과, 테러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런 경험의 산물이며 그 경험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예상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재발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시도
이다. 하지만 테러리즘이 성공을 거듭한 배경에는 미국 정부나 유럽 정부, 언론에서 활
동하는 저널리스트들이 연출의 의미를 이제까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있다. 저널
리스트들이 올린 영상이나 사진은 테러리스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결과적으로 범인들
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테러리즘은 무수한 사망자들과 미국의 도덕적·정치적 피해라는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글로벌 위험은 도덕수업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리스크
를 전하는 매체에 대한 갈등이 있다. 케빈 로빈스(Kevin Robins)가 걸프 전쟁에 관한
언론매체의 재현을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화면은 평범한 시청자들을 거친 현실에 노출하지만, 그런 현실에서 냉혹함을 빼앗는다.
그로 인해 도덕적 무게가 없어진다. 화면은 책임을 촉구하지 않은 채 센세이션을 제공하며
우리를 스펙터클한 구경거리에 몰입시키지만, 그 복잡다기한 현실과 대결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벡 329-30)

글로벌 리스크는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죽음과 고통을 개인적인
운명으로 또 집단적 운명으로 일상화한다. 리스크 연출은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테러 공격, 유조선 난파,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사태 예
측에 대한 공포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리스크는 곳곳에 도사
리고 있지만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르다. 그러나 리스크의 객관성은 리스크 인
지와 리스크 연출의 산물이다. 글로벌 위험사회는 테러부터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포
괄적이다. 그 중 9·11 테러사건을 다룬 영화를 바탕으로 종교적 힘을 다음 장에서 논하
고자 한다.

2.2 9·11 테러와 종교적인 힘
9·11 테러 사건을 최초로 영화화 한 <플라이트 93>(연출: 폴 그린그래스 감독)은 테

러에 성공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유나이티드93’을 다룬다. 그린그래스 감독
은 <플라이트 93>에서 정치적 비판 또는 메시지 전달보다는 당시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려고 애를 썼다. <플라이트 93>은 비행기 안 승객들의 절박함과 긴박하게 돌아간
미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피해자들이 죽음 앞에서 겪어야만 했던 공포
와 고통을 그려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납치당한 비행기 안에서 침묵하지 않고 대처
하는 승객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관한 내용이다. 2001년 9월 11일, 보스턴에서 LA로
향하던 아메리칸항공 비행기가 예고 없이 항로를 이탈하는데 관제센터가 교신을 시도하
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순간 “우리는 비행기들을 납치했다!”는 짧은 교신이 온다.

다급해진 관제센터는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기들에 주목하지만 어떤 비행기인지 쉽게 파
악되지 않는다. 이 영화는 테러가 성공하지 못한 네 번째 비행기 ‘유나이티드 93’ 안에

서 승객들과 테러범들이 벌인 혈투를 승객의 시각으로 그려낸다. 무기력한 상태로 공포
에 떨고 있던 승객들이 테러범들과 싸워보기로 마음먹는 건 거창한 애국심 때문이 아니

영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나타난 글로벌 위험사회와 종교적인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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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들과 전화통화하면서 자살테러임을 직감한 몇몇 승객들은 ‘이대로 죽을 거라면
싸워보고 죽는 게 낫다’는 생각에 테러범과 맞서기로 결심한다. 테러범 소탕을 전제로
전쟁이 벌어지는 요즘에도 수많은 희생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희생
자들을 추모하는 데 그친 <플라이트 93>에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9) 한편, 2006
년에 개봉된 9·11 사건의 실화인 올리버 스톤 감독의<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세계적 무
역센터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그 잔해에 갇힌 사람들 동료애와 가족들의 사랑을 다
룬 내용이다. 영화 초반부엔 아주 일상적으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경찰관의 이야기로
전개되지만 굉음과 동시에 그들의 운명은 달라진다. 영화는 가족과 사회 동료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하고 진부할 수 있지만 글로벌 위험사회가 과학적 전문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학에 연관됨을 보여준다.
사회학은 지식을 기대와 사회적 특성 부여, 사회적 구성으로 이해한다. 글로벌 위험
사회 이론은 현대 세계에서 변함없는 기본 상수와 근본 개념, 근본 제도들을 그 뿌리부
터 다시 생각할 것을 강요하고 또 이를 가능케 한다.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삶이 지닌
한 가지 근본 특징은 “자각적인 삶과 판단의 인류학적 전제조건인 의미와 상식의 박탈”
(벡 209)이다. 이는 인간 삶의 핵심이 위협받고 인간은 판단력을 박탈당한다.
체르노빌 핵 발전소 사고에서 사망자의 추정치의 차이가 엄청 큰 것은 방사선 오염지
역과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도 바뀌기 때문이다. 은폐된 무지와 아는 무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무지의 다양한 형태들이 기이한 역설을 수반한다. 발달된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이 결정하기 힘든 리스크와 과학이 생산한 풀릴 길 없는 무지 속에서 미동도 하
지 못하고 있다.10) 위험이 크면 클수록 무지도 커지고 결정도 필수적이 되는 한편 불가
능해진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헤어스프레이나 뿌리는 향수는 생태학적 무지의 극적
이고 심각한 사례이다. 지식과 무지의 경계가 사라진다. 문제는 아직 알지 못함이 아니
라 알지 못한, 인식하지 못한 무지이다. 인류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봐야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알 수 없음이다. 또는 유전자 변형 동식물의 생산과 유통, 이용의 장기적 영향
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무지의 리스크가 유전공학의 옹호자와
비판자들 사이에 논쟁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의도적 무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알 카에다 테러리즘의 본질은 조직적인
무지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알 카에다는 안개 같은 알카에다주
의로 변한다. 그들의 성공적인 전략은 실제의 재앙과 세계화된 재앙 예상, 즉 테러 리
스크는 다음 테러 공격에 대한 무지를 조직적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다.
최악의 재앙은 보상할 수 없고 그런 재앙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예방은 다소 허구적인 추측과 가설, 환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방은 경험에 의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예방원칙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로 인해 위험에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다. 예를 들자면, 이라크 전쟁이 그것이다. 이
전쟁은 대 테러 전쟁으로 공표 되었지만, 결국 이라크가 테러리스트들의 집합장이 되는
9) 오마이뉴스](http://www.nocutnews.co.kr/news/180346).
10) <타임>. '리스크를 안고 사는 삶‘. 2003. July 28.(벡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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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가져왔다. 무지는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일 수도
원칙적일 수도 있고,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에런 빌다프스
키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가? 우리 시대의 거대한 환경 이슈와 안전 이슈에서 지식
과 행위의 관계』(But is it true?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Action

in the Great Environmental and Safety Issues of Our Time)에서 환경운동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고 자연파괴와 건강위험에 관한 부작용 지식 자체가 많은 무지-회피, 실
수, 오류, 과장, 교조주의-를 함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빌다프스키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리스크 계산에서 잘못된 확률을 의식적으로 외면할 경우 위험을 과대평가하거나
예방적인 리스크 회피정책의 의미에서 모든 영역의 사회행위가 과잉 대응하는 결과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작용이란 말은 동질적인 전문가 서클이 아직은 다른 지식
행위자들과 지식 형태를 무지로 폄하하여 배제할 수 있는 갈등 단계를 암시한다. 또는
부작용의 개념은 무지를 자기위협의 강화로 인식하는 역설적인(무지) 지식 형태를 의미
한다. 산업의 자기위협에 대한 믿음을 얻은 지식이 강하게 부정되면 될수록(알려고 하
지 않는 무지 뒤에서 자라는) 실제의 위험 잠재력은 더 위협적으로 된다. 무지는 연출
공간을 열어준다. 계획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우연 때문에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의
반대, 즉 그들이 두려워하고 피하려 한 것에 도달하면 우연은 그들의 급소를 찌르는 셈
이 된다. 글로벌 위험사회 이론의 핵심 명제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점점 더 사실로 확
인될 것이다. 리스크 모델의 인식하기 힘든 리스크는 통제 가능성 뒤에 숨어 있다. 빈
도와 피해 규모의 부조합은 많은 산업이 빠져 있는 불확실성의 함정이다. 일어날 법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가능한 리스크도 여론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와 과학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학의 내용은 물리학자의 문제이지만 그 영향은 모든 인
간의 문제이다. 이것이 글로벌 위험사회의 부작용 정리이다. 울리비 벡은 아직 통제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넘어가는 길목을 표시하는
‘경계석’을 보험원칙으로 보았다. 다음은 에릭슨과 도일의 연구사례이다.

“9·11은 ‘커다란 돌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보상금을 지불
했고, 그래서 비교적 무난히 일을 처리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 경우에 현대화
의 리스크가 보험 시스템으로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벡은 보험업자가 종종
극도로 불확실한 조건에서 재앙을 불러올지 모를 리스크를 보장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만, 그는 이런 노력이나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속이는 절망적 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조사 연구는 새로 발견한 파멸적인 리스크
가 비록 지식과 통제에 완전히 새로운 문제점을 던지지만, 그럼에도 보험업자들은 보
험 시세에 놀라지 않고 위협을 시장 기회로 변화시키는 행보를 취한다.” (벡 235)

위 연구결과는 보험에 들 수 있는 리스크와 보험에 들 수 없는 리스크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는 가설을 반박한다. 보험업계 내부 인사들은 9·11이 실제로 엄청난 손실
을 끼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리스크라고 위 두 사람은 같은 의견을 내 놓았다.
테러 리스크와 보험에 들 수 있는 사건은 다르다. 테러 리스크와는 달리 9·11 테러사건
은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사건이다. 하지만 테러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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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제1현대와 제2현대에서 태어난 양성동체이다. 어느 정도 제한된 피해사건이라면
보험에 들 수 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피해사건이나 경제적·사회적·
정치적 결과의 예상을 대변하는 한,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면, 또한 준군사
적으로 이제까지의 개념논리를 깨는 것이라면 보험으로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테러리즘은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한계가 없는 테러 리스크는 한정된 피해를
불러올 수도, 피해의 끝이 안 보이는 재앙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테러 리스크
의 규모는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비로소 결정된다. 경제와 정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공포가 만연한 상태에서 사적 재보험업자들은 스스로를 신자유주의적이라 생각하는 정
부에 대해 자신들의 협박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즉 정부는 최후의 리스크 관리자가
된다. 세계적으로 생산된 불확실성이 보험에 끼치는 영향은 국가에 끼치는 영향과 비슷
하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불확실성은 보험과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강화한
다. 리스크는 인간 존재의 재생산조건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이기
에 시간적·공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경계를 접할 수 없다(벡 243).
영화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가족·사회·종교적 힘이 바탕을 이룬다. 일상 속에서 비
현실 같은 사건에 주저하지 않고 인명을 구하려 뛰어 든 경찰관들이 건물이 무너진 잔
해 속에서 구출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직업인으로서의 경찰관과 그 가족의 사랑, 그리고
동료들의 의리와 사랑을 담아내었다. 울리히 벡이 강조한 글로벌 위험이 태어나지 않은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경찰관의 임신한 부인을 통해서 연출이 된다. 부상당
한 경찰관은 꿈속에서 신의 모습을 보고 깨어난다. 그리고 그는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most amazing thing just happened. I saw Jesus. And you know what?
He had a bottle of water. And I could have drunk it, you know? But I didn't
drink it. He's telling us something. Sarge. He's telling us to come home.”

이 장면은 그가 죽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관객들에게 환희를 주는 광경이다. 경제 승리
의 무너진 잔해 속에서 죽음 직 전에 본 신의 모습은 어떤 은유일까? 인간은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종교적인 힘을 강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글로벌 위험의 주범은
인간이다. 종교적 암시가 글로벌 위험사회의 출구로 간주된다.

Ⅲ. 나가면서
울리히 벡은 리스크는 불분명하지만 어느 곳에나 도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리스크
의 개념은 이분적이다. 또한 그는 글로벌 위험사회의 리스크는 개인화 가능성의 원칙을
조롱하며 피해 예측은 전체 사회 및 지역과 연관되고 결국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
까지 포함한다. 글로벌 리스크는 보험보호의 지평에서 벗어나며 보험 불가원칙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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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리스크의 팽창이 보험보호를 앞서가는 정도에 따라 보험보호는 사회적으로나 정치
적으로 불안을 없애주는 의미를 잃는다. 이러한 불안은 많은 종류의 행위자들과 집단이
정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양극화하고 배제하고 낙인찍는 경향이 리스크의 논리이며 비대칭과 그 안에 내보된
시각의 대립은 차후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리스크의 본질이다. 리스크를 인지
하지 못 하거나 인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인간 존재에게 대안이 없다는 점과 더불어
증가한다. 리스크 불평등, 리스크와 지배간의 연관성의 관점에서 위험을 수출하는 경우
가 있다. 그 나라에서 리스크를 수용한다고 해서 그 수용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들의 침묵은 궁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즉 위험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강요된 것
이다. 리스크는 글로벌 세계의 권력관계에서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연출된 현
상이다. 리스크는 권력과 지배를 부르는 다른 말이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결정의 대가와 비용을 떠넘길 수 있는 권력 수단과 폭력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산 권력과 개념 정의 권력이 일치하기 때문에 글로벌 희생자 계급에 대
한 글로벌 지배계급의 우위가 가능해 진다. 이러한 울리히 벡이 서술한 여러 내용들은

영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통해서 재조명된다. “신은 내게 인간들을 돕고 나라를 방
어하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경찰관의 말과 그들이 부시대통령의 행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상반적이다. 무엇보다도 경찰관이 꾼 꿈속에서 신이 그에게 주신 물병은
생명이다. 또한 “집으로 돌아가라”는 신의 말씀은 글로벌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
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칸트는 “지구 표면에 대한 공동 소유권의 지분을 근거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방문
권을 염두에 두고 손님 환대라는 범주”를 사용한 반면, 자크 데리다는 “환영하는 장소와

거기서 그를 환대하는 누군가가 없으면, 집이 없으면 손님 환대도 없다고 말한다”(벡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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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나타난
글로벌 위험사회에 종교적 힘”에 대한 소고

김 영 원(서울대)

정신희 교수님의 “영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나타난 글로벌 위험사회
의 종교적인 힘”은 전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테러로 인한 삶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해 종교적인 힘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논한 훌륭
한 글임을 확인하며 이 글에 대해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질문과 논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글 서두에 울리히 벡이 리스크가 신을 자신의 위치와 기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결국에는 리스크의 범주가 불확실성의 관계까지 포함함에 따
라 신은 혹은 그에 대한 믿음인 종교적인 힘은 역사무대의 뒤편으로 물러나
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기존의 사회의 불안과 불확실성
에 대해 종교적인 답변이 사회 안에서 기능하였지만 위험사회로 가면서 리
스크의 범주 안에서 종교적인 힘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이 글은 이 리스크 범주의 발전과 위험사회 개념이 어떻게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는가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리스크의
범주가 발전함에 따라 그 힘과 의미를 잃었다고 주장했던 종교적인 힘에 대
해 이 글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위험사회의 출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리스크 범주의 발전으로 뒤로 물러나게 되었던 혹
은 위험사회에서 그 의미가 퇴색한 종교적 힘이 위험사회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본문에서 특별히 4페이지에서 글로벌 위험사회는 혹은 무지사회는

“더 많고 더 좋은 지식과 더 많고 더 훌륭한 과학으로 극복될 수 없고 그 반
대로 더 많고 더 훌륭한 과학에 의해 산출된다”라고 교수님은 주장하고 있습
니다. 이 주장은 더 훌륭한 지식과 더 높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대량 살상무

기의 발달과 더 위험한 테러의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는 의미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등장과 빅데이터를 다
룰 수 있는 기술과 과학의 발달은 리스크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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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던 현상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옮김으로써, 무
지의 영역에 있던 부분을 지식의 영역으로 옮김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기
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보다는 지식
과 과학의 종류를 구분해서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언론의 연출을 통해서 글로벌 리스크가 객관화되지만, 이 연출은
리스크의 원인이 되는 테러를 막거나 방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테러의 잠재적
피해자들인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권리를 방해하고 결국에는 테
러리스트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
고 더 나아가 인용문에 보면 테러를 하나의 스펙타클한 구경거리로 만들어
치열한 현실인식으로부터 사람들을 괴리시킨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있기에 전달되어야 할 테러와 혹은 다른 위험
들은 언론에서 어떻게 전달되어야 옳을까요? 다시 말해, 테러나 위험에 관
련한 사실은 어떤 형태의 서사로 전파되는 것이 옳을까요?
마지막으로, 종교에서 다루는 신화의 경우도 그 사회의 위험과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극복의 주체와 방식을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전달한 것
인데 그렇다면 언론의 연출도 그러한 신화의 형태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위험사회에서도 종교적 언어는 혹은 종교적 언어의 기능은
쇠퇴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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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한 열정: 중세 영국 처녀 순교자 전설에 나타난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의 역할 탐구1)

사 미 옥(충북대)

카렌 윈스테드(Karen A. Winstead)가 언급하듯이, 처녀 순교자 전설은 고대후기에서
중세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문학 분야 중 하나였다. 처녀 순교자 전설마다 조금씩 차이
는 있지만, 전형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순결이 강간 또는 중매결혼으로 위협을 받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녀는 순결을 포기하기 보다는 죽음을 택한다. 시각적으로 폭력적이며, 처녀 순교자
전설의 이야기는 대체로 처녀 순교자와 이교도 박해자 간의 주고받는 일련의 대화와,
점점 강도가 세지는 일련의 고문을 포함한다( 샤우스 814).

일반적으로 말해서 비평가들은 처녀 순교자 전설에 대해 두 가지 상반적인 입장을 취한

다. “연약한 나체에 가해지는 폭력”의 생생한 묘사 때문에 종종 많은 비평가들은 처녀
순교자 전설을 “남성의 여성에 대한 적개심의 용인된 분출구를 제공하는 얄팍하게 가장

된 외설물 장르”로 받아들여 왔다. 반대로, 다른 비평가들은 처녀 순교자를 “억압된 가
부장제에 대한 용감한 저항자”(3)로 여겨왔다. 그러나 마가렛 샤우스(Margaret Schaus)

는 처녀 순교자 전설을 “여성의 권력부여 또는 여성의 권력박탈”로 보는 것은 옳지 않
다고 주장한다. 이것에 대한 증거로서 그녀는 남성, 여성 작가 모두가 남성 및 여성 독
자를 위해 처녀 순교자 전설을 기록한 사실을 지적한다. 이 논문은 샤우스와 마찬가지
로 처녀 순교자 전설을 젠더 특정적 관점에서 보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
를 들면「초기 기독교에 나타난 순결과 여성성에 대한 순결의 의미」(Virginity and
Its Meaning for Women’s Sexuality in Early Christianity)에서 엘리자베스 케스텔
리 (Elizabeth Castelli)는 순결이라는 개념은 여성을 상품화하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다고 주장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녀는 여성에게 있어서 순결의 의미를 연구
하기 위해서 예수와 처녀의 영적 결혼에 대한 단어를 조사한다. 그 결과, 영적 결혼의
비유는 처녀의 가치를 중시하고, 처녀가 영적 신랑에 속한 것이며 이는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세속적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논문은 케스텔리
의 주장과 반대로, 영적 결혼의 비유에 나타난 순결이라는 아이디어는 여성의 순결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케스텔리가 간과하는 점은 바로 여성과 마찬
가지로 남성도 예수의 영적 신부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적신부로서 처녀라는
1) 이 논문은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제22권 4호에 게제예정인 “Exploration of the Role of Virgin
Martyr's Beauty in Chaste Passions: Medieval English Virgin Martyr Legends" 를 한글로 요
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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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젠더 특정적이지 않다. 또한 문화적인 산물로서 순결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서, 케스텔리는 “안드레이아”(andreia)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사하는데 이 단어는 스토아

학파(Stoicism)에서 빌려온 말로 순결의 중요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단어
이다. 그녀는 이 단어가 순결과 관련이 있으며, “남자다운”(manly)의 뉴앙스가 있다고
말한다. 케스텔리는 이 단어의 뉴앙스에서 볼 수 있듯이, 순결이라는 아이디어는 여성
성과 여성 정체성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케스텔리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논문은 처녀
순교자 전설에서 순결의 강조는 젠더를 초월하여 영적인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라고 생각한다. 종종 처녀 순교자는 “남성적”(masculine)인 것으로 묘사된다. 즉 그들은
용감하며 강한 논쟁으로 그들의 적에 대항한다. 필자는 “안드레이아”(andreia)라는 단어

의 기원이 처녀 순교자를 남성적으로 묘사하는 이유를 살펴보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생
각한다. 즉 처녀 순교자를 남성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 단어가 스토아학파의 미덕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미덕, 즉, 영적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처녀 순교자 전설을 젠더에 국한된 관점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윈스테드의 『순결한 열정: 중세 영국의 처녀 순교자 전설』의 텍스트 분석을 통
해서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의 역할에 대해 조사한다.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은 세속
적 작품의 여주인공의 아름다움과는 다르게 묘사된다.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은 세속적
작품의 여주인공이 소유하지 못한 매우 고유한 힘을 가진다. 즉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
은 다른 이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처녀 순교자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
인다. 또한 세속적 여주인공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중점을 두는 반면, 처녀 순교자의 아
름다움은 영적 아름다움을 포함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여성성의 묘사와 상반된다.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순결한 열정: 중세 영국의 처녀 순교자
전설』에 나오는 “줄리아나”(Juliana), “크리스틴”(Christine), “캐서린”(Katherine)의 전
설을 살펴본다. 즉 이 처녀 순교자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가 세속적 여주인공의 아
름다움의 묘사와 어떻게 다른지 탐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처녀 순교자들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어휘 및 그들의 아름다움이 주변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본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 이 처녀 순교자들의 개종 전후에 나타난 그들
의 아름다움의 묘사 및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처녀 순교자들의 아름다
움은 세속적 여주인공의 아름다움과 다름을 증명한다. 즉 모든 처녀 순교자들은 개종
전 아름답다. 즉 그들은 남성 및 여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매료시키는 남다른 미모
의 소유자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개종 후 및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의 아름다움은
다른 이들에게 더욱 강력히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에 놀라며, 그들
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한다. 또한, 세속적
작품의 여주인공의 아름다움이 남성의 시각에서 성적으로 매력 있게 묘사되는 것과는
달리,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은 젠더를 초월한다. 또한,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은 신
의 영광이나 신의 뜻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다.
처녀 순교자 줄리아나는 이교도 가정에 태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이교도 신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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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믿었다. 그녀의 아버지의 지인인 엘리우시우스(Eleusius)는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줄리아나의 뛰어나게 아름답고 절묘한 모습을 보고, 그는 마치

그의 심장이 사랑의 활로 쏜 화살에 맞은 듯 느꼈으며, 그녀의 치유적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을 거 같았다”(12). 이 인용구에서 보듯이, 줄리아나의 아름다움은 엘리우시우
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움은 세속적 여주인공의 아름다움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세속적인 여주인공의 아름다움처럼, 처녀 순교자 줄리아나의 아름다
움은 엘리우시우스에게 여성으로서 매력적이다. 또한, “사랑의 활”(love's bow) “그녀의
치유적인 사랑”(her healing love) 이라는 표현은 여주인공의 아름다움이 그녀의 추종
자에게 일종의 아픔으로 묘사되는 세속적 문학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러나 줄리아나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는 그녀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문을 당할 때
변화한다. 그녀가 이교도인 엘리우시우스와 결혼하고 신앙을 버리기를 거절하자, 그는
그녀를 무자비하게 고문한다. 그가 그녀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왔을 때
그는 깜짝 놀란다: “그가 그녀를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관 의자에 앉았을 때, 그녀는 그

지방행정관[엘리우시우스]앞에 당당히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마치 해처럼 빛났다. 그
런 그녀를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21). 그녀가 견디기 힘든 고문 후에 건강과 아름다
움을 잃을 것이라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
었다. 또한 고문 전에 그녀의 아름다움은 성적으로 매력 있게 묘사되었으나 고문 후에
는 그녀가 일종의 “성스러움”(holiness)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그녀의 얼굴이 “마치 해

처럼 빛났다”라는 표현에 암시된다. 따라서 그녀의 박해자는 놀라게 된다. 요약하면, 처
녀 순교자 줄리아나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박해자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며 그를 놀래게
만든다. 즉, 어떻게 그녀가 견디기 힘든 고문 후에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지 그의 인간
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기에 놀라게 된 것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줄리아나가 힘든 고문을 당할 때 전투적이고 공격적으로 묘사되
는데, 이는 세속적 작품에서 나타난 여주인공의 전통적인 여성성의 묘사와 상반되는 면
이다. 세속적 여주인공이 수동적이고, 나약하게 묘사되는 반면, 줄리아나는 강력하고
전투적으로 묘사된다. 예를 들면, 줄리아나가 고문을 당한 후 악마가 그녀를 시험하려
나타났을 때, 그녀는 악마를 꾸짖고, 심지어 구타하여 악마를 겁에 질리게 만든다(20).
이는 처녀 순교자 줄리아나의 신체적인 강건함을 보여주기보다는 악마에 맞서 싸우는
그녀의 영적 강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교도와 결혼하라는 악마의 유혹을 강하
게 거부하면서, 그녀는 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또한, 처녀 순교자를 “남성적”으로 묘사하는 예는 줄리아나가 박해자에게 끔찍한 고문

을 당한 후 신을 찬미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무자비하고 고통스런 일련의
고문 후에도, 줄리아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을 찬양하며 더욱 의지한다. 즉 젊은
여성으로서 줄리아나는 그녀의 임박한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의 신앙을 지키
며, 용감하게 그녀의 박해자에 대항한다. 따라서 그녀의 영적인 강건함, 즉 그녀의 영적
아름다움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사형집행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신께 향하
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오백 명의 남성과 백삼십 명의 여성이 사형 집행되기 위해서 몰

「순결한 열정: 중세 영국 처녀 순교자 전설」에 나타난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의 역할 탐구

27

려갔으며, 모든 순교자들은 행복하게 천국으로 갔다”(24).
처녀 순교자 크리스틴의 경우 다른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과 다소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이야기 초반에 작가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 온화한 처녀

는 매우 사랑스러워서 그녀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남성, 여성, 아이―모두 그녀를 사
랑했다. 신은 그녀에게 상당한 은총을 내려서 그녀는 신의 종과 순결한 처녀가 될 것임
을 맹세하면서, 모든 악과 사나운 행동을 피했다” (62). 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크리
스틴의 아름다움은 성적 매력이라기보다는 영적 미덕에서 기인한다. 남녀노소에 관계없
이, 그녀를 본 사람은 누구나 그녀를 사랑한다. 즉 그녀의 아름다움은 신의 은총에서
비롯되며,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따라서 남성들도 그녀를 보면 그녀의 아름

다움에 반하게 된다. “단지 그녀를 하루 본 것만으로도 일주일동안 기분이 좋게 만들었

다. 그녀의 외모는 그들로 하여금 ‘확실히 이 사람은 지금껏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

다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만들었다“ (62).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크리스틴의 아름다움
은 남성의 눈길을 사로잡지만, 세속적 여주인공과는 달리 성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세속적 여주인공의 아름다움이 남성을 매료시켜 심적 고통을 야기하는 반면에, 크리스
틴의 아름다움은 그들에게 기쁨을 선사한다. 또한 크리스틴의 아름다움이 남녀 모두에
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녀의 아름다움은 세속적 여주인공의 아름다움의 영향력
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처녀 순교자 줄리아나와 마찬가지로 크리스틴은 이교도인의 박해를 받는 동안에 매우
강인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교도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
자, 그녀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를 강력히 저항한다. 따라서 이에 격노한 그녀의 아버지
는 그녀가 신앙을 포기하도록 열 두 명의 부하들이 그녀를 고문하도록 시킨다. 놀라운
점은 열두 명의 부하들이 더 이상 고문할 힘이 없을 정도로 그녀에게 폭력을 가해도,
“그녀는 명백히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she apparently felt no pain, 64). 끔

직스런 고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채 용감히 맞선다. 이
장면에서 보듯이, 처녀 순교자의 묘사는 세속적 여주인공의 묘사와 상당히 다르다. 세
속적 문학 작품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성을 약하고 수동적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처녀 순
교자 크리스틴은 종교적 핍박에 직면했을 때, 매우 강인하고 공격적으로 그려지는데 이
는 그녀의 영적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또한, 다른 처녀 순교자와 마찬가지로, 크리스틴
의 아름다움은 그녀가 잔인한 고문을 겪은 후에 더욱 영향력을 행사한다. 비록, 고문
후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 우리는 그녀의 아름다움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작가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랑스러운(lovely),” “빛나는”(radiant) 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여 묘사한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빛나는”이라는 단어는 작가

가 천국을 묘사할 때도 쓰인다. 즉 작가는 천국을 “빛나는 천국” (radiant heaven)이라

고 묘사한다. 이 단어가 사용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처녀 순교자 크리스틴의 아름다
움은 세속적인 것이 아닌 천상의 아름다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작가는 이야기 끝에
서 크리스틴을 위해서 신에게 기도를 한다: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당신의 빛나는 종인
크리스틴과 함께 축복을 받으며 그 곳에 앉아계신 것을 보게 하소서!”(69). 작가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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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의 아름다움은 작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
하면, 처녀 순교자 크리스틴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볼 수 없으나, 우리는
그녀의 아름다움이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초월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을 볼 수 있다.
다른 처녀 순교자의 전설과는 달리, 우리는 캐서린의 이야기에서 처녀 순교자의 아름
다움에 대한 더 많은 묘사와 더 강력한 영향력을 볼 수 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와 다
른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의 묘사도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처녀 순교자 캐서린의 아
름다움과 그 역할에 대한 묘사는 이 논문에서 살펴본 전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뛰어
나다. 다른 처녀 순교자들과 마찬가지로 캐서린이 태어났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은 남달

랐다. “이 성스러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섬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놀랐다; 일곱 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섬세하게 성
장해서 그녀를 본 모든 사람은 그녀가 키프로스의 기쁨과 보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121).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캐서린의 아름다움은 주변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
로 하여금 그녀의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만든다.
또한 그녀가 성장한 후에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다른 이들에게 상당한 인상을 남긴다.
예를 들면, 은둔자인 아드리안(Adrian)이 예수와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녀를 데리고 가
기 위해서 그녀를 찾아왔을 때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란다: “그는 지금까지 본 사

람 중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을 봤다” (126). 비록 그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지
만, 남성의 시각에서 이를 묘사하지 않고, 중성적으로 묘사된다. “빛나는”(splendid)라

는 단어의 사용에서 볼 수 있듯이 캐서린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는 젠더에 국한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녀가 예수와 결혼한 후 개종했을 때, 그녀는 더욱 아름답게 보이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강력히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예로서 로마
황제인 막센티우스(Maxentius)가 캐서린을 포함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로마 황제인 막센티우스(Maxentius)가 캐서린이 사는 알렉산드리아에 왔을
때, 그는 기독교인들이 이교도 신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아니면 끔찍한 죽음을 당하도
록”(133) 강요했다. 캐서린이 황제의 말에 저항하기 위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녀의 아름다움에 놀란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그녀를 따르고 그녀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들의 제물을 내팽개쳤다”(134). 인용문
에서 보듯이, 우리는 그녀가 개종 전 후, 그녀의 아름다움의 영향력의 차이를 볼 수 있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녀가 개종 전 그녀의 아름다움은 영향력이 덜했다. 비록 그녀
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움직이게 하
는 특별한 힘은 없었다. 그러나 개종 후, 그녀의 아름다움의 영향력은 증가한다. 즉 그
녀의 아름다움은 다른 이들을 상당히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교도 신에 대한
제물을 버리고, 순교하도록 이끈다. 비록 우리가 세속적인 문학 작품에서 여주인공의
아름다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볼 수 있지만, 처녀 순교자 캐서린의 아름다움과 같
이 강력한 영향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고작해야 세속적 여주인공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추종자의 마음에 사랑과 그로 인한 고통을 야기한다. 그러나 캐서린의 전설에서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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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게 만드는 강력한 영향력
을 행사한다. 우리는 또한 캐서린의 전설에서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의 역할을 보여주
는 또 다른 예를 볼 수 있다.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영향을 받아서, 이교도의 신
을 섬기기보다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죽음을 택하도록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함도 준다.

“그녀를 본 모든 사람은 그녀가 살아있는 그 어떤 여성보다 아름다워서, 그녀의 상당한
지혜와 비길 데 없는 아름다움에 놀랐다. 그 후에 죽음의 고통에 희생당하도록 강요된
사람들은 그녀의 엄숙함과 천상적인 아름다움에 상당한 위안을 받아서 그들은 신앙을
버리기보다는 죽음을 택했다“(137). 요약하면 캐서린의 아름다움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
휘하여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도록 만든다. 또한 그녀의 아름다움
은 그들에게 마음의 평온함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끔찍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
도록 만든다.
캐서린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에서 놀라운 점은 그녀가 단식을 한 후에도 그녀의 아
름다움이 덜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십이일 동안의 단식 후에도 그녀는 더욱 아름
답게 보인다. 우리는 이를 이교도 박해자인 황제가 그녀를 아무런 음식도 주지 않은 채
십이일간 투옥시킨 후 대면한 장면에서 볼 수 있다. “캐서린이 그 앞에 섰을 때, 그가

수일간의 굶주림으로 핏기가 없을 것이라 예상했던 그녀의 안색은 이전보다 더욱 밝고
아름다웠다” (153). 그는 캐서린이 십이일간의 굶주림 후에 더욱 아름다워진 이유를 도
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몰래 음식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한다. 즉
처녀 순교자 캐서린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논리적 사고를 초월한다. 따라서, 캐서린이

신께서 그녀에게 “영적인 음식”을 주셨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가 죽음 또는 이교도 신을
택하도록 강요한다. 비록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
지만 그는 아마도 그녀의 퇴색되지 않는 아름다움에 좌절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순결한 열정: 중세 영국의 처녀 순교자 전설』에 나오는 처

녀 순교자 줄리아나, 크리스틴, 캐서린의 아름다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심
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이 세속적 작품 속에 나타난 여주인
공의 아름다움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남성의 시각에서 외모에 중점
을 두어 묘사되는 세속적 작품의 여주인공의 아름다움과는 달리,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
움은 젠더를 초월하고 영적인 아름다움도 포함한다. 또한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은 세
속적 여주인공의 아름다움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즉, 세속적 여주인공
이 주로 그녀의 추종자의 마음에 사랑과 고통의 감정을 야기하는 반면에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은 다른 이들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즉 젠더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처녀 순교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한
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당한 감동
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끔찍한 죽
음을 선택하도록 한다. 게다가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은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
를 주어서 그들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다. 요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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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처녀 순교자는 “모든 살아있는 여성가운데 은총의 특별한 그릇으로 선택” (125) 되
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신의
은총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신 앞으로 이끄는 도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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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론, 아담의 이름 짓기와 언어 회복:
리쾨르의 은유론과 뇌과학적 관점에서

김 경 아 (경기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내린 명령은 창조
하신 모든 사물에 이름을 지으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름을 지으라는 것은 사물을 다스
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대상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도 있다. 관계 맺기는
현상학에서 말하는 지향성(intentionality) 이론과 관련될 것이다. 즉 인간의 의식이 대
상으로 향하여 움직이고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뇌 과학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뇌의 작동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상에
대한 관계 맺기는 결국, 인간이 뇌와 몸을 통해 대상과 연결되는 것이다. 즉 세계와 몸
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뇌 과학자 에델만(Edelman)에 의하면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시상피질핵
(thalamocortex)의 선택적 재유입 상호작용(selectional reentry interaction)에 있다.
이를 작동시키는 것은 바로 뇌의 패턴 인식(pattern recognition)인데, 이 방식은 유리
된 정체를 연결시키는 은유적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사고 자체가 은유적 방식에
의존하며, 이러한 은유적 작용은 뇌의 중축 회로의 연합적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듯 은유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근원적인 것임을 볼 때, 리쾨르의 은유에 대한
강조는 타당성이 있다. 또한 신학적 관점에서도 신의 창조물로서의 인간을 다룰 때, 은
유의 신학적 함축성을 강조한 리쾨르의 은유론은 타당성을 얻게 된다.
은유적 과정의 고유한 부분이 바로 해석 작업이다(Simms 142-44). 모든 의식은 대
상세계로 향해 있고 이 대상 세계를 뇌의 패턴 인식, 즉 은유의 방식으로 해석해낸다.
은유적 언어는 바로 해석 작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세
상 만물에 대한 이름 짓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창조
된 세계를 다스리고 개인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은 세계를 경험하면서 해석할 필
요가 생긴다.
그러므로 에덴동산에서 피조물에 대한 아담의 이름 짓기는 소망을 안내하고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할 직무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부과된 기술의 한 방식이
된다(Eric 116). 여기서 리쾨르가 말하는 초월 논리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즉, 초
월 논리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인간이 가진 소망이나 목적을 실현하고, 창조된 세계와
적절히 소통하고 그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게 되는 전유(appropriation)
과정인데 이 전유는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은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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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대상에 대한 어떤 기술이든지, 어느 조건에서도 기술하는 자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아담이, 즉 “관찰자가 모든 것의 기원이자 원천이 된다”(Maturana 158).

그러므로 인간은 외부 대상을 볼 때 만남의 장을 창조하게 되고, 아담의 이름 짓기는
하나의 창조행위가 된다. 이러한 아담의 창조행위의 결과물을 가리켜 뇌 과학자 에델만
은 “제 2의 자연”(Second Nature)이라 지칭하고 있다.

아담, 즉 인간이 모든 설명의 토대를 구성할 때 기초를 이루는 것은 바로 체험들 사
이의 정합성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자면, 관찰자가 모든 실재들의 기원이 된다. 모든
실재들은 관찰자의 구분 작동들을 통해 창조된다. 모든 존재는 관찰자들의 이러한 구분
작동을 통해서 구성된다(Maturana 65). 그렇다면 성경에서 아담이 부여받은 이름을 짓
는 직무는 창조된 세계에 적절히 적응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적응
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인간이 세계와 관련을 맺고 상호작용하는가, 그리고 언어를 세계와 구별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불가결하다. 이 구별을 통해 세계와 언어는 그 구별성,
피할 수 없는 양자의 상호의존성 속에서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언어와 세계의
구조 내에서 대행자로서의 우리를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 짓
기와 관련하여, 진정 이러한 언어와 세계의 구별이 지닌 존재론적 힘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와 세계를 구별할 때마다 우리는 존재와 무관하게
발화하거나 없는 존재에 대해 발화하지 않고, 오히려 발화할 때 세계의 존재를 세세하
게 열거하게 된다(Fodor 5).
그렇다면, 발화 작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 세세
히 열거하는 행동이며, 이는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지시의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 우선
리쾨르의 일관적이고 철두철미한 존재론적 관심에서, 지시의 문제는 구조주의와 은유론
에서 다루어진다. 진정으로 은유의 문제에 대한 집중과 시적 언어의 역할은 지시적 차
원의 우선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역시 중요한 신학적 함축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존
재에 대한 지시적 문제의 다양성과 풍부함은 리쾨르 작품의 수많은 중심적 주제들을 연
결시키는 중심축이다. 지시의 주제는 우선 구조주의에 대한 리쾨르의 반목에서 강렬하
게 나타난다(Fodor 125-26).
구조주의 방법론의 맹점은 기호의 자의적 성격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구조주의는 단어들이 오로지 어떤 대상을 지시하던 간에 그 대상과 자의적으
로만 연결되어 있다고 단언한다. 더구나 소쉬르의 주장에서 대부분 기호의 자의적 성격
은 언어가 지시가 아니라 다름(difference)을 통해 구성된다는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기의의 본질이 대체적으로 미개척지의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모호하다(Fodor 130-31).
또한 소쉬르는 어느 곳에서도 지시(reference)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지 않고, 존재론을
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호의 자의적 본질에 대한 주장은 대체로 철학적으로 밝혀
지지 않고 있다. ‘자의적인’ 이라는 용어도 어떤 언술이든지 언어 사용자가 좋아하는 것

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소쉬르는 언

34

2018년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학술대회

어가 내재적으로 관습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사용법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학적 전통과 확립된 관습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최근 뇌 과학에 의하면 언어의 자의적 성격은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의의
본질은 에델만이 말하는 C' 상태일 수 있다. 그리고 기표는 이러한 C'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C 가 된다. 에델만은 인간 의식이 “시상피질 시스템의 좀 더 앞부분에 넓게 존재

하는 가치 범주 기억 시스템과 지각 범주화를 실행하는 좀 더 뒷부분 시스템 사이의 무
수한 재유입 상호작용”(WTS 77)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는 “재유입의 역동적

핵의 근본적인 신경 활동이 외부 세계와 뇌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현상적 변형체- 의식
적 동물, 퀄리아를 갖는 것으로 전환시킨다고”(WTS 77-78) 밝히고 있다. 이러한 뇌의

재유입 상호작용을 가리켜, 마뚜라나는 폐쇄된 신경 체계내의 작용, 즉 뇌의 “순환적재귀 작용”(Maturana 90-91)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폐쇄된 신경 체계의 작용은 새로운 것, 즉 언어를 창출한다. 이는 마

뚜라나가 “세계는 언어에서 출현한다”(Maturana 90-91)라는 분석의 근거가 될 수 있
다. 그래서 에델만은 이를 두고 폐쇄된 신경 시스템내의 작용에 의해 산출된 “두 번째

자연”(the Second Nature)이라고 일컫는다. 즉, 폐쇄된 신경체계의 작용은, 에델만이
설명한 바, C' 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 C'는 다른 신경 작용과 특정한 신체 활동의 원인
이 된다. 에델만은 C'를 특정한 시간대에 역동적 핵을 구성하는 신경 활동의 통합된 패
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N 92). 그리고 에델만은 C'가 수반하는 의식 상태를 C라고 부
르고 있다. 여기서, 그는 C 자체가 인과적일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
이 재유입적 역동적 핵에서의 신경 활동의 통합에 의해 수반된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말
한다. 거시적 수준에서 물리적 세계는 인과적으로 닫혀 있다. 오로지 물질 혹은 에너지
수준에서의 거래와 교환만이 인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과적인 것은 시상피질
핵의 활동이지, 그것이 수반하는 현상적 경험이 아니다(SN 91-92). 현상적 변형체로서

의 C는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C'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적 사건에 반응하는 것일 뿐이다”(WTS 79).

그래서 C'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의식 C는 다차원적인 퀄리아 공간에서 정련된 구별
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반영이다. 이 현상적 변형체는 이 공간 내에서의 사건을 반영하
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인과적인 C' 사건들을 말해주는 신뢰할만한 지표가 된다. 진정
개인이 C' 효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 현상적 변형체는 C' 활동
에 의해 가능한 구별을 반영하는 통합된 장을 제공하고, 그리하여 그 의식 밑에 깔려
있는 인과적 상태들에 대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지표를 개인에게 제공한다(WTS
79-80).
즉, 에델만의 뇌 과학은 인간의 의식이 존재하는 대상 세계와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
으며 세계와 몸이 신체적,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의식의
작동 방식은 유리된 정체를 연결하는 패턴 인식, 즉 은유적 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리
쾨르의 시적 담론과 종교 담론이 공유하는 것이 바로 은유이다. 리쾨르가 구조주의 문
학비평에서 주장하는 언어의 반 지시적 경향, 예를 들어 언어 자체를 하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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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f)으로 만드는 경향에 반기를 들고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
한 지시를 회복시키고 혁신시키고자 한 것은 바로 언어의 은유적 기능을 통해서이다.
이를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은유는 외부 세계로부터 신호들을 받아들이는 폐쇄된
신경 체계내의 선택적 재유입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패턴 인식의 표현이다. 리쾨르는 인
간과 세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의 전체능력을 회복시켜서 언어의 무력화를 막
고자 한다. 이는 은유를 통해 가능하다고 리쾨르는 역설한다. 은유를 통해 존재의 의미
가 계속 나타나도록 하고 새로운 언어가 계속 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석학적 철학에서 리쾨르가 종교적 담론과 신학에 대한 풍부한 관심을 결합하고 있
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그의 일반적 해석이론이 주는 통찰 중에서 주요한 두 가
지 관찰은 의미와 지시(sense and reference) 둘 다를 포함한다는 것이며, 모든 담론은
무엇에 대한 것이라는 공식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담론은 본질적으로 지시적이라는 점이
다. 이러한 두 가지 관찰에서 시작한 리쾨르는 시적 담론도 세계에 대해 말하거나 세계
를 언급하고 있음을 주장한다(Fodor 133).
시적 담론은 언어의 직접적인 기술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그럼으로써 지시적 기능이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수준에서 현실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재설정되고 재형성되
도록 언어를 사용한다. 더구나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뿌리 내림으로 이미 알려진 현실
의 좀 더 근본적인 단계의 현실, 즉 후설이 삶의 세계(life-world)라는 용어로, 하이데
거가 세계 속 존재(being-in-the-world)로 지칭했던 것에 대한 이차적 혹은 비표면적
인 지시의 정립을 가능하게 한다(Fodor 133-34).
이러한 시적 담론을 리쾨르는 종교 담론과 연결시킨다. 역시 리쾨르의 종교 담론에서
는 일상 언어의 기술적 지시를 중지시키고 근본적인 실존적 가능성의 수준에서 현실과
인간 존재를 표현하는 언어, 그리고 이 언어의 인지적 사용을 시적 담론과 공유하고 있
다(Fodor 133-34).
결론적으로, 뇌의 패턴 인식이 창출하는 은유적 언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상 세계
를 지시하고 의미를 주며, 그 대상 세계에 대한 관계 맺기임에 틀림없다. 이는 인간이
뇌와 몸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 맺기가 바로 아담의 이름 짓기일
것이다. 이름 짓기는 총체적 이해, 본질의 파악과 같은 닫힌 이해가 아니라 찰나적인
이해, 즉 신성한 교류를 소망하고 은총의 영향을 받는 변형하기 쉬운 이해를 만들어낸
다. 아담의 이름 짓기, 즉, 이해 불가한 하나님의 숨결위에 탄생되는 발화는 인간의 창
조적 재능의 발로이며, 이를 통해 생태계적 통일성이 지켜지고, 관리되며 보존된다. 이
때 담화는 하나의 지배 형태로서 존재하면서 동물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닫혀 있지 않다.
아담의 이름 짓기는 현실에 대해 하나의 파악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을 통해서, 육화된 삶의 의미를 향해 개방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류로 향해
서 나아가게 된다(Eric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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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성, 아담의 이름 짓기와 언어 회복: 리쾨르의
은유론과 뇌 과학적 관점에서>에 대한 토론문

곽 은 희 (한남대)

이 논문은 아담의 이름 짓기를 리쾨르의 은유론과 뇌 과학적 관점으로 검토한 결과,
이름 짓기의 발화가 고정된 지시적 언어 생성을 넘어 언어 회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을 밝힌 글입니다. 은유의 과정을 뇌 과학이라는 검토로 재 입증하고자 한 점에서 새로
운 논증의 방식으로 설득력을 더한 연구입니다. 논문을 검토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질의
하겠습니다.
1. 독자가 본 논문에 잘 접근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연구자의 연구
동기, 문제 제기, 선행 연구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이 제시되지 않아
서 인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각 단락마다 제시된 인용 혹은 참고의 영역과
필자의 주장의 경계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리쾨르의 해석학적 은유론과 다른 은유론(예: 데리다의 해체론적 은유론)과의 변별

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창조성, 아담의 이름 짓기와 언어 회복’에서 리쾨르의

해석학적 은유론을 적용하고, 논제에 적용할 특징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려면 대립되는
이론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 뇌 과학적 입증은 독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 과학의 방법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와, 과학적 창조론으로 아담의 뇌와 현재 인류의 뇌가 동일하게 기능하는
지 등에 대한 사실적이고 친절한 설명이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4. 궁극적인 논제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삶을 긍정하는 리쾨르의 해석학

적 관점과 본문의 ‘은유는 변화 가능한 창의적인 이름 짓기의 실행이고, 삶의 의미를 개
방하고,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과의 교류로 나아가게 한다.”는 귀결로 제목에서의 ‘언
어 회복’은 하나님을 지향한 것입니까, 인간과 대상의 관계를 지향한 것입니까?

5. 구체적으로 인간이 뇌와 몸(경험)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것으로 바탕에 두었지

만, 성경에서 아담은 각각의 대상에 대한 ‘경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이름 짓
기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 ‘아담의 이름 짓기의 의미? 언어 회복의 의미? 리쾨르의 은유론의 핵심? 뇌 과학

적 관점의 긴밀성? 등에 대한 연구자의 정의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쟁점 해결을
대부분 인용문(참고문)을 통해서 빈틈없이 정리하고 있지만, 지면관계상 기술하지 못한
연구자의 주장을 발표에서 충분히 설명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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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본 샤머니즘

강 준 수(안양대)

서 론
샤머니즘은 전세계에 걸쳐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동북아
시아는 샤머니즘적 전통이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미르체아 엘리아데
(Mircea Eliade)는 샤머니즘의 특징에 대해서 천계로 상승하여 신령과 만날 수도 있고,
지하세계로 하강하여 악령과 질병, 그리고 죽음과 맞서 싸울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샤먼
이 엑스터시 체험에 있다고 보았다(『샤머니즘』, 19). 엘리아데는 샤머니즘이 단순한
미신이나 미개한 수준의 주술로 파악하지 않고, 고대사회의 종교현상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심리학이나 사회학적인 방식을 제외시킨 채, 종교학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고자
하는 환원주의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엘리아데는 종교현상을 성(聖)으
로 비종교 현상을 속(俗)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내의 샤머니즘
을 무속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용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무’는 한자로 ‘巫이
며, 이것은 하늘, 대지, 그리고 양자 사이의 우주목(宇宙木) 혹은 신목(神木)을 나타내

는 ‘工’고 그 우주목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무당들의 모습을 기능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의 샤머니즘』, 5).
16세기를 필두로 시작된 서구 산업자본주의적 문명은 인간중심적 문화를 형성시켜왔
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연과 조화와 균형의 관계를 이루어야 할 질서체계가 훼손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와 다른 너’로 엄격하게 구분되는 이원론적 세계관은 주체가 객체를
통제하고자 하는 관계로 발전되었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이문재 49). 샤머니즘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화의 관계로서 긴밀한 연결 관계
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생태학과 연결
고리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생
태계로 연결된 그물망의 구성요소일 뿐인 것이다. 예컨대 고대인들이 자연 속에서 신을
추구하고, 샤먼이라는 매개자를 통해서 초월적 존재와 소통을 시도한 것은 초월자의 존
재를 욕망하는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강인욱 113).
왜냐하면, 인류는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를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자연을 타자화 시키고, 착취
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샤머니즘의 본질적 사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인간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보다는 자연을 지배하고 활용하는 주체로서 인식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괴된 자연 질서를 회복시
키기 위해서는 영적세계, 자연생태계, 인간 세계가 서로 우주적 질서 속에서 상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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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유기적 관계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우실하 231). 생태학(Okologie)은 생명체 전반
에 걸친 실체들을 연구하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해나가
면서 생태주의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김욱동 33). 이러한 점에
서 샤머니즘과 생태학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태주의에는 심층생태주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자기실현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면서 생명 중심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다(김용민 9). 이와 같이, 이원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양의 철학과는 다르게 동
양은 처음부터 일원론에서 시작하였고, 음이나 양은 우주형성의 근원적 물질이라기보다
는 자연의 성질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의 이원론 개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임도한 10).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 생태 사상은 무속 신앙, 풍류 사상, 풍
수지리설, 그리고 동학사상 등으로 연결되어져 왔다(임재해 44). 특히, 이규보, 김시습,
장유, 유몽인, 박지원, 그리고 홍대용 등은 합리적 사유체계를 갖추고서 생태사상을 지
니고 있었다(박희병 25). 이것은 서양의 생태주의가 산업문명의 파괴적 행위에 대한 반
성에서 출발하였다면 동양이나 한국의 생태학적 인식은 샤머니즘에서 주역에 이르기까
지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환경의 파괴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기존의 인간 중심적 태도를 청산하
고,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 사고로 인식하는 태도의 파기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자
연을 동일화시켜서 양자 간의 유사성을 파악하고자하는 것이 생태문학이라고 한다면 그
것을 발견해 내는 힘은 생태학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구인환 324). 전통적으로 우
리의 선조들은 인간 주변의 모든 사물을 동일시하는 생태학적 상상력을 갖추고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과 분리되어 문명사회를 이루고 있는 현대 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상상력을 상실해왔다.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성서적 전승은 사회 지향적 신화학입니다. 여기에서 자연은 쫓겨납니다. 19세기 학자
들은 신화나 의례를 자연을 통제하려는 기도라고 생각했지요. 그거야 마술이지 어디
신화나 종교이겠어요? 자연지향적인 종교는 자연을 통제하려는 대신 사람을 도와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자연이 악마로 간주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자연
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대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긴장과 불안이 조성
되면서, 삼림을 베어내고 토인을 몰살시키는 등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르면
사람은 자연과 헤어집니다. (Campbell 62)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상실한 것은 인간성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이며,
인간은 생태학을 토대로 한 샤머니즘의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의 전환을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고대의
종교인 샤머니즘을 고찰해보고자 한 것이다. 왜냐하면, 샤머니즘이 본질적으로 내포하
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현 시대의 인간에게 필요한 사고체계이기 때문이다. 지
나치게 인간 중심적 사고로 경직된 현 시대에 자연과 인간의 평등주의적 관점을 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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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샤머니즘의 조화 원리는 모든 것을 인간중심적 시각에서 개발 논리로 접근하려
는 인간의 편협한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
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때, 샤머니즘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
체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샤머니즘의 의식 행위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이라 판단될 수는 있지만 샤머니즘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사상은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지성이나 지식에 앞서 삶이 지
혜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현대인들은 급격한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첨단
산업문명으로 인해서 상실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회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
고 양자 간의 관계회복의 매개체로서 샤머니즘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판단하
여, 본 연구는 샤머니즘이 포함하고 있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류가 나아갈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본 론
1. 샤먼의 기원 및 역할
인류사에 있어서 최초의 샤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구석기 시대 후기로서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에 그려져 있는 들소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동굴벽화에는 처절
하게 죽음을 맞이한 들소와 사람, 그리고 새 한 마리가 등장하고 있다(Campbell 301).
대략적으로 기원전 50000~30000년 정도의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며, 동굴 내부에 남겨
진 뼈와 해골들은 당시에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추정된다(『샤머니즘』, 427).
라스코 동굴벽화의 그림에서 들소는 배가 터진 채, 죽음을 맞이하였고, 옆에 나란히
누워있는 샤먼은 황홀한 도취감에 빠진 채, 무아지경을 경험하고 있고 높은 나무 위에
새를 매달아 놓은 가운데 주술적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Halifax 11). 이러한 샤
머니즘적 의식 행위는 남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는 들소들을 그려 넣음으로써 많은 사냥감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
망을 담아내고 있다(Lewin 82).
<그림1> <동굴벽화에 나타난 고대 샤머니즘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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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이미지 검색(베제르 계곡의 라스코 동굴벽화(좌) 및 알타미라 동굴벽화(우)).

이러한 동굴벽화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최초의 샤먼은 예술과 주술을 담당했던 기
능자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시대 고분 벽화에도 죽은 사람의 생전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현세와 내세의 연결성과 샤머니즘의 영혼불멸성이 제시되고 있다(김종태
20). 우리의 전통적 풍습에는 놋쇠 그릇에 향을 피우고 정화수를 받아놓고 칠성당에서
치성을 드리면

삼신할멈이 태어나는 아기를 놋쇠 대야에 받아낼 만큼 청동인 놋쇠는

생명수를 담는 것으로 인식된다(『샤먼문명』, 19).
샤먼은 거울도 놋쇠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 거울은 실제로 얼굴을 비치는 거울이 아
니다 놋쇠는 아무리 닦아도 유리처럼 선명하게 모습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놋쇠
거울은 일상적인 생활도구가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지중해 문명권에서는 이 거울을

특별히 ‘비너스의 거울’이라고 불렀다. 신화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비너스는 금
성이고, 구리의 여신이므로 놋쇠거울이 여신을 상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비유이다.
(『샤먼문명』, 19)

샤머니즘 연구의 권위자였던 반자로프(Dordji Banzarov)는 샤먼이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정화수의 의미를 간파하고 있다.
‘샤먼’이라는 말은 만주어, 퉁구스어의 ‘saman,’ 몽골어의 밝(b(ge)이며, 그 어근은
'sam'이다. 이 sam은 ‘액체를 휘젓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우리가 샘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샘(泉)은 한자가 밝다(百)와 물(水)이 조합한 것으로 보
통 물과는 격이 다르다(『샤먼제국』, 37).

샤먼이란 단어는 범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통용되는 단어이고, 제의식을 주도하는 기
능자라고 할 수 있다. 샤먼에게 사냥이란 것은 단순히 먹잇감에 대한 추격행위라기보다
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신성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을 존속
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의 희생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샤만(SHAMAN)이라 함은 지금의 시베리아 만주어 살만-He who Knows
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하늘과 땅(인간)의 중개인의 의미를 갖고 있다. 어원적으로
“샤만,” “샤마니즘” 용어는 오늘날 몽골: 男巫(b

), 女巫(udagan), 일본: Sama(神),

야쿠트: 女巫(udayan), 만주: Saman, 팔리어: -Samana, 터키ㆍ타타르: -Kam, 알

타이어: -Kam, 카자흐ㆍ키르키즈: -bagsa, 북미: -파우와우(현재는 ‘회합,’ ‘축제’
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고대에는 샤만의 의미로 쓰였다). (김기선 279)

샤머니즘은 광범위한 지역의 종교 및 문화의 복합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것
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요소들은 샤먼과 초자연적 존재와의 관계, 샤먼이 갖는 사회
성과 전통성, 그리고 엑스터시(ecstasy)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김열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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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샤머니즘의 세 가지 공통적 요소>
순서

요소

내용

1

샤먼과 초자연적
존재와의 관계

2

샤먼이 갖는 사회성과
전통성

샤먼은 개인, 가족, 공동체등과의 관계 속에서 유전이나 세습을 통해서 이어진다.

3

엑스터시

발작이나 탈진의 형태로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영적 존재와의 접촉을 시도한다.

샤머니즘은 자연의 모든 사물에 신령한 영적 존재가 있다고 인식된다.

출처: 김열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 서울: 아카넷, 2004.

샤머니즘은 시기적으로는 구석기 시대부터 영토적으로는 북유럽, 북아시아, 중앙아시
아, 남북아메리카, 동북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의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있는 원초적 형
태의 종교를 의미한다(Eliade 6). 샤머니즘에 대한 견해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
나 샤머니즘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으로는 인간의 생사화복(生死禍福), 영적 세계
와 인간세계 사이를 연결해주는 주술자(呪術者)를 통한 초인간적 존재에 대한 신봉이라
고 할 수 있다(『한국고대미술 문화사론』, 54). 이러한 사실은 고대 삼국시대에 신라
금관이 시베리아 샤먼의 관이고,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했을 당시, 요동성
안에서 주몽의 사당을 모시고 있던 무당이 성의 안전을 도모하는 의식을 수행했다는 기
록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장주근 196). 이와 같이, 샤머니즘은 지역, 상황, 그리고 시기
에 따라서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을 추구했던 우리의 조상들은 모든 대자연과 각종 동식물에 깃들

어있는 신령한 영의 존재를 신봉했다. 그리고 ‘솟아 오른 나무 기둥’에 조각된 새를 숭
배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솟대 풍습은 20세기 초 아무르강 유역의 시베리아에도

존재했었고, 멕시코의 아스태가제국에도 동일한 풍습이 있었다(손성태 111).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북미 원주민 설화에도 대자연에 기생하는 모든 동식물과 인간을 바라보고 있
는 신비로운 영적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이우학 4).
샤머니즘을 숭배하고 있는 에벤키는 퉁구스 족에 속해있으며, 브리야트의 시조라고

인식된다. 브리야트의 수도인 울란 우데는 ‘붉은 강’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곳의
시내에 선녀와 산신의 그림이 곳곳에 벽화나 장식 무늬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가 이곳이
선녀의 산신의 고향이기 때문이다(김봉준 185). 에벤키족의 샤먼 의상이 전시되어 있는

브리야트 박물관에서 우실하 교수는 아리랑과 쓰리랑의 의미를 중국 현지인이 만든 사
전에서 발견했다.
아리랑은 ‘영혼을 맞이하다,’ 쓰리랑은 ‘영혼이 깨어나다’라는 뜻이랍니다. ‘아리 아리
랑 쓰리 쓰리랑’ ‘맞이하세 맞이하세 깨어났네 깨어났어’랍니다. (김봉준 187)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의 상징적 문화원형인 ‘아리랑’은 산사람과 죽은 사람
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샤머니즘적 의식 행위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은 북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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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카의 체로키 부족의 “Amazing Grace”1)에서도 나타난다. 1838년~39년 미합중국의
강제 이주정책으로 인해서 동부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앨러배마 주 일대에서
5천리(2,000km)나 떨어져 있는 오클라호마 주로 이주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
람들을 땅에 묻고, 명복을 빌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워주고자 불렀던
“Amazing Grace”는 샤먼의식의 관점에서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구인들은
체로키 부족의 “Amazing Grace”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샤머니즘의 탱그리(단군)사상에서 파악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몽골의 케레
이족을 상징하는 탐가2)는 십자가(＋)인데, 이것을 처음 본 서구인들은 케레이족이 십자
가를 사용하게 된 시초가 아시아인들 가운데 그들이 유일한 기독교인기 때문이라고 한
다(김정민 202).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서구인들의 관점에서 본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A.D. 12세기에 케레이족은 경교(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믿었다. 그러나 십
자가 탐가의 기원은 기독교 때문이 아닌 단군숭배사상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옳
지 않다고 본다. 서양 기독교세계에 십자가가 도입된 시기는 A.D. 3세기로 그전까지
기독교도들은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십자가는 성 조지(Saint George)가 시리아
에 거주하던 킵착족의 일파인 쿠믹족을 정복하고 무력으로 그들을 개종하는 과정에서
킵착족의 전통신앙인 탱그리(단군)사상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받
아들이면서 도입되었다. (김정민 202)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성 조지가 수용했던 십자가를 이단으로 규정짓고 받아들이지 않
았으며, 성 조지는 이것에 대한 허용을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다. 따라서 체로키 부족의

“Amazing Grace”도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아리랑 쓰리랑”과 더불어 샤
먼 의식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진도에서는 최근까지도 장례행렬
이 나갈 때 아리랑을 부르면서 매장지를 향하는 풍습이 있었다(김봉준 188).
결국, 신령한 기운에 의해서 빙의(possession)된 종교적 기능자가 샤먼이라 할 수 있
고, 이 샤먼이 표현해내는 방식이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김열규, 2003, 66). 엘리
아데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교류하기 위해서 샤먼이 자신의 신체를 떠나는 것이 샤머니
즘의 본질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빙의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샤먼 행위를 두고 샤머니즘이 아니라는 논란이 한 때 일기도 하였지만
초월적 존재와 접촉하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
(김태곤 9). 샤먼이 보는 세계는 신들의 영역인 천상계, 사람들이 모여살고 있는 지상
계,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공간인 지하계로 구성된다(Eliade 248). 물론 세계는 수평적
인 것만이 아니라, 수평적 구분도 있다. 예를 들어, 동북아시아 샤머니즘은 동쪽을 신령
을 위한 것으로 서쪽은 지하의 신령과 죽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하는데, 이것
은 강이 이승과 저승을 분리시킨다는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다(조흥윤 250).
1) 현재 통용되고 있는 “Amazing Grace”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선의 선장인 존 뉴턴(John Newton)이 1748
년 5월 10일 항해 중 만난 거센 파도에도 불구하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
를 나타내고자 가사를 붙이고 난 후에 1830년경에 편곡되었다(송삼용 288).
2) 탐가(Tamga)는 몽골에서 사냥이 많이 되길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서 동물의 발자국 모양을 상징화한 것이다.

44

2018년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학술대회

국내 역사서인 삼국유사에는 단군(檀君)관련 서사가 있는데, 이 서사가 진행되는 환경
적 무대는 태백산과 백악산 아사달로서 자연과 친화적인 생태주의적 환경을 갖추고 있
다. 기본적으로 산을 다스린다는 것은 산에 깃든 신령스러움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우랄 알타이인들은 성산(聖山)인 수메르산이 세계의 중심이며 우주산이라고 인식해
왔다. 그들은 이 우주산의 산정에 북극성을 고정시켜 놓고, 이 중심점을 토대로 하늘과
땅, 그리고 지옥이 연결되어 있어서 땅을 배꼽으로 하여 천지창조가 시작되는 것으로
여겼다(Eliade 27). 이러한 우주산 개념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편적인 현상임을 단군
이란 용어에서도 파악해볼 수 있다.
<그림2> <몽골의 모자>

출처: 네이버 이미지 검색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위쪽이 모아지고 아래로 퍼지면서 테두리를 두른 것은 몽골족
모두가 천신 탱그리에서 내려와서 동일한 혈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
겨 있다(김봉준 222). 육당 최남선은 단군은 최고의 샤먼(巫)으로서 제사장을 의미하고,

무당은 ‘당굴’ 혹은 ‘단골’이며 ‘당굴’은 몽고어 ‘텡그리(tengri)’의 음역임을 밝히고 있다

(홍일식 148). 삼국유사에서 제시되는 환인(桓因), 환웅(桓雄), 단군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것이 단순히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단어라
는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단어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발
음 체계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관련 단어와의 깊은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인(桓因)을 거꾸로 쓰면 ‘인환’이 된다. 여기서 ‘환’은 중앙아시아민족이 지도자를
지칭할 때 쓰는 한(Han) 또는 칸(Khan)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중앙아시아에서는

‘ㅎ’ 발음이 ‘ㅋ’ 발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人)은 무엇일
까?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첫째는 아가(Aga)이고 두 번째는 아바이
(Abai)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아가’는 연장자 또는 성인, 아저씨를 뜻한다. 따라서 환

인의 중앙아시아식 발음은 ‘아가한’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바이’는 위대한 사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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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느님을 의미한다. (김정민 254)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환웅이란 단어는 ‘환’을 칸(Khan) 또는 한(Han)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으며, 웅은 영웅 ‘웅’자로서 카자흐어식 훈독으로 읽으면 ‘바트르’로 볼 수 있다(김

정민 256). 단군이란 개념은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개념으로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다.
단군이 지배했던 당시의 상황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었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
이다.
<표2> <단군 단어의 분포>
지역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국

단군

Dangun

몽골 & 중앙아시아

튼리

Tenri

몽골 & 만주

탁리(橐離)

Tuoli

만주 & 퉁구스

탕구르

Tangur

티베트

탕라 & 샴바라

Than-La & Shambhala

중국

티엔즈(天子)

Tianzi

중앙아시아 & 몽골

탕그리 & 탱그리

Tangri & Tengri

카자흐스탄

텡으르

Tengir

동유럽(불가리아)

탕그라

Tengra

수메르

딘그르

Dingr

출처: 김정민,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서울: 글로벌콘텐츠, 2016, p. 257.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단군은 백성들로부터 신 혹은 정치 지
도자로 숭배의 대상이었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정치 지도자로서의 의미는 사라지고,
신의 역할만 수행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단군조선 시대 종교적 기능을
수행했던 샤머니즘은 이후 고구려, 부여, 마한 등의 영역에서 매년 봄, 가을에 천제를
올리고 며칠 동안 밤낮으로 음주가무를 즐기는 행사를 주관했다(조흥윤 242). 그리고
점차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적 생산역이 향상되면서 한반도에 고대국가가 등장하기 시
작한다. 이것은 제정일치를 이루었던 사회에서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고, 샤머니즘은 왕
의 권한 아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촉발시킨다(조흥윤 253).
단군서사에서 환웅천왕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신단수 아래에서 신시를 열었다는 사
실은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면서 단군조선의 건국시조인 단군을 탄생시키고 생명공동
체에 질서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김열규 42). 그리고 단군서사에는 신, 인간,
동물뿐만 아니라, 하늘, 대지, 산, 나무, 비바람 등과 같이 다양한 자연현상과 함께 생
태학적 공간을 이루어 내고 있다. 고대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연현상에서 유추된 개념들
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서술해나간다.
샤머니즘은 세계적으로 확장된 개념의 현상이다. 고대사회에서는 샤머니즘이 종교로
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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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샤머니즘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현
상 속에서 제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종교나 철학은 개념이나 관념에 집착한 나
머지 인간이 자연과 교류하고 소통을 나누는 것을 차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자연의 차단된 통로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급속도로 발
전된 산업문명으로 인해서 인간과 자연은 단절된 관계를 형성하였고, 인간 중심적인 상
황이 극도로 진행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연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 및 내면 성찰을
통한 영성의 회복 등을 주관했던 샤먼의 역할들은 현대인들에게 인간과 자연 사이의 올
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2. 생태학과 샤머니즘
18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러시아인들이 동쪽으로 자신들의 영토를 확
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만주나 시베리아 지역에 도달했을 당시 샤머니즘을 숭배하면서
전통적 유목 생활을 해오고 있는 부족들에게 “너희들을 야만적인 상황에서 구하고 문명
을 전하러 왔다”(김봉준 164)고 하는 순간, 부족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한다.
“우리는 양과 염소의 젖을 먹으려 가축의 고기와 털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며 행복
하게 산다. 너희는 의식주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총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누가 야만이란 말인가!” (김봉준 164)

러시아인들이 당시의 동아시아 유목 문명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미개한 유목민들
에게 문명을 깨우쳐주려고 왔다는 논리는 다분히 서구인의 편협한 관점에서 파생된 것
이다. 당시의 러시아인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영토 확장과 개발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
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당시의 동아시아 유목 부족들
의 삶을 자신들의 문명보다 하위의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오판은 끝없
는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통해서 범지구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영역의 확장과 함
께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서구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자만심은 이제 자
기성찰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생태학의 일차적 관심 대상은 식물 혹은 동물과 같은 유기체들
이 물리적 환경과 연결 짓고 있는 총체적 상호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며, 인간도 자연
의 일부로서 상호적 관계탐구라고 할 수 있다(김욱동 25). 기존의 과학들이 객관적 사
실을 주로 관심 대상으로 삼는다면, 생태학은 인간의 삶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생태질서의 파괴는 어느 특정 지역의 이야기
가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들의 문제가 되었다.
생태학은 모름지기 선진 개발 국가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나라들은 물론이고 현재 선
진국을 따라잡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개발 도상 국가들이 신앙처럼 떠받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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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속적 진보와 발전에 깊은 회의를 보인다. 바로 이 점에서 생태학은 서구 근대
문명을 그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욱동 25)

생태계상의 문제라는 것은 가까이는 우리들 일상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환경오염이나 자
연파괴를 필두로 인간의 탐욕, 가부장적 시스템, 산업문명, 물질중심주의 등과 같이 현
대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의미한다.
생태위기는 인간이 땅으로부터 뿌리가 뽑혔다는 실존적인 사실, 즉 인간의 ‘고향상실’
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세계와 비인간의 세계 모두에 우리가
닻을 내리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는 탯줄로서의 몸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
다. 인간은 몸을 통해 세계에 거주한다. 또는 우리의 몸이 세계에 거주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상에서 다시 거주하려면 우리는 몸을 상호존재적(interbeing)
인 것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이동수 외 176)

그동안 몸이 느끼는 감각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통제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지만 이제 주체적인 몸이 느끼는 감각은 단순히 이성에 대한 하위개념이 아니라는 새
로운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태학적 사유는 이와 같은 새로운 각성을 시작하는 출
발점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감각이 이성의 하위개념에 놓인 것은 몸을 정신의 하위개
념으로 두고 무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확장되어 인간은 자
연을 통제하려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기술과 문명의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겁탈과 인간의 문명화가 함께
병행한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Jonas 18). 생태적 위기는 근대적 주체의 내부
와 외부에서 다양한 층위를 구성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생태위기는 근대화 과정의 결과이다. 진보의 이름으로 산업 문명을 추진
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과학과 기술은 육체가 배제된 이성의 산물인데, 이러한 이
성에 기초한 인간중심적 근대성과 그 주요 요건들을 차단 또는 파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생태철학은 하나의 탈근대적 모험이다. 프로메테우스적 진보의 이데올로기에

토대를 둔 근대화라는 이름의 ‘계몽된’ 에토스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최면술적 헤게

모니를 장악해왔다. 그러나 근대화 에토스는 ‘역사의 종언’뿐 아니라 ‘자연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하나의 문화정치학으로서 근대화를 정의한다면, 그것은 미래 자체를
식민화함으로써 스스로를 선택된 수호자이며 세계 역사의 특권적 중심이라고 제멋대
로 자처하는 서구적 ‘정신상태’이다. (이동수 외 175)

결국, 생태학의 역사라는 것은 근대성이라고 하는 서구 정신 상태에 대한 부정적 견해
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에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항상 역사적 영웅들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말의 이름들이다. 이것은 사람과 말이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임을 말해준다. 몽골에서 말은 사람보다 하위의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조
화를 이루어나가는 관계인 것이다. 몽골의 어떤 서사시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언급된

48

2018년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학술대회

다.
회색 말이 칸에게
당신이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려가 깊지는 못하군요.
당신은 비록 풍채가 좋기는 하지만, 경솔하군요
라고 말한다. (김종래 170)

위에 언급된 대화내용은 사람과 말이 대등한 입장에서 친구이고 반려자로서 충언을 해
주고 있으며,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용사로 등장할 만큼 몽골에서 말과 사람은 생활
의 일부를 넘어 신체의 일부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생태학의 시각에서 볼 때, 근대성
추구는 생명과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고대의 종말론
과 관련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고대 문명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경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자연에 맞서거나 그것을 파괴하려 했던 문명은 살아남지 못했
다. 현대 문명에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예언이 있을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
계인의 침공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탐욕이다. (강인욱 115)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눈부신 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시키면서 환경과 생
태계의 파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사실이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샤머니즘을 전통적으로 숭배했던 북미 원주민 사회에서 대지는 생명의 모든 근본
이고, 그들의 삶에 대한 정신은 모두 대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Nelson 268). 그들은 자신들이 초월적 세계와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북미 원
주민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들이 자신들과 타인 혹은 새로운 대상과의 소통 가운데
직관이나 상상력을 토대로 상호간에 교감을 나누고자 한 것에서도 파악된다. 다음은 미
맥(mimac)족 추장이 자연과 대지에 대해 언급한 내용으로서 당시 북미 원주민이 가지
고 있었던 자연에 대한 생각을 유추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땅을 파서 돌을 파내는 것은 내 어머니의 피부를 벗기고 도려내는 것이다. 그러면 죽
은 후에 누구의 가슴에 안겨 쉴 수 있으며 누구의 몸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인디언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족과 함께 이곳에서 오래도록 평호롭게
머물기를 바랄 뿐이다. (Mention 7)

샤머니즘의 신봉자인 북미 원주민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북미 원주민의 자연에 대한 태도는 1854년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파견되었던 백
인 대표자들이 인디언들에게 시애틀 추장에게 인디언들 땅의 판매를 제안했을 때 그것
에 대한 화답으로서 행해진 연설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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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당신들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딛고 선 땅이 우리 조상의
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땅을 존경할 수 있도록 그 땅이 우리 종족의 삶
들이 충만해 있다고 말해주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을 당신네의 아이들
에게 가르치라. 땅은 우리 어머니라고, 땅 위에 닥친 일은 그 땅의 아이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들이 땅에 침을 뱉으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다. 땅이 인
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물은 마
치 한 가족을 맺어주는 피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
의 거미줄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미줄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거미줄에
행한 일은 곧 자신에게 행한 일과 다른 것이 아니다. (김종철 역 19)

북미 원주민은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대상에 영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
에게 영적 시간과 장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일상적 의 삶 자체에 존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미원주민의 물질적 일체화 개념은 수우족 원주민의 기도문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바람결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세상 만물은 당신의 숨결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내게 당신의 힘과 지혜를 주소
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움 안에서 내 두 눈이 오래도록 석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
서.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내 손이 존중하게 하시고 내 귀를 예민하게 하여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내 부족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나 또한 알게
하시고 당신이 모든 나뭇잎 모든 돌 틈에 감춰둔 교훈들을 나 또한 깨닫게 하소서.
(산도스 62)

북미 원주민에게 자연은 인간에게 무수한 삶의 가치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삶의 스승
이자 함께 하는 친구인 것이다(Silko 46). 그들은 인간이 자연을 거스르는 인간중심주
의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생태학
적 자연관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결 론
현대사회는 경제적 풍요와 다양한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
는 시대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혁명적으로 산업을 이끌고 주도했던 과거 시대의
가치관이나 삶과는 다른 삶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
존의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변화와 함께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생태주의적
관점은 단절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왜냐
하면, 인간은 자연의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유기적 관계를 형성
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자연과의 단절은 이원론적 세계관
의 성립과 함께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대상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바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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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연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조화로운 관계
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다른 대상과의 관계 설정도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성장 중심 일변도였던 현대산업문명은 대기오염, 수질 오염, 그리고 생활환경의 파괴
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수준에까지 도달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과 자연을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
는 샤머니즘적 사상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삶의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
간은 기계화로 인한 생활의 편리로 인해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하는 탐욕으로
가득했고, 이러한 편리주의적 사고방식은 자연을 착취하고 무차별적인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0세기에 발생한 양차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루어진 산업발전의
결과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후 인류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촉발된 산업과
문명의 발전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은 새로운 대안을 찾는 촉매제가 되
었다. 따라서 오늘날 극도로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 샤머니즘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샤머니즘은 문명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자행
되고 있는 자연 파괴의 합리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를 지향을
이끌어 가는 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샤머니즘은 인간이 생태계의 일부이고, 모든
존재하는 대상들과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인식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기존의 샤머니즘에 대한 인식은 비합리적이고 미개한 표현 행위로 인식된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의 친밀성을 추구하는 샤머니즘은 비합리성일지는 몰라도 최
소한 인간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이자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현대인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삶의 여유와 가치를 상실한 채, 업무상의 실적이나 결과물에 연연하면서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고대 샤먼들은 자연과의 친밀성을 통한 내면의 치유를 주관하
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샤먼의 역할은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각박한 현실세계
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면의 치유를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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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수,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본 샤머니즘” 토론문

임 형 권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생태주의에서는 생태계의 파괴의 뿌리를 기독교 세계관(White), 프랑스 대혁명
(Schilling), 농업혁명(Dubos) 등에서 찾고 있다.1) 이러한 사상적, 역사적 흐름의 공통
점은 인간을 중심에 놓고서 자연을 인간을 위해 이용 가능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 강준수 교수의 논문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생태환경의 파괴를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이를 치유할 사상적 모델로 샤마니즘을 제시하고 있다.2) 그에 따
르면, 샤마니즘은 자연과 인간이 한몸을 이루고 있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깨어진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 학계에서 생태사상의 기원을 이성주의를 거부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일체성을 강조
한 낭만주의에서 찾는데, 저자는 우리 문화와 관련되는 동양의 일원론적 세계관에 기반
을 둔 여러 문화(음양사상, 풍수지리사상 등) 가운데도, 특히 일반 대중 종교인 샤마니
즘을 생태학의 렌즈를 통해서 읽고 있다. 논문 전체의 흐름에서 볼 때, 서론에서 저자
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본론의 전반부에서 샤마니즘에 대한 일반
적 개관을 제시하고(샤먼의 의미, 역할, 샤마니즘의 정의 등), 이어 후반부에서 생태학
과 샤마니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구성상으로 볼 때, 이 분야의 초보적인 독자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핵심 주장을 중심으로 글이 서술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자가 샤마니즘과 관련된 작품과 씨름하면서 논의를 전개했으면 좋
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은 논평자가 저자와 나누고 싶은 토론 주제들이다.
첫째, 생태학과 관련된 담론들의 중심에 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인
간이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이용한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
다. 하지만 종교사, 사상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인간은 늘 고귀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
다.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인간을 중심에 놓고서도 신
이나 자연 자체에 의해서 부여된 경계를 인간이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인류 정신사는
1)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in The Ecocriticism
Reader: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 ed. Cherll Glotfelty and Harold Fromm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6), 13-14 ; Harold Schilling, “The Whole Earth is the
Lands” in Earth Might Be Fair, ed. Ian Barbour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1972) ; Rene Dubos, A God Withi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2)
2) 생태학과 샤머니즘을 관련시킨 다음의 연구서들을 참조하라. Juha Pentikäinen (ed.), Shamanism
and Northern Ecology (Berlin/New York: De Gruyter, 1996) ; Michael Winkelman,
Shamanism: A Biopsychological Paradigm of Consciousness and Healing (Oxford: Praeger,
2010) ; Nurit Bird-David, “ ‘Animism’ Revisited: Personhood, Environment and Relational
Epistemology”, Current Anthropology 40, Supplement, Feb(1999): 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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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 중심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인간의 지위, 역할의 문제에 대한 재정립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순히 자연
과 인간의 조화라는 대의가 이미 근대 과학의 세례와 그것이 가져다 준 복지를 누리고
있는 인류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샤마니즘 세계관을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의 패러다임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샤마니즘은 인간과 자연물, 더 정확하게 말해서 자연물 자체 또는 자연
물에 깃든 신령과의 관계를 축으로 한다.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샤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홀경(ecstacy)을 통해 초월적 세계와 교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어
떤 의미에서 샤마니즘은 자연과 영적인 교섭을 한다는 점에서 생태주의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샤마니즘에서 자연 그리고 자연에 깃든 영적 존재는 기본적으
로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로 나타난다. 이것을 달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샤마니즘 희생
제의이다. 그리고 그 달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복리이다. 그렇다면
과연 샤마니즘이 자연 친화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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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허버트 시와 엘리엇 시에 나타난
영적 갈등과 자아의 죽음
이 주 연 (강원대)

I. 서 론
조지 허버트는(George Herbert;1593~1633)는 17세기 영국의 형이상학파 시인이자 영
국국교의 성직자로서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주로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그의 생애
와 관련된 종교명상시를 썼다. 허버트가 살던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많은 갈등이 일

어나고 있었는데 “교리보다 실천을 중시한 영국국교와 교회의 형식적 요소를 불신하고
신앙의 내면화를 중시한 청교도 사이에서의 갈등이었다”(송혜미 2). 그의 시적 배경은
그런 시대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지만 특히 그의 종교적 삶의 직접적인 체험과 관련이
깊다. 허버트는 귀족 태생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궁정 진출을 꿈꾸었지만 독실한 신앙인
인 어머니 막달레나(Magdalene)와 종교시인 존 던(John Donne)의 영향으로 성직의 길
을 택하였다. 그로 인해 세속적 야망이 좌절되었고 그 결과 자신의 병적인 나약함은 하
나님을 향한 원망과 반항의 모습으로 시에 나타난다. 허버트는 존 던의 강렬하고 복잡한
시적 표현법과 달리 영적 갈등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신의 사랑을 주된 소재로 삼
아 꾸밈없이 내면 독백의 형식으로 묘사하였다. 그는 1633년 출판한 약 160편의 단시로
이루어진 종교시집 『성당』(The temple: Sacred Poems and Private Ejaculations)에

서 존 던의 영향을 받은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경룡의 연구에
의하면 허버트는 속세의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사랑보다는 절대자 신과의 대화를 통한
관계 재정립을 위해 일상적 구어체로 직접적이고 단순한 표현에 담아 내적 진리를 형상
화하였다(123).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유산처럼 물려받은 인류는 개인적
인 도덕적 신념이나 실천과 상관없이 절대적이고 내적으로 신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
하다는 것을 허버트는 말하고 있다. 허버트가 자신의 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
님을 경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의 죄로 인해 친근하게 다가가기 어려워진 신에
대한 두려움과 단절된 관계를 직접적인 독백을 수단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
지이다. 허버트는 40세 생일 한 달을 앞두고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친구인 페라

(Nicholas Perra)에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나의 뜻을 완전히 복종시키게 되
기까지 나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교환된 수많은 정신적 싸움의 모습이 이 시집 속에
서 발견될 것입니다.”(이이봉 3)라는 전언을 남기며 그의 삶이 내적 갈등과 자아 통제를
통하여 복종과 확신으로 발전한 것임을 보여준다. 존 던이 신과 인간의 가치를 동시에
존중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면 허버트는 인간과 신의 가치를 시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적 관점으로 보았지만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시인으로 인간의 자의식 소멸의 필요성에 관
심을 둔 시인이었고(송혜미 3-4), 그런 점에서 존 던 보다는 허버트의 시가 엘리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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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상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존 던과 허버트의 종교적 영향을 받은 20세기
시인이자 문학비평가인 T. S.엘리엇 (T.S.Eliot 1888-1965)은 그 두 형이상학파 시인들
과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로 고통 받는 인류와 그리스도의 대속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엘리엇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네 사중주』(Four

Quartets)와 허버트의 중요한 세 작품인 「구속」(“Redemption”)과 「목고리」(“The

Collar”), 「덕망」(“The Virtue”)의 비교를 통해 두 시인이 중심적으로 나타내고자 하

는 인간의 영적인 갈등와 자아의 죽음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여 허버트의 영향이 엘리엇
의 시적 심상과 종교적 성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며 그 의미를 찾고자한다.

I. 허버트와 엘리엇 작품에서의 영적 갈등
엘리엇은 허버트의 『성전』이 인간의 감정에 관한 영적투쟁의 기록으로서 종교적 믿음
과 감정이 없는 사람들도 공감하는 시집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허버트가 삶을 영위
하며 겪은 현실적인 야망과 자신의 근원적인 존재가치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허버
트에 대한 엘리엇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진다(황지인 4).
이 시들은 감정을 느껴야하는 영적인 투쟁의 기록을 형성하고 종교적 믿음과 종교적
감정에 의해 감동받지 않는 자신들을 발견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확장시킨다.
These poems form a record of spiritual struggle which should touch the feeling
and enlarge the understanding of those readers also who hold no religious
belief and find themselves unmoved by religious emotion(Eliot 239).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서 어느 한 부분도 허버트와 엘리엇의 두
시인들의 시작품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체(하나님), 매개체(예수 그리스도), 객체(인간)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관계는 죄의 문제를 중심으로 멀어지기도 하거
나 회복되어 질 수도 있는 유동적인 관계이다. 여기서 운명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인
간의 역할-교만과 불평 아니면 회개와 순종의 문제-이다.

17세기의 허버트의 「구속」이라는 시는 절대자인 하나님과 인간의 엉클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로서 올바른 관계 재정립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황지
인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구속의 문제를 지주와 소작인의 사이에 일어난
일로 비유한 이 시는 어려운 주제를 간략하면서도 감동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데 첫
행의 “오랫동안”이란 단어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긴 종교적 탐색을 함축하고 있다. 김종

두에 의하면 “옛 임대계약”(th' old lease)란 형식과 규율이 엄격하고 충족시켜야 할 조

건이 까다로운 구약의 율법주의를 암시하며, “소작료가 적은 임대계약”(small-r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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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란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암시한다. 따라서 이전 임대계약을 취
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계약인
‘행위의 언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인 ‘은혜의 언약’을 맺자는 뜻이다. 이 것은 17세
기 당시 허버트나 다른 퓨리턴들이 기대했던 이른바 새로운 구원의 시대의 도래를 은유
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종두 156 황지인 재인용 30).

부유한 주님께 세 들어 산지 오래 되었는데
번영하지 않아서 대담해 지기로 굳게 다짐하고
그 주님께로 가서 청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옛 임대계약은 취소하고 더 적은 새로운 임대 계약을 해달라고
Having been tenant long to a rich Lord,
Not thriving, I resolved to be bold,
And make a suit unto Him, to afford
A new small-rented lease, and cancel th' old("Redemption" 1-4).

최인순의 연구에서는 허버트가 언급한 옛날의 계약은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 첫 번
째 아담(prelapsarian Adam)과 이브가 저지른 인간의 원죄로 인해 묶인 임대 계약, 즉
죽을 운명인 삶의 계약 만료를 의미하며, 이후의 새로운 작은 계약은 그리스도의 구속
과 그에 수반되는 천국을 위한 구원의 은혜에 의해 원죄에서 해방되는 화자 자신에게
주어지는 계약을 의미한다(37). 원죄는 전 인류의 고통을 야기했고 영적 고뇌와 육체의
질병을 가져왔지만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참회하며 겸손한 수용을 하면 하
나님과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산이기도하다. 허버트는 독특하고 친근
한 표현법인 1인칭 시점으로 직접 주님께 법적인 소송(청원)을 하고 있다. 인류의 첫 인
간인 아담은 원죄로 인해 세상에 속한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추방되어 있는 한, 스스
로 자립하여 치유회복 능력 불가능하다는 의미도 내포되어있다(최경룡 124).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완전히 독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형태이지만 또 다른 임
대계약을 이어가는 절대자의 능력과 범위에서만 관계를 맺으며 종속되는 운명인 것이
다. 허버트 작품들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위 시의 첫 연에 대해 더 자세한 언급은 없었
지만,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자면, 한 주님에게 세 들어 살지만 번영
하지 않아서 계약을 새로 해달라고 청원하는 첫 아담의 모습이 성직자이기전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인 시인의 처지와 동일화되는 것이다. 헌신하는 성직자이지만 세
상적인 명예, 부, 자유를 포기하면서 수반되는 삶의 빈곤으로 인해 회의를 담은 인간적
인 모습으로 영적 갈등을 보여준다. 허버트의 고통을 피하는 본능은 고통(suffering)이
필요하다는 정통 신념(orthodox conviction)과 경쟁(Sherwood 26)하며 그의 청원은 하
나님에 대한 궁색한 찬양이 세속을 바탕에 두고 욕망을 열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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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과 종교적 활동을 정확히 분리하지 않는 허버트의 청원은 더욱 개신교적인 성격1)에
가까우며 앵글로 가톨릭적 성격을 띠는 엘리엇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종교적 태도와
구분된다. 그러나 헌신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만이 허버트 시의 결말은 아니며 하나
님의 땅에 세 들어 사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보다 절대자인 하나님의 관리
하에 더 나은 새로운 삶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 자신이 깨닫고 그 깨달음의
필요성을 독자들에게도 간접체험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허버트의 시와 비교하여 보면 엘리엇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았지만
원죄로 인해 파산한 백만장자가 되어 그 땅에 살고 있는 나머지 인류도 고통과 질병이
더욱 악화되는 상태에 처해있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묘사한
다. 허버트의 땅의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이며 인간의 원죄와 그 대가 즉, 궁
핍, 질병, 고통을 의미하는 옛 계약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취소하기를 직접
호소한다. 허버트는 새 계약인 구원의 필요성이 시인 그 자신의 신앙적 경험이나 갈등
으로 인한 고통의 경감이나 번영을 위한 것으로 보지만 엘리엇의 시에서는 다른 방식으
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의 유일한 건강은 질병이다
만일 죽어가는 간호사에게 우리가 복종한다면
그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닌
우리의, 그리고 회복되어야할 아담의 저주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질병은 더욱 악화되어야만 한다.
모든 땅은 우리의 병원이다
파산한 백만장자에 의해 물려받은
Our only health is the disease
If we obey the dying nurse
Whose constant care is not to please
But to remind of our, and Adam's curse,
And that, to be restored, our sickness must grow worse.
The whole earth is our hospital
Endowed by the ruined millionaire ("EC" 4)

1) 부름(calling)에 대한 허버트의 개신교적 강조는 성전의 기도하는 마음을 정의한다. 개신교의 신성함에 대
한 믿음은 세속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활동사이의 엄격한 분리를 완화시킨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마음
으로 부르짖는 그의 응답은 하나님의 변화되는 도움과 현존을 촉구하는 것이다. 조지 허버트는 자신의 죄
를 고난(affliction)의 근원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생사의 관리인(custodian of life and death)으로 칭찬
하지만 그의 탄원은 하나님의 도움을 위한 피조물의 고뇌적인 요구(anguished request)이다. 그러나 자백
하는 영혼조차도 고의적인 속임수(wilful tricks ; confessio fraudis 고백 사기)를 쓸 수 있으며 청원은
의심스러울 수 있다고 셔우드는 반박한다. 고백의 진정한 동기는 고난의 고통을 피하기위한 자기만족의 욕
구(self-serving desire)보다 죄에 대한 증오가 적다는 것이다. 이 가능성은 허버트의 고백과 청원기도의
의미를 다소 복잡하게 만든다. (Sherwood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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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의 땅의 개념은 거주지가 아닌 질병으로 가득한 종합 병원으로 상처 입은 외과의
사와 죽어가는 간호사로부터 인류의 깊은 질병에 대한 치료와 보살핌을 집중적으로 받
아야 할 장소이다. 엘리엇은 허버트와 달리 인간의 고통을 더 경감하여 심신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닌, 질병과 고통을 악화시킴으로써 한기와 열이 동시에 오르며 감각이
차가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육체뿐 아니라 영까지도 회복되고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Hay(1982)에 의하면 긍정의 길(Affirmative way)은 항상 우주에 현존하는 신의 징조
를 알아차리는 유효한 수단으로써 기독교 성자들에 의해 인정받아왔지만 최인순의 논문
에서 영적인 갈등은 일방적인 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과 올라가는 길의
반복적인 영적인 움직임2)으로 이해된다.
전반적인 영적인 움직임은 오름(승천)의 것이다. 그러나 시들의 각각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시인의 영혼 사이에서 거쳐 간 그 많
은 영적인 갈등을 정의하는 하강하고 올라가는 움직임 사이에서의 반복적인 변화에 의
해 발전된다.
Overall spiritual movement is that of ascension. But each of the poems is not
developed by the "steady onward" movement, but by the repetitious alteration
between downward and upward movements that defines "the many Spiritual
Confliction that have passed betwixt God and [the poet's] soul (36).

그러나 헤이는 하나님과의 결합을 위한 영혼의 순례에서 『성 요한의 십자가』(St.

John of the Cross)는 긍정의 길은 부정의 길보다 덜 효과적이었다고 제시한다. 지적
인 자각 혹은 지성의 수단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영혼은 단지
빛으로 인한 영적인 깨달음만 아닌, 고문을 당하듯, 어둠의 심연, 다시 말하자면, 공포
와 같은 암흑의 공간이면서 절망의 구렁텅이 같은 지옥을 향해가는 것이다(154).
긍정의 길과 관련하여 허버트의「구속」와「목고리」에서 시 화자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헌신함으로 고통을 더 경감하여 삶이 풍요롭고 심신이 평안해지는 신의 축복, 삶의 번
영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인생의 풍성함과 수확이 없음에 대한 불안함과 불신으로 허버
트의 세속과 신앙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종
교인들도 흔히 겪는 영적인 문제이지만 그 문제는 질병과 고통이 악화되는 인간을 그리
스도의 부정의 길을 통해 육과 영의 치료 및 정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황지인의 논문에서 언급되기를, 신부님 가운의 칼라(깃)를 암시하고 있는데, 이
칼라는 고난과 속박의 상징이 된다. 허버트가 성직자가 된 이후에도 욕망3)을 떨쳐버리
2) 셔우드는 영혼의 내려감(falling or lowering)은 올라감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며 이것은 예수의 십
자가 희생(crucifixtion)이 부활과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겸손과 참회는 사랑과 기쁨과 동경에
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투쟁은 필요한 상승 양식이며, 그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사랑의 투쟁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슴에 새길 수 있다.(21)
3) 존 프레스턴 (John Preston)은 인간의 필요에 바탕을 둔 감사를 구원자에게 집중하거나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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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보여준 가장 거친 반
항의 태도가 ｢목고리｣에 묘사되어 있다. 이 시의 첫 부분에서 시인은 성찬식 탁자를 상
징하는 테이블을 세차게 치는데 이것은 결별의 암시이다(21-22).

나는 성찬대를 치면서 외쳤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밖으로 나가야겠어!
뭐야, 나는 언제나 한숨만 짓고 애만 태우란 말인가?
나의 길 나의 인생은 자유롭다.
큰 길처럼 자유롭고 바람처럼 헐렁하고 창고처럼 풍성하다.
나는 언제나 시중만 들어야 한단 말인가?
나를 피 흘리게 하는 가시만 있고
수확은 없단 말인가?
I stuck the board and cried, "No more;
I will abroad!
What? Shall I ever sigh and pine?
My lines and life are free, free as the road,
Loose as the wind, as large as store.
Shall I be still in suit?
Have I no harvest4) but a thorn
To let me blood, and not restore ("The Collar" 1-9)

허버트는 성직자로서의 헌신을 통해 기적과 같은 긍정의 빛만이 삶에 주어지지 않는다
는 것을 위의 시 구절에서 불순종, 반역, 반항심의 분노(choler)의 표현으로 보여준다.
또 다른 표현인 부르는 자(caller)는 목에 두르는 깃, 동물의 목걸이, 노예나 하인의 족
쇄, 교회가 영혼을 감금하는 감옥으로 묘사되었는데 신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시로서 이
성적인 지혜와 실천적 선의행동인 인간 중심적인 헌신과 봉사만으로는 세상에 대한 유
혹을 견디거나 감정제어가 어렵다(최경룡 119-20)는 것은 엘리엇이 유니테리언적인 인
본주의적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버트는
인류의 원죄로 인한 타락을 멸망의 징조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 대한 하나님
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용서하심을 그 의의와 더불어 이 땅에 드러나게 한 사건으로 나
타내고 있다(황지인 23). 허버트뿐만 아니라 필자를 포함한 신앙인들도 죄의 고백과 뉘
우침, 감사, 찬양, 행위에 대한 보상 및 죄의 빚 청산을 요구하는 청원(petition)의 중
목소리인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순수한 감사와 구별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순수한 감사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신의 정의(divine justice)를 완성하기 위한 거룩한 신의 욕망(true holy
desire)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셔우드(14)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와 욕망을 비슷하게 보았는데 기도
는 표현 혹은 욕망의 통역이라는 그의 설명은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기도에 대한 논의에서 들을 수
있다. 여기서 아퀴나스가 의미하는 것은 근본적인 행동은 식욕(appetite), 의지(will)의 움직임, 즉 대
상을 향한 욕망이다. 랜슬롯 앤드류스는 아퀴나스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영은 믿음의 빛과 의지와 '거
룩한 욕망'의 감동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믿었다.
4) 양재용(101)의 논문에 의하면 허버트의 harvest 개념은 엘리엇이 인용한 『바가바드 기타』의 "행동의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는 (do not think of the fruit of action) 시의 구절과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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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구원자가 중심이 아니라 청원자의 자아가 잠재적으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문
제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청원자 자신의 요구에 대한 관심은 청원자의 영적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필요를 성취하기 위해 새롭게 갱신된 관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셔우드는 허버트가 하나님의 진리에 동화하려는 신앙자이지만 여전히 개인으
로서 그의 뚜렷한 개성5)을 보유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은 부주의하며
고난은 하나님의 필요를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암시한다.
허버트의 진정한 종교적 헌신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결국 절대자에 대한 부름에 언제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시를 매듭짓는다. 엘리엇은 허버트처럼 절대자에 대한 겸손과 순
종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표현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신앙의 어두
운 밤을 거치면서 겸허히 인간의 교만을 내릴 것을 자신과 인류에 대한 조언의 방식으
로 강조한다. 특히 엘리엇의 상징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네 사중주』에서 고행
의 길과 같은 “부정의 길(negative way)”은 「번트 노튼」(“Burnt Norton”) 3장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라, 오로지 내려가라 / 끊임없는 고독의 세계로 / 세상이 아닌 세계
로..” (Decend lower, descend only / Into the world of perpetual solitude /
World not world )와 「이스트 코우커」(“East Coker”) 3장에서 강조되어 있다. 독백
형식의 친근한 화법으로 절대자에게 다가가는 허버트와 절대자와의 교감보다는 어두운
부정의 길로 내려가며 고독을 선택한 엘리엇의 헤이가 인용한 레오나르 웅거(Leonard
Unger)는 말하길 “정화의 활발한 길은 숙련자들을 의도한 것이고 초심자들에게는 수동
적인 것이라 조언한다”(Hay 155). 그러나 웅거와 달리 엘리엇의 부정의 길은 초심자의
길은 적극적이며, 경험적인 신앙적 묵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을 움직이는 것처럼 수
동적이라고 지적한다. 『네 사중주』는 부정의 길에서 첫 번째 밤인 초심자를 위한 감
각의 어두운 밤으로 구성되어있다. 엘리엇이 언급한 부정의 길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신
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흄(T. E. Hulme)이나 스미트(Kristian Smidt)같은 비평가들이 언급하는 기독교 신
앙의 기본적인 주제는 죄의 문제와 죄의식을 벗어나기 위한 속죄의 과정이다. 죄의식에
서 벗어난다는 것은 죄의식과 영적갈등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점을 인정
하고 절대자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인
간의 부족함 때문에 부정이 긍정보다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인간의
지성은 신에 대한 직감적인 이해에 도달 할 수 없다는 부족함도 포함한다.(양재용 64)
내려가는 길이 궁극적으로 올라가는 길이며, 기독교인 디오니시우스는 이 부분에서 예
수 그리스도가 박탈을 통해 인간의 속성을 비우는 부정의 길의 완전한 본보기라 언급한
다. 성 요한의 『천국의 사다리』(The Ladder of Divine Ascent)에서 거부(rejection)

는 영혼이 앞으로 나아갈 곳으로 박탈과 부정(denial)이며 이 삶에서 영혼에게 동등하
게 어두운 밤인 하나님이라는 것이다.(Hay 158)
위와 같이 시인의 영적인 갈등이 하나님의 어두움과 연결이 되는 것에서는 공통적이
5) 셔우드는 개성을 지키고 인간의 의지를 신성에 일치시키는 허버트의 자아는 '호혜와 정체성의 상태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보았다. 성취 된 자아는 '하나님과 구별 할 수 없을지라도' 개성을 보존
한다는 셔우드가 인용한 Vendler의 의견(151)은 엘리엇이 강조하는 끊임없는 자기희생과 끊임없는
성격의 소멸을 의미하는 몰개성의 개념과 대조된다.

조지 허버트 시와 엘리엇 시에 나타난 영적 갈등과 자아의 죽음

61

지만 허버트와 엘리엇의 종교적 경험은 차이가 있다. 허버트는 성직자로서의 영적 갈등
을 보여주었고, 엘리엇은 성직자로서의 종교적인 경험보다는,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춘
시인이 어려운 시기에 겪은 개인적인 경험인 세계전쟁, 자신의 질병, 아내 비비언에 대
한 죄의식과 고통, 좌절의 시간 등을 묘사했다.「목고리」의 마지막 연에서 허버트는
자신의 내면적인 갈등을 직설적으로 한탄하고 토로한 부분에서 인간인 동시에 성직자와
같은 삶이 얼마나 절망적일 수 있는지를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묘사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함치고
사납고 거칠게 말하고 있을 때
나는 누군가 부드럽게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 얘야!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나의 주여.
But as I raved and grew more fierce and wild
At every word,
Me thoughts I heard one calling, Child!
And I replied, My Lord. (인용 쪽수)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듯이 묘사가 되는 “얘야!” ("Child!")는 원죄를 가진 인간과 죄악
으로 인해 야기된 세속적인 고통에 견디지 못하고 반항하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신의
사랑을 그린 부분이다. 인간의 구원과 신의 영광 모두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
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으로서의 희생 과정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절대자가 베푸
는 은혜와 구속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다림에서 수반되는 슬픔도 함께 받아들여
야 한다는 것이다. 셔우드는 하나님과의 대화(communion with God)는 하나님과 청원
자의 양방향 관계로서 조지 허버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 보다 하나님과 대화
하는 상호적 부름으로 인식하였고, 이것은 절대자와의 연합과 절대자를 섬김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같은 인간의 죄를 청산하
기 위한 성육신의 일방적인 희생만이 아닌 인간의 무력감(Helplessness)과, 자기 부인
(self-denial) 즉 겸손을 통한 자아의 죽음(self-offering)과 같은 희생으로 충족될 수
있다. 허버트의 시처럼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의존하는 삶이 끝나고 스스로 무기력하여
어떤 소망도 없다고 절망적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은 엘리엇이 『네 사중주』의

「이스트 코우커」에서 묘사한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나 희망 없이 기다려야 하는 부분
과 관련하여 함께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내 영혼에게 말했다, 조용하라, 그리고 희망 없이 기다려라.
왜냐하면 희망은 잘못된 희망일 것이기에; 사랑 없이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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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사랑은 잘못된 것의 사랑이기에; 그래도 신앙은 있다.
그러나 신앙과 사랑, 희망은 모두 기다림 속에 있다.
생각 없이 기다려라, 왜냐하면 너는 생각할 준비되어있지 않다.
그리하여 어둠은 빛이 되고 정적은 춤이 될 것이다.
I said to my soul, be still, and wait without hope
For hope would be hope for the wrong thing; wait without love
For love would be love of the wrong thing; there is yet faith
But the faith and the love and the hope are all in the waiting.
Wait without thought, for you are not ready for thought:
So the darkness shall be the light, and the stillness the dancing("EC" 3).

여기서 잘못된 희망과 잘못된 사랑은 인간 중심의 희망과 사랑이며 자아 중심적으로 해
석될 수 있는데 엘리엇이 반복한 기다림은 결국 자아의 의지를 내려놓은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 중심적인 사랑과 희망이 포기되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하지만 신앙만으로는 기다림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엘리엇은 자아의 결실을 기대한 허버트와 달리 ‘생각 없는 기다림’을 시 속에

서 중심적인 신앙관으로 강조한다. 어둠이 빛이 되는 엘리엇의 시적 은유는 자신의 영
혼에게 말하는 시인의 자아를 초점으로 비추는 빛이 아닌 절대자인 하나님의 영광을 기
다림을 통해 완성한 하나님의 빛(구원의 성취)으로 영혼의 정적의 필요성과 자아 중심
적 의식의 죽음과 관련지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Ⅲ. 허버트와 엘리엇의 자아의 죽음에 대한 관점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대속은 결국 자아를 포기하게 되는 고난의 길로서
인간 구속의 수단이라는 것(최경룡 122)은 허버트와 엘리엇 모두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다. 허버트의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울부짖는 내면적인 절규는 신의 부름을 기다리는
초월적인 경험을 위한 대가(120)이며, 시적 표현은 다르지만 엘리엇의 종교적 명상 즉
고해성사를 위한 성찰도 자아를 포기하면서 초월적인 절대자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허버트는 「구속」이라는 시의 마지막 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을 통해 묘사한다.

도둑들과 살인자들 중에; 거기서 나는 그를 보게 되었다.
“너의 청원은 받아들여졌다.” 라고 말하고 돌아가셨다.

Of thieves and murderers; there I Him espied,
Who straight, "Your suit is granted," said, and 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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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연은 허버트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에 있듯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

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표현법이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마지막 행 “너의 청원
은 받아들여졌다.” (Your suit is granted.)는 이 시의 중심 메시지로서 화자로서의 허
버트의 신앙과 결부하여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 죄로 인해
세상적인 타락, 질병,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은 인간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
해 종결될 수 있고, 새로운 영적인 탄생으로 인간이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되어 절
대자인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처럼 완성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를 지은 첫째
아담과 대조적으로 원죄가 없는 두 번째 아담으로 암시되는데 성경의 가르침과 사탄의
영적 시험을 거친 예수의 삶과 죽음은 필연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그리스도
의 희생적 속죄를 구약시대 대속의 제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24).
허버트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대속과 영적 갈등을 겪고 난 후의 인간의 자의식의 죽

음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구속」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시 「덕망」(“Virtue”)에서
도 잘 드러난다. 호기심, 탐욕을 포함한 원죄와 그와 관련된 모든 죄를 낳는 유혹에 대
한 그리스도와 인간의 대처는 종교시인들인 허버트와 엘리엇의 주된 관심이다. 성경에
도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인 인간
과 마찬가지로 ‘내게 경배하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와 같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그에 대해 영적 갈등보다는 겸손과 순종의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나, 원죄의
피를 물려받아 태어난 인간은 내면의 갈등으로 인한 신앙의 험한 길과 자아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구속」에서처럼 절대자 하나님과 새로운 생명의 임대계약은 인간의 죄에서 해방되

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고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임대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다음과 같이 「덕망」에서 무덤
으로 들어가야 할 필연적인 죽음으로 표현되지만 그의 육체의 죽음이 영혼의 죽음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영적 고난을 겪으며 반드시 죽어야 하는 교만과 자의식의
죽음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아름다운 날이여, 너무도 서늘한, 너무도 고요하고, 너무도 찬란한,
대지와 하늘의 결혼식이여:
그러나 이슬이 오늘밤 그대의 몰락을 슬퍼하리라;
그대는 죽어야 하기에.
Sweet day, so cool, so bright,
The bridal of the earth and sky:
The dew shall weep thy fall tonight, For thou must die.

아름다운 장미여, 그대의 붉고 화려한 빛깔은
성급한 응시자를 눈물짓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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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 뿌리는 늘 무덤 속에 있으며,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
Sweet rose whose hue, angry and brave,
Bids the rash gazer wipe his eye:
Thy root is ever in its grave,
And thou must die.

아름다운 봄이여, 감미로운 날들과 장미로 가득 찬,
향료가 빽빽이 채워져 있는 상자;
나의 음악은 그대의 음악도 종말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죽어야 한다.
Sweet spring, full of sweet days and roses,
A box where sweets compacted lie;
My music shows ye have your closes.
And all must die.

오로지 아름답고 덕망 높은 영혼만이
잘 마른 재목처럼, 비틀어지지 않고;
온 세계가 재로 변하여도,
강하게 생명을 지닌다.
Only a sweet and virtuous soul,
Like seasoned timber, never gives;
But though the whole world turn to coal,
Then chiefly lives("Virtue" 1-16).

7-8행의 “그대의 뿌리는 늘 무덤 속에 있으며,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이전 인류의 조상과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의 죽을 운명을 동시에 의미하며

“모든 것은 죽어야 한다.”는 부분은 시인을 포함한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 그 이상의 의
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허한 순종과 희생처럼, 덕 있는 영혼은 시련을
경험한 영혼이며 더 강한 생명력을 지닌, 마치 잘 건조된 재목과 같다고 허버트는 묘사
한다.

헤이에 의하면 디오니시오스와 『성요한의 십자가』는 부정의 길에 대한 고행을 위해

같은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사람에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을 때만이 깨달음이 가능하다
- ("what you thought you came for is only a shell, a husk of meaning from
which the purpose breaks only when it is fulfilled."(159)는 것이다. 낮이라는 시
간, 즉 깨어있는 시간에 사람은 감정의 훈련이 어려운 것이며 종교는 도덕의 위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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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러운 - 매우 어두운 밤 혹은 황무지라는 것이다. 엘리엇은 죽음과 관련하여 「이스
트 코우커」 3장에서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시련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
님의 어두움이며 인간에게 지식, 소유물 어느 것도 남게 되지 않는 상태를 보여준다.
오 어둠 어둠 어둠. 그들은 모두 어둠속으로 간다.
........
그리고 감각을 차갑게 하고 행위의 동기도 잃었다.
우리는 모두 그들과 함께 간다, 조용한 장례식으로
어느 누구의 장례식도 아니다. 왜냐하면 땅에 묻힐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나는 내 영혼에게 말했다, 조용히 하라, 어둠이 너에게 내리게 하라
하나님의 어두움이 되게 될...

O dark dark dark. They all go into the dark,
.........
And cold the sense and lost the motive of action.
And we all go with them, into the silent funeral,
Nobody's funeral, for there is no one to bury.
I said to my soul, be still, and let the dark come upon you
Which shall be the darkness of God. ("EC" 3)

하나님의 어두움으로 내려가는 길은 인간의 실제 육체의 죽음으로 소멸이나 멸망보다
인간의 이성과 감각으로 작동하는 자의식의 박탈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의 장례

식도 아니다. 왜냐하면 땅에 묻힐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Nobody's funeral, for
there is no one to bury.)라는 구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은 죄를 지은 인간이 회개
와 속죄 없이 구원받지 못한 채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뜻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어둠의 길을 경험한 것처럼 인간 또한 “감각과 행위의 동기를
상실한 상태로” 생각없는 기다림처럼 하나님의 어둠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허
버트와 엘리엇이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죽음의 의미는 인간의 자의식의 죽음과 그리스도
의 인간의 원죄와 허물로 인한 대속과 결합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엘리엇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합을 위해 인간 중심적인 자의식의 죽음을「이스트 코우커」(“East Coker”) 3

장에서 “무지의 길”을 통해 보여준다. 허버트와 비교해 볼 때 어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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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도달하려면
그대가 아닌 곳으로부터 그대가 있는 곳으로 도달하려면
너는 황홀감이 없는 그런 길을 가야한다.

In order to arrive there,
To arrive where you are, to get from where you are not,
You must go by a way wherein there is no ecstasy. (35-37)

Ⅳ. 결론

허버트가 살던 시대는 가톨릭과 청교도간의 교리와 신앙으로 전쟁과 갈등을 겪었고 르
네상스적 부활과 과학의 발달된 시기로 신앙의 불신이 있던 시기였다. 다양한 사조가
공존하며 인간의 경험과 실험적인 면을 중시하였는데, 이후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둘러싼 전쟁으로 얼룩진 현대문명, 과학의 발달로 인해 엘리엇이 살던 시대는 더욱 혼
란스럽고 정신적 가치가 붕괴되어 인본주의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다. 두 시인은 공통적
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 깊게 통찰하였으며 원죄를 포함한 죄의식은 인간의 교만
과 자의식의 소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적인 교만과 자기기만적인 고뇌에도 불구하
고 허버트와 엘리엇은 절대자에 대한 헌신을 지탱하는 영적신앙의 힘이 중요하며 그것
을 위해 냉철한 반성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완성이 되는 것이고 자아의식의 죽음은 영적인 성장과 절
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소이며 그 결과 인간의 결함과 무기
력함을 깨닫는 것은 허버트와 엘리엇의 종교적 성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다.
그러나 하버트는 뚜렷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절대자와 자아의 상호적 존재를 시적인
담화에 확인하고자 했지만 자의식의 완전한 소멸에 있어서는 엘리엇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셔우드의 연구에서 보여준다. 셔우드는 사람 안에서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
하는 대화를 통해 재건 될 수 있다는 것을 허버트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우울증, 무력
감, 좌절감 -이 모든 것은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부정의 길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완전한 박탈감보다는 허버트 자신의 감미로움, 건강, 즐거움과 같은 삶의 긍정적 경험
의 소망6)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교제의 약속을 발견하고자 하고 그
약속은 영성의 예술(arts of spirituality)에서 행사된다는 것이다. 허버트는 자아의 정
6) “In this desire for comfort in God's presence, the self's own continuing presence is represented. Herbert's
instinctive objection to suffering here is rooted in a sense of importance for having enjoyed God's
presence, favour, comfort, and the promise of more.”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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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위안(comfort)을 얻고자 하는 이 소
망에서 그 자신의 지속적인 존재가 표현된다고 보았다. 허버트의 본능적인 고통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하나님의 임재, 은혜, 위로, 그리고 더 많은 것에 대한 약속을 즐겼다는 중
요성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152-53).
인간의 질병과 고통에 대한 시련을 피상적으로 인간의 죄와 신의 처벌의 차원으로만
보는 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최경룡 118)이
며 영적 갈등은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필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엘리엇에게
있어서 신앙인의 영적인 성장은 허버트가 강조하는 절대자의 긍정적이고 친밀한 교제의
약속보다는 자아를 내려놓는 부정의 길을 수반하며 신앙의 길에서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는 슬픔, 절망과 고뇌, 회의, 불확신이 내재되어있다고 보았기에 정적 속에서 겸손과 참
회를 더욱 중요시 여겼다. 종교적인 태도에 있어서 두 시인 모두 회의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허버트는 세속적인 야망에 대한 미련과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신앙적인 삶
에 회의적인 면-신에 대한 헌신의 대가-이 강했고 개인적이고 감성적이며 자기 비관적
인 성향이 짙었다. 반면에 버논 홀(Vernon Hall)이 언급한 시인의 역사의식을 동반한
엘리엇의 전통 의식과 수직적 위계적 질서를 중시한 엘리엇의 회의주의는 허버트와 달
리 사회적 종교적인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개인적인 개성강조 및 인본주의적인 태
도에 대한 비판이었다. 허버트 관점에서 절대자와의 상호적 연합과 절대자를 섬기는 태
도는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고 그의 시에서 정확히 분리되지 않았지만 절대자와 시인
개인의 위안탐색에 대한 연합을 중심으로 더 가깝게 묘사되고 있으며 반면에 엘리엇은
그의 시를 통해 시인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지만 실은 개인 문제 이상으로 절대자와 공
통된 인류의 죄를 중심으로 올바른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을 보다 정확히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신앙인의 영적 갈등과 자아의 죽음은 인간의 세속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하나
님의 숭고한 사랑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것(강문순 276)으로 이해된다. 신앙의 유무
관계를 떠나 원죄를 가진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세상적인 유혹을 받지만 영적 갈등을
수반하는 신앙인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고난은 신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넘어서 신
의 영원한 사랑을 향해 더욱 종교적인 차원으로 자기중심적인 자의식을 내려놓으려는
과정으로 반드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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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허버트 시와 엘리엇 시에 나타난
영적 갈등과 자아의 죽음」에 대한 토론문
배 순 정 (연세대)

이 논문은 17세기 형이상학파 시인 중 한 명인 조지 허버트와 20세기의 모더니즘
과 종교 사상을 표현했던 시인인 T. S. 엘리엇의 작품 세계를 비교하였다. 엘리엇
은 그의 비평문이나 시작품에서 17세기 시인들의 작품을 분석하거나 인용하였으며
그런 점에서 조지 허버트와 엘리엇을 비교하려는 이 논문의 시도는 의미 있다고 생
각된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보충이 필요한 부
분이 있다. 먼저 엘리엇은 17세기 시인들에 대한 비평문을 썼기 때문에 이를 기반
으로 허버트와 엘리엇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두 시인들 모두가 각
자 고유의 문학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이들의 문학관을 비교 대
조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평가들의 주
장들을 다시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특히 헤이(E. K. Hay)의
비평서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논문에 나오
는 “성 요한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성 요한”을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본문에 “성

요한의 “천국의 사다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십자가의 성 요한의 작품에 포함되지
않는 작품인 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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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s Selfhood: Economic and Cultural Negotiations in Mary
Rowlandson’s Captive Narrative

Sihyun Kim(Ewha Womans University)
I.
Mary Rowlandson’s only literary work, A True History of the Captivity and
Restoration of Mrs. Mary Rowlandson (1682)1with an estimated sale of thousand copies
(Derounian, “The Publication” 239) remains a prototype in the field of the captivity
narrative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I found some critics articulate their reading of
Rowlandson’s text as religious significance within the Puritan’s patriarchal culture.
They interpret Rowlandson’s suffering or her act based upon the God’s providence and
Psalms. However, while they discuss that Rowlandson’s negotiation during the captivity
is the role of a Puritan goodwife, I could not find much discussion about woman’s
subjectivity without providence or Psalms. My goal in this paper is to bring the issue of
Woman’s selfhood through economic and cultural interactions during the captivity.
Rowlandson was born in England to middle class Puritans who migrated to
Massachusetts in 1639. She was an affluent, socially prominent, and well-educated
Puritan woman in the frontier village of Lancaster (Derounian, Woman’s 3). New
England Indians, Narragansett, captured Mrs. Rowlandson with her six-year-old
daughter, and her two eldest children Joseph and Mary during King Philip’s War in
1676. Rowlandson and the youngest daughter who died in her arms in the first week of
captivity were separated from the older children for about three months’ captivity.
Another title is The Sovereignty and Goodness of God, Together with the Faithfulness
of His Promises Displayed; Being a Narrative of the Captivity and Restoration of Mrs.
Mary Rowlands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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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landson was allowed to reunite her husband and her two children back to
Lancaster. Rowlandson’s survival narrative was written during the two years following
the redemption. Not only is her experience being read by her surviving children, its
readers include men and women of puritan community in America and England.
Increase Mather, the presumed sponsor of Rowlandson’s publication, proclaims
that Rowlandson publish it to praise God’s providence as well as deliver the faithful
captive in the preface to her text:
This Narrative was Penned by this Gentlewoman her self, to be to her a
Memorandum of Gods dealing with her, […] by how much the nearer this
Gentle woman stood related to that faithful Servant of God, whose capacity and
employment was publick, in the House of God/ […] Here Reader, you may see
an instance of the Sovereignty of God who doth what he will with his own as
well as others; and who may say to him, What dost thou? Here you may see an
instance of the Faith and Patience of the Saints (8-9).
Most critics concur with Mather’s direction that Rowlandson’s narrative should be read
with Puritan understanding and practice. Especially, Kathryn Zabelle Derounian points
out that captivity narratives are influenced by religious writings such as sermon,
providence tale, and spiritual autobiography. Then, she adopts it to Rowlandson’s
writing. Derounian believes that by writing her captivity account, Rowlandson consoles
her psychological suffering within “the Puritan doctrine of providential affliction” (“The
Publication” 240).
Some critics explicate Mary Rowlandson’s position as a Puritan goodwife.
Margaret H. Davis contends that Rowlandson recounts “the role of Puritan goodwife in
relation to all masculine authority figures” (50) in conformity to women’s writing for
publication in Puritan society. She argues Rowlandson’s subjection to Indian males is
imposed by Puritan society which teaches that women should be identified as
submissive and silent. Davis further clarifies that Rowlandson writes “the only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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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ed for Puritan females, that of woman as wife” (56). Interestingly, she explains
Rowlandson’s sewing and knitting needle for food as the convention of goodwife. Lisa
Logan reads Rowlandson numeral positions in her narrative in a relation to others such
as a minister’s wife, mother, sister, friend, and neighbor. However, Logan contends
“[Rowlandson’s] experience in the wilderness robs her of her identity” (266) then she
understands Rowlandson’s subject only as a faithful mistress. It suggests to me that we
can analyze the text as woman’s position without any relation with others for surviving
that has never prescribed in the society.
Critics above I mentioned all agree on Rowlandson’s narrative as an epitome of
the sermonic model of the faithful captive. However, I observe that they miss to point
out the new model of womanhood in wild and unprotected condition. In particular,
Mather notes in the last line of the preface of the narrative that it is the reader’s fault not
to find any good while he dismisses to guide Rowlandson’s identity to readers. I don’t
want to negate that Rowlandson’s story includes her piety and her return thanks to the
mercy of God. It is no doubt that Rowlandson claims “God was with me, in a wonderful
manner, carrying me along, and bearing up my spirit, that I did not quite fail” (15).
Instead, I argue she transcends the pious motif in order to assert her independence for
economic value by bartering with the Indians.
To fully understand why Rowlandson’s negotiation with Indians is to reveal the
new model of woman’s subjectivity, I will first clarify Puritan ideology that confines
oppressive view of Native Americans and women in the seventeenth-century. In the
second part, in order to validate Rowlandson’s subjectivity, I will recount the moments
of negotiation during captivity and define womanhood that enables her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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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o tracking the Puritan women’s ideology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in the
seventeenth century provides a good starting point to find woman’s subjectivity
between the two different cultures. According to Puritan culture, women’s reading and
writing is to disrupt God’s ordering of the world because women are the weaker sex in
both mind and body (Logan 260). Laurel Thatcher Ulrich argues “a Puritan woman
could not enter a contract, acquire property, or write a will” (7). She agrees that
women’s roles in domesticity and society that are cooking, spinning wool, nursing
babies are accorded by the patriarchal culture. She provides women’s environment is
the family dwelling and the yards surrounding the household according to the English
tradition. Elspeth Graham has noted that Protestant doctrine underscores spiritual notion
of self in relation to God. In a certain sense, Calvinist writing is constructed through
confessing “the interiority of the self” (214). Graham contends woman is
“predominantly defined relationally and negatively” (216) as well as is subordinated to
men in the social discourses. Consequently, she concludes that it is hard for women to
speak publicly or to publish the text because they are under constraint to be silent in the
period.
On the contrary, I would point a specific event that the nuclear families among
four to six people immigrate in New England. This family demographic change affects
the role and the status of women in family. Along with that, Ulrich provides the insight
of the change that brings women’s exterior life in colonial America between 1650 and
1750 when political upheaval, religious conflict and devastating wars occurred (4).
Colonial women can take the responsibility of doing male duties while their husbands
participate in war or go out of town. It is not to say that Ulrich denies the asp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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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life in New England as virtuous woman described in Bible (14). However, she
raises the issue that women convert their position from the margin to the center of life in
these years. Richard Morris supports Ulrich’s idea by suggesting that “American
women in the colonial period attained a measure of individuality and independence in
excess” (128-129).
Rowlandson declares that “I have been in the midst of those roaring lions, and
savage bears […] Though some are ready to say I speak it for my own credit; but I
speak it in the presence of God, and to His Glory” (46). I capture the phrase, “I speak it
for my own credit.” Rowlandson neither approves nor denies her own credit on her
speaking. Through this ambiguity, I interpret her passages include the defense against
subjection to Indians, or even patriarchal society. I argue Rowlandson implicates her
social role as a negotiator in the unstable and wild captivity.

III.
When Mary Rowlandson leaves for move, she is in a state of despair from the
loss of home, death of her relatives and separation from her children. As she moves
from place to place, she discloses how lonely her existence would have been:
All was gone, my husband gone … my children gone, my relations and friends
gone, our house and home and all our comforts-within door and without-all was
gone (except my life) (15)
She enumerates her social identity which is bounded in the family and community such
as wife of husband, mother of children, sister of her relations. However, in the
wilderness, there is no given social identity except her life. This unique situation makes
Mrs. Rowlandson a skilled craftsman, a friendly neighbor and a resourceful trader.
First, I will construct the background how Rowlandson becomes a sk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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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r. It is bitter cold and Rowlandson feels that she is about to die because of
starvation. She asks her mistress to give her the meal, but the mistress would not give
her even one spoonful of the meal. At first, Rowlandson differentiate herself from the
natives: “The first week of my being among them, I hardly ate anything; the second
week, I found my stomach very faint for want of something, and it was very hard to get
down their filthy trash” (21). However, as the duration of her captivity gets longer,
Rowlandson describes her desire to satisfy her hunger: “[The] third week, though I
would think how formerly my stomach would turn against this and that, and I could
starve and die before I could eat such things, yet they were sweet and savory to my
taste” (21-22). Sometimes she relishes food that she had refused to eat or even touch
such as ground-up bones, horse’s guts and ears, wild birds, bear, venison, beaver,
tortoise, frogs, squirrels, dogs, skunks, rattlesnakes, and the bark of tress (44). In the
fifteenth remove, Rowlandson depicts what person could do in a starving condition,
seemingly as the savage: “for many times when they gave me that which was hot, I was
so greedy, that I should burn my mouth, that it would trouble me hours after, and yet I
should quickly do the same again. And after I was thoroughly hungry, I was never again
satisfied. For though sometimes it fell out, that I got enough, and did eat till I could eat
no more, yet I was as unsatisfied as I was when I began” (34). Henwood has observed
that the hunger is expression of her outrage and anger so he argues Rowlandson “tries to
calm her violent spirit by turning to the Book of Psalms” (178).
However, I would suggest the different point of view that the starvation provides
a means of creating an economic skill and it turns her to be an active negotiator. No
matter how vividly she describes her “wolvish appetite,” I believe Rowlandson never
assimilate the savage. Her narrative gives constant evidence of resistance to what m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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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ssimilated. For example, she carries “only [her] knitting work” (21) which leads her
to seek for surviving. In the first week of captivity, she “knits a pair of white cotton
stockings for [her] mistress” (22) without any trade. Her chief work during the captivity
is knitting and sewing. Although she serves as a slave in Quinnapin’s family,
Weetamoo, Rowlandson is resourceful in trading her services with other Indians for
extra food. Rowlandson knits socks, shirts, and hats for her captors to exchange them
for meals. Her knitting skills which are considered as domestic labor enable her to
barter for food and other commodities among the Indians.
Although almost exchanges are barter based, in the eighth remove, Philip who
is a commander of the capturing group, asks her to make a shirt for his son then he gives
her a shilling for a reward. With it, she “[buys] a piece of horse flesh” (25). I find it is
the first trade that Rowlandson involves with money. Nan Goodman has described that
“Rowlandson’s narrative reveals a world in which the idea of cultural difference was in
the process of being redefined from intrinsic to infinitely interchangeable through the
medium of money” (3).
Moreover, in a sense of interchangeability between cultural difference, when
Rowlandson is placed in a condition of negotiation, she shows her ingenuity by using
Native American words and adapting to her captors’ culture. I will show some examples
to vindicate Rowlandson as a friendly neighbor. She can survive from the captivity not
only by her housewifely skills but also by her understanding of the state of servant.
While another captivity pregnant woman, goodwife Joslin tries to run away due to the
inadequate adaptation to wildness and terminates in death, Rowlandson might be good
at communicating with captors. From my perspective, she might realize the hostility
appears by misunderstandings and the result of unsatisfactory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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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Rowlandson uses the Wampanoag words for husband, “sannup,”
for wife, “squaw,” for the Indian captor community, “pow-wow” and for the chief of the
Native American tribes, “Sagamore.” She also describes her master’s answer “Nux” in
Wampanoag’s word which means “Yes” when she asks him that “whether he would sell
[her] to [her] husband” (28). Sometimes she meets the natives, Narragansett with favor
and sometimes “with nothing but frowns” (27), but Rowlandson gets accustomed to
Native American culture:
Here I cannot but remember how many times sitting in their wigwams, and
musing on things past, I should suddenly leap up and run out, as if I had been at
home, forgetting where I was, and what my condition was (29).
She finds her condition “as if [she] had been at home” with Native’s way of life. Not
surprisingly, Rowlandson invites her master and his first wife for dinner because she
would return her captor’s favor. She recounts her master as “the best friend that [she]
had of an Indian both in cold and hunger” (28) and the old squaw who encourages her to
have foods. Moreover, Rowlandson describes social interactions with Indian women
who show kindness to her might be interpreted in terms of mutual affections. She views
the Natives as individual not the heathen community. One woman gave Rowlandson a
piece of bear and when Rowlandson asks to boil it, the female captor willingly does it.
Another woman lets Rowlandson come in the tent to get warm and lays a skin on the
floor to sit her. Although the captivity is harsh and painful to Rowlandson, she finds
herself to be adapted in the Native’s culture.
Last, I will suggest Rowlandson is a resourceful trader. She records the scene
when her captors ask her to call the price of her redemption in the twentieth remove:
They bid me speak what I thought he [Mr. Rowlandson] would give. Now
knowing that all we had was destroyed by the Indians, I was in a great strait. I
thought if I should speak of but a little, it would be slighted, and hi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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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 if of a great sum, I knew not where it would be procured. Yet at a
venture I said “Twenty pounds,” yet desired them to take less; but they would
not hear of that, but sent that message to Boston, that for Twenty pounds I
should be redeemed (38).
The ability to evaluate the unstandardized goods is important. She calculates the
monetary value of her experience in captive and her physical body as “Twenty pounds.”
According to Ulrich, when cash was scarce, the establishment of credit is necessary,
“[which] ultimately devolved upon husbands” (27). Although women’s business
activity in colonial period seems to be replaced husband’s sphere, women are “difficult
to measure” because “the business activities of wives were under the protection of a
husband” (Ulrich 42).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put a price on human value.
However, Mrs. Rowlandson estimates her ransom by herself to strike a good negotiation
by saying: “I thought if I should speak of but a little it would be slighted, and hinder the
matter; if of a great sum, I knew not where it would be procured” (38). Finally,
Christian Indians delivers a ransom of twenty pounds to Rowlandson’s captives and
leads her out of the wilderness.

IV.
The narrative structure of Rowlandson’s A True History of the Captivity and
Restoration of Mrs. Mary Rowlandson locates the published texts within ideal model of
a pious woman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However, in tracing the economic and
cultural interactions, I have proposed that Rowlandson’s text achieves the status of new
womanhood in the colonial context by conforming to the conventional narratives of
submissive captive. Rowlandson’s work thus participates in the shaping of cultural
understandings of female negotiators. While my reading has focused on a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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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of negotiations of the text, I wish to suggest Rowlandson places her narrative as
the construction of womanhood for a public audience beyond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experience and scripture by showing her econo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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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jectory toward True Charity and Prudence in Emma
Suhyun Shin(Sogang University)
The Korean Society for Literature and Religion
Jane Austen’s Emma (1815) is a great novel which describes the domestic
country life and the ordinary walks of life of England, especially the marriage and moral
th
education based on 18 -century decorum. Jane Austen has multiple nicknames including a

conservative moralist, a subversive author, a humorist and an unsentimental realist, and her
novel, Emma also has spawned a vast store of criticism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re have
been many accounts concerning ending of Emma; it can b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roughly: the novel with a happy ending or a novel with problematic ending. For instance,
Richardson Simpson contends that the ending of the novel is well-organized because the
didactic purpose is clearly seen through comparisons of the intellectual and moral
improvement of characters. He says, “[the] didactic intention is even interwoven with the
very plots and texture of the novel. […] Austen seems to be saturated with the Platonic idea
that the giving and receiving of knowledge, the active formation of another’s character, […]
is the truest and strongest foundation of love” (Simpson 136). Meanwhile, Marilyn Butler
says with a wistful smile, “Emma who is the ruler of the household at Hartfield eventually
shows her preference for rationality and inherited moral systems over imagination and
individual choice, and thus, Emma is brought to a recognition of her social duty” (Butler
260). In contrast, Sandra M. Gilbert and Susan Gubar argue that the ending of the novel,
unfortunately, states the necessity of female submission in that Emma embodies “[an]
imaginative girl who is amorously mastered by a sensible man” (Gilbert and Gubar 154).
Even though there are multiple perspectives toward Emma, there is no doubt that the
philosophy of virtues is firmly embedded in the novel and the dialogue, and transformation of
the characters revolve around it. In other words, if we presume Emma as a didactic novel, we
can explore the issue of how the characters conceive and practice the virtues and then
examine the growth-process of characters as practitioners of virtues. In this paper, the virtues
are examined based on Christianity because seeking Christian virtues in her novel is
meaningful as Irene Collins says, “Jane Austen was a deeply religious woman. It is unlikely

The Trajectory toward True Charity and Prudence in Emma

83

that she ever thought of the morality which she advocated in her novels as anything other
than an essential part of Christianity” (Collins 182). Thus, this paper will analyze how Emma
and Mr. Knightley pursue Christian virtues, focusing on charity and prudence, keeping track
of the process of characters’ transformation, and conclude with re-reading the ending of the
novel (the marriage of Emma and Mr. Knightley).

In Austen’s period, the mainstream of English life was agrarian, and church and
parish were the centers of social cohesion. Jane Austen was the daughter of a clergyman and
according to Giffin, Austen was serious about faith and committed in her practice in the faith
(Giffin 24). Alastair Duckworth argues that “Jane Austen's morality is based on religious
principle, and religious responses are not uncommon in her fiction" (Duckworth 26).
Although there is rarely talk about church or Christianity in Emma, we can explore Christian
virtues within the novel. Sarah Emsley also points out, “focusing of the ethics of ordinary life
in her novels, Austen explores what it means to fulfill one’s responsibilities to one’s
neighbors and one’s self in the context of religious as well as philosophical principles”
(Emsley 8). Traditionally, there are two kinds of virtues in a Christian life. One is
supernatural virtues which are “not acquired habits, but new powers of faculties
corresponding to the supernatural life of grace” (Macgillivray 3), and the other is natural
virtues which are “acquired by the repetition of good habits, and which, when acquired, give
us a certain facility in doing these actions” (Macgillivray 3). The supernatural virtues-faith,
hope, and charity are called the theological virtues as they have God for their direct object,
and the acquired moral virtues-prudence, justice, fortitude, and temperance are dubbed the
four cardinal virtues. Among the seven Christian virtues, Emma mainly deals with charity
and prudence.
First of all, Emma seems to be a person of charity, which means love of
neighbor; she is endowed with charity in that she keeps her eyes on “others”. She, however, is
lack of charity because she feels a comfortable feeling of “superiority” helping others. At
first, the virtue of charity is likely inherent in her and it leads to delight and power in her life.
She continues match-making for others by saying to her father, "I promise you to make none
for myself, papa; but I must, indeed, for other people. It is the greatest amusemen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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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13). She also “notice[s]”, “improve[s]” Harriet and “introduce[s] her into good
society” for her better life because it is “highly becoming [Emma’s] own situation in life, her
leisure, and powers” (24). Emma even “ha[s] a charitable visit to pay to a poor sick family,
who live[s] a little way out of Highbury” (81).” The problem, however, is that she still needs
to overcome her passion as Macgillivray rightly points out, “it must be well understood that
the love of God which is charity, is not a matter of the emotions” (Macgillivray 53). Emma
seems to intervene in the lives of others since she is bored, and has no outlet for her passion.
The narrative shows that Emma justifies inferiority of the cottagers by just accomplishing
duties as an upper-class woman:
Emma was very compassionate; and the distresses of the poor were as sure of
relief from her personal attention and kindness, her counsel and her patience, as
purse. She understood their ways, could allow for their ignorance and
had no romantic expectations of extraordinary virtue from those

from

her

their temptations,

for whom education had

done so little; entered into their troubles with ready

sympathy, and always gave her

assistance with as much intelligence as good-will.

(84)

There is no doubt that she is not a selfish person, but she is sidetracked to
self-deception. As Macgillivray points out “charity begins, with th[e] reasonable love of self,
[b]ut it is extended to our neighbor”, Emma’s charity does not start from adequate
self-knowledge and fails to extend to the understanding of others. She misunderstands events
around her, without realizing that she is herself the object of Mr.Elton’s interest, and her
charity of Harriet is transformed into the manipulation of Harriet. When Harriot receives a
letter from Mr.Martin, Emma convinces her to refuse his proposal by saying, “Harriet,
Harriet, do not deceive yourself; do not be run away with by gratitude and compassion. At
this moment whom are you thinking of?” (52), and she even interferes in “the formation of
every sentence” in the letter (53). According to Macgillivray, “people generally think of the
love of self as the very reverse of charity, but the fact is that there is a right love of self and a
wrong love of self, and the wrong love of self that we call selfishness […] is opposed to
charity” (Macgillivray 64). Thus, Emma’s charity for Harriet and a poor family implies
self-satisfied passion and misunderstanding of herself and others.
Emma, however, has good qualities as Mrs. Weston says, “with all dear Emma's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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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s, she is an excellent creature. Where shall we see a better daughter, or a kinder sister, or
a truer friend? […] where Emma errs once, she is in the right a hundred times" (38). As times
goes on she finds her faults and tries to improve it. She acknowledges her own
blindness and repents mis-judgment distinguishing the truth from the false. In
the early chapter, the narrator alludes danger of Emma's naïve judgment, as the narrator says,
"With all her advantages, natural and domestic, she was now in great danger of suffering
from intellectual solitude" (8). Emma does not realize Harriet’s feeling for Robert Martin and
his affection for her and confuses Harriet's mind by repeating personal praise about Mr. Elton
and trying to match them. After that, she suffers from the consciousness of her own errors
and acknowledges that her judgment is not always right. She says, "I have been but half a
friend to [Harriet]” (130). In the process of repenting, the narrator describes, “she ha[s] to
destroy all the hopes which she had been so industriously feeding […] and acknowledge
herself grossly mistaken and misjudging in all her ideas on one subject, all her observations,
all her convictions, all her prophecies for the last six weeks” (133). Therefore, through
self-examination, Emma has a possibility to learn “true” intimacy and charity.
Meanwhile, Mr.Knightley seems to be a person of prudence. Prudence is a
regulative virtue of the whole of our practical life. According to Macgillivray, “the
prudent man is essentially the man whose conduct is guided by right reason” (Macgillivray
79). In the early chapter, the narrator introduces that Mr, Knightley is “one of the
few people who could see faults in Emma Woodhouse and the only one who ever told her of
them: and though this was not particularly agreeable to Emma herself" (12). When Emma is
in danger of manipulation of Harriet and Harriet depends on Emma’s wrong judgment, he
points out their false intimacy. Knightley says, “Harriet knows nothing herself, and looks
upon Emma as knowing everything. She is a flatterer in all her ways; and so much the worse,
because undesigned. Her ignorance is hourly flattery” (37). Knightley also assesses Martin’s
choice of bride objectively and he is the only person who perceives the secret relationship of
Frank Churchill and Jane Fairfax. In addition, Knightley seems to be a moral censurer as
Macgillivray states, “[the prudent man] knows the true end [and] he knows the true principles
of moral conduct” (Macgillivray 79), and “exercise[s] the gift of counsel”
(Macgillivray 85). In Box Hill, Emma mocks Miss Bates’s chattiness by saying, “Ah! ma'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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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re may be a difficulty. Pardon me—but you will be limited as to number—only three at
once” (347), and Mr.Knightley criticizes her rudeness by saying, “Emma, consider how far
this is from being the case. She is poor; she has sunk from the comforts she was born to; and,
if she live to old age, must probably sink more. Her situation should secure your compassion”
(351). On this point, Gilbert and Gubar insist, “[the novel] describes the taming not just of
any woman but specifically of a rebellious, imaginative girl who is amorously mastered by a
sensible man” (Gilbert and Gubar 154). According to them, Emma’s imagination is usurped
by Knightley’s intelligence and “her impatient attempts to transform a mundane reality are
understandable” (Gilbert and Gubar 158).
Mr. Knightley, however, is not a perfect sensible man and his intelligence has some
faults. When Knightley says about Frank Churchill, he reveals a sense of jealousy and
prejudice but he does not acknowledge it. In that scene, the narrator describes that "[Emma]
had never before for a moment supposed it could make [Knightley] unjust to the merit of
another” (142). Concerning Churchill’s absence, Emma tries to understand his situation by
saying, “it is very unfair to judge of any body's conduct, without an intimate knowledge of
their situation” (138). In contrast, Knightley emphasizes on “a man of sense” and “a proper
manner” (139), and shouts, “I am not prejudiced" (142). He is limited by his own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as Mrs. Weston states his lack of empathy by saying to him, “you are so
much used to live alone, that you do not know the value of a companion; and, perhaps no
man can be a good judge of the comfort a woman feels in the society of one of her own sex,
after being used to it all her life” (35). At this juncture, Emma and Mr.Knightley embark on a
new journey of maturity as Giffin points out:
To Austen, there is a nexus between degrees of maturity and degrees of love; and
both

human maturity and human love are a reflection of-as well as a means of

participating

in-the divine love that Anglicans see in the personality and in the life of

Jesus Christ.

For Austen, the ways in which her heroines (and her heroes) journey into

their maturity

as characters-and are rewarded with the highest degree of humanity she finds

in he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Giffin, Jane Austen and Religion 26-27)
The marriage of them implies complementary cooperation in that Emma as

Knightley’s wife, and Knightley as Emma’s husband enter their life of activ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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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vement. In other words, the marriage gives them an equal role in order to improve their
maturity as Collins contends that, “Jane Austen was in no doubt that moral training should
begin in the home” (Collins 166). While they correct each other and realize their love, they
begin to reflect on their mind as their dialogue shows:
Emma laughed, and replied: "But I had the assistance of all your endeavours to
counteract the indulgence of other people. I doubt whether my own sense would have
corrected me without it."
"Do you?—I have no doubt. Nature gave you understanding:— Miss Taylor gave
you principles. You must have done well. My interference was quite as likely to do
harm as good. It was very natural for you to say, what right has he to lecture me?—
and I am afraid very natural for you to feel that it was done in a disagreeable manner.

I

do not believe I did you any good. The good was all to myself, by making you an object of
the tenderest affection to me. I could not think about you so much without
you, faults and all; and by dint of fancying so many errors, have been in

doating on
love with you ever

since you were thirteen at least.” (432)
To conclude, Emma is a charitable person, but lacks the sensible understanding self
and other and Knightley has prudence and sensibility, but he lacks empathy. Emma who is a
twenty-one years old girl “with very little to distress or vex her” (7) is eager to find a wife or
husband for others “with her comfortable home and happy disposition” (7). Only after Harriet
"only desiring to be guided by anyone she looked up to" (26) reveals her affection to Mr.
Knightly, Emma recognizes her love for him realizing that “it darted through her, with the
speed of an arrow, that Mr. Knightley must marry no one but herself!” (382). She finally
ceases to interfere in the romantic lives of others with through her social position and begins
to love a man. Knightley also just says in the early chapter, “I should like to see Emma in
love, and in some doubt of a return; it would do her good. But there is nobody hereabouts to
attach her; and she goes so seldom from home" (39), but he finally confesses he has been in
love with Emma ever since she was “thirteen at least” (432). Emma and Knightley struggle
with their own weakness and fallibility pursuing charity and prudence, and their marriage
symbolizes involvement for maturity because they have will to improve themselves and
admit comments from each other. Thus, the ending of the novel shows the valu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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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vement as a didactic novel, and since Emma and Mr.Knightley are eager to be better
people, they are faultless in spite of their fa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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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gressive Tendency of Intertextuality on Recollections of a Tour Made
in Scotland, A.D. 1803
Nam Jung(Sogang University)

Dorothy Wordsworth is accredited as one of the greatest woman writers in
Romantic-era along with the fame of her talented brother, William Wordsworth. One of her
well-known pieces, Recollections of a Tour Made in Scotland, A.D. 1803, is highly regarded as
an outstanding travel writing and generally acclaimed for its uniqueness in personal
appreciation of aesthetics and picturesque description of Scotland. As middle-class travelers
who were attracted to nature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the party of William and Dorothy
Wordsworth and Samuel Coleridge headed to Scotland, drawn by Ossian poems, seeking
naturally preserved places.
Written during the tour of 6 weeks in Scotland, Recollections of a Tour Made in
Scotland, A.D. 1803 (hereinafter referred to Recollections) not only has significant literary value
as it is, but also provides extra, but overwhelming pleasure of poetic works of William
Wordswor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William). The initial view on the use of William’s
poems in Dorothy Wordsworth’s travel writing is generally positive in terms of intertextuality.
But if this kind of method is only effective of demeaning her own work, ironically by
“gathering strength from an abnegation of the overt will to power” (4) as Meena Alexander
insists, then the functional advantage of intertextuality between Dorothy’s Recollections and
William’s poems should be called into question. This paper examines to find meditative
structure in Recollections and to address the issue of retrogressive tendency of intertextuality in
Recollections. In doing so, this I will investigate three aspects from Recollections; 1) Feminine
aspects and subjectivity, 2) Dorothy’s dependency on William’s poems, 3) Authority and
Authenticity.
Before the main argument, I will start by giving a brief explanation on the trend of
th

th

travel from as early as the 18 century to the early 19 century in relation to Dorothy’s writing.
In the course of the eighteenth century, the form of travel varied from exploring on scientific
purpose, ‘Grand Tour’. A good example of knowledge in science motivated travel is well
characterized into Robert Walton1 in Mary Shelley’s Frankenstein although it was published in
A captain who encounters and saves Frankenstein at the sea. “…for nothing contributes so much to
tranquillize the mind as a steady purpose-a point on which the soul may fix its intellectual ey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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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rly nineteenth century. The main purpose of this science seeking voyage was to explore
and bring new culture into England for economic abundance. The other major form of travel,
‘Grand Tour’ was popular among young aristocrats to achieve linguistic excellence as well as
useful information “in the empirical spirit of the New Science” (Thomson 47). As domestic tour
became fashionable and therefore affordable among middle-class travelers, the aspect of travel
writing moved towards more individualized form. Soon, travel writing on both scientific
research and Grand Tour had hit its limit since its informative function became no longer valid.2
Further, with the advent of the age of sensibility, travel writing as a genre transformed its main
interest, from ‘places’ to ‘travelers’. This subversive tendency changed the role of travel
writing, then the genre became more recognized as ‘literature’. Originated from recording
information on other cultures in the physical place, travel writing gradually headed into an
imaginary space of sentimentalism. Laurence Stern’s Sentimental Journey is accounted for this
new trend of sentimental travel writing, while Dorothy’s Recollections seem be placed between
the two extremes of Enlightenment period and Age of Sensibility. Just as where the text sits in
transition of the Enlightenment and the Romanticism, Recollections contains a mixture of
informative and sentimental elements. Thus, the journey is written in chronological order,
providing aesthetic appreciation through picturesque images of Scotland. The text mainly
consists of descriptions of geographical places and personal reflections of Dorothy.
However, the author notes in the memorandum that she wrote her work in three
separate periods:
The transcript of the First Part of this Journal and the Second as far as page 149, were
written before the end of the year 1803. I do not know exactly when I concluded the
remainder of the Second Part, but it was resumed on the 2nd of February 1804. The
st

Third Part was begun at the end of the month of April 1805, and finished on the 31 of
May. (190)
Consequently, she lost confidence in her memory since her work took almost 23 months from
th

the time of the tour. Therefore, in the diary of the 11 of April 1805 (which is assumed to be 19
days prior to the third part), Dorothy addresses: “I shall now only attempt to give you an idea of
those scenes which pleased us most, dropping the incidents of the ordinary days, of which many
(Frankenstein, 4)
Thomson notes that travel writing’s traditional remit to report back useful knowledge became ever
harder to fulfill since there were few places in the British Isles that had not already been described.
(Travel Writing, 4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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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slipped from my memory…” (191). But the period gap was not the only problem as
Dorothy hints: “…and others which remain it would be difficult, and often painful to me, to
endeavor to draw out and disentangle from other thoughts” (191); referring to her brother’s
death at the sea during the interval. John Wordsworth, a brother of Dorothy and William,
drowned on February fifth, 1805. Dorothy’s attachment to her younger brother John is
mentioned directly once in page 181, twice in other circumstances through the whole text. By
this time, Dorothy had complicated issues of temporalized memory, and the traumatic event of
her brother’s death.
Moreover, the idea of establishing female authority in a highly male-centered society is
thought not to be naturally conceivable. Meena Alexander has already noted the point in Women
in Romanticism, “women preserved the fabric of ordinary life” (3) and “held within the world of
women” (3) by giving birth and caring for the dying, and as a consequence, the subject of life
and death was crucial for women writers. Therefore, “The woman writer had to cut through the
bonds of femininity, those structures of patriarchal authority that seemed to stand outside her…”
(4). In this frame, Recollections partly corresponds to the limitation of the concern in terms of
subjectivity as Dorothy chose to depend upon her brother’s poems either to gain literary
authority or to fill memorial gap at the cost of her own.
Also, William’s attitude toward Dorothy is shown in his poem3: “…in thy voice I catch
/ The language of my former heart, and read / My former pleasures in the shooting lights / Of
thy wild eyes. Oh! yet a little while / May I behold in thee what I was once, / My dear, dear
Sister!”. By using the word ‘former’ repeatedly, William reflects Dorothy’s state of mind as
‘former self’. William sees Dorothy subordinate to himself, indicating her immaturity which he
had grown out of. Affected by the perspective of her distinguished brother, Dorothy naturally
grew subservient to William not to mention family hierarchy.
On Dorothy’s side of literary work, she also presents herself being subjected to her
brother in various ways. Firstly, it is notable that she quotes Williams poems twice in August,
th

st

rd

on the 28 and the 31 , while she did it eight times in September, beginning on the 3 , which is
the beginning of the second part of the writing which was resumed two months after the first
part as she confesses in the “Memorandum by the Author”. There is another quote of William’s
th

poem on the 10 of August, yet it has a high possibility of an additional work afterwards as she
notes: “In recollection of this, William long afterwards wrote the following address to the sons
Wordsworth, William. “Lines Composed a Few Miles above Tintern Abbey, on Revisiting the Banks of
the Wye during a Tour. July 13, 179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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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ill-fated poet: …” (10) This phenomenon shows clearly how she depends upon her
brother emotionally as well as professionally. There are 19 diaries in September and she quotes
William’s poems almost every other day. Secondly, Dorothy chooses to see herself through the
eyes of the two great male poets, William and Coleridge. And therefore, she accepts the
pre-determined self by male authority, as Alexander stresses: “The centrality of the poet’s self
was crucial to an art that tried to free itself of pre-determined orders, whether literary or
political.” (5) And ‘seeing self’ through a vision was crucial since the vision “assumed the
authority of self-consciousness” (4) among Romantic poets. In the diary of September third, she
identifies herself to William and Coleridge as ‘we’, to gain authority of shared feelings:
In comparing the impressions, we had received at Glen Coe, we found that though the
expectations of both had been far surpassed by the grandeur of the mountains, we had
upon the whole both been disappointed, and from the same case: we had been prepared
for images of terror, had expected a deep, den-like valley with overhanging rocks, such
as William has described in these lines, speaking of the Alps: - (178)
Thirdly, Dorothy admits her inability to express her feeling at Garrison where the three poets
met two women, but quotes William’s poem, saying: “I cannot describe how affecting this
simple expression was in that remote place, with the western sky in front, yet glowing with the
departed sun. William wrote the flowing poem long after, in remembrance of his feelings and
th

mine.” (221) In the diary of September 12 , she makes it clearer: “You will remember the
description I have given of the spot. I have nothing here to add, except the following poem
which it suggested to William”. (229) Judy Simons sees the reason of Dorothy’s negation in
writing poetry as:
As readers of Wordsworth’s work have noticed, there are numerous and by no means
casual correspondences between his verse and her prose writings. The connection then
between private and public writing, the daily journal and the finished art form acquires
here a new and provocative dimension, for in Dorothy Wordsworth's work we find a
diary which acts in many instances as a source of creativity in another, and a woman
whose unquestionable literary gifts are put into service for a man’s eminence. (43)
Fourthly, Dorothy gives herself in the superiority of her brother on reflections, and neglects her
responsibility as a writer: “I need not describe the scene, for William has done it better than I
could do in a sonnet which he wrote the same day; the five last lines, at least, of his poem will
import to you more of the feeling of the place than it would be possible for me to do.”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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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Elizabeth A. Fay puts it simply about the authority of travel writing: “Travel
writing is characteristically personal in tone, predicated on the concept of the traveler as
observer rather than authority” (73). Meaning, travel writing was totally up to the writer,
unbound to any kind of rules. For that reason, according to Fay, the genre was more suited for
women. Fay’s explanation goes with what Alexander asserts in her book: “The inner-outer
dichotomy the Romantic poets played with presupposed a centralizing self that could not be
easily translated into the world of women.” (3) Since women were “born into a realm of implicit
subservience” (3), it was almost impossible for women to establish their subjectivity. But the
implication is not wholly applicable on Dorothy to decide if she totally gives in and writes
casually in the shadow of her brother. In fact, some parts of Recollections show her struggle to
become like her brother, to see nature and its sublimity through the eyes of her brother, and to
find the relativity between nature and human. The descriptions made on the view of Thornhill
on August 19th have much a similarity with that of William’s works. She observes and meditates
nature, and writes in likeness of a poem:
About a mile and a half from Drumlanrigg is a turnpike gate at the top of a hill. We left
our car with the man, and turned aside into a field where we looked down upon the
Nith, which runs far below in a deep and rocky channel; the banks woody; the view
pleasant down the river towards Thornhill, an open country – corn fields, pastures,
and scattered trees. Returned to the turnpike house, a cold spot upon a common, black
cattle feeding close to the door. Our road led us down the hill to the side of the Nith,
and we travelled along its banks for some miles. Here were clay cottages perhaps every
half or quarter of a mile. The bed of the stream rough with rocks; banks irregular, now
woody, now bare; here a patch of broom, there of corn, then of pasturage; and hills
green or heathy above. We wee to have given our horse meal and water at a
public-house in one of the hamlets we passed through, but missed the house, for, as is
common in Scotland, it was without a sign-board. Travelled on, still beside the Nith,
till we came to a turnpike house, which stood rather high on the hill-side, and from the
door we looked a long way up and down the river. The air coldish, the wind strong.
(11-12)
At another scene when they saw three boys running down the hill, she describes them: “as
wanton as the wind” (15), identifying the boys as a part of nature. But then again, she questions
of the boys being nurtured as she finds out that they are well-educated. She is stimulated by the
connection of nature and human growth, and poses herself as a writer (or a poet) with a tint of
self, rather than being in the position of a simple observer. But still, her attempt re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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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ve to a certain degree. Judy Simons also noted the same tendency on Dorothy’s The
Alfoxden journal:
The main impression is visual, the colours of nature blending with the shades of light
and dark in a detailed and carefully composed arrangement to provide a full
appreciation of the pastoral landscape. But where in all of this – the streams, the
sheep, the sunshine, the flowers, the trees – is Dorothy? (44)
Even though Dorothy has unique way of ‘describing’ outer world, she fails to reflect it
internally. She was an outstanding female travel writer, but not enough of putting her name as
one of the big seven4 because she never succeeded in having her own vision of the outer world.
Nonetheless, Dorothy still remains as a great woman travel writer since she explored the path of
aesthetics and picturesque descriptions of Scotland.
Intertextuality is a common literary tool to mak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ext in the
light of another text. Two or more texts can reflect on each other, and produce newly woven
textual meanings. It can also work between the author and the reader, in conjunction with
mutual transition. It is generally expected with positive outcome on the literary text, bu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Dorothy somehow made it much more complicated than as
intertextuality already is. Dorothy’s intention on the intertextual usage also seems far more
complex since it involves social,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Dorothy’s attempt was simply
to promote her brother’s genius works in return for self-suppression on literary passion. In
conclusion, William’s poems in Recollections seem to support Dorothy at first glance, but they
only succeeded in presenting the position of a woman writer in Romantic period. In another
word, the works of William may have succeeded in the functional aspect to flourish readers’
minds, but not in maintaining the authority of Dorothy. Therefore, although the works of
William Wordsworth’s poems were supposed to support Recollections as secondary material,
they were bestowed with superiority which in any case, subvert the main function of
intertextuality.

Originally, The Big Six: William Wordsworth, Samuel Taylor Coleridge, William Blake, John Keats,
Percy Bysshe Shelley, and Lord Byr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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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o “Retrogressive Tendency of Intertexuality on
Recollections of a Tour Made in Scotland”

Lee Yea Rin (Sogang University)

This presentation discusses about Dorothy Wordsworth’s retrogressive attitude,
which is argued to be portrayed through Dorothy’s strong usage of intertextuality, which is
mainly through her own brother’s works. This argument is interesting in the aspect that it
argues against the genuine notion of Dorothy being one of the few recognised women writers
during the Romantic period, and it is implied in the presentation that Dorothy has limitations
to be called a writer who has her own authority in writing. In other words, in this presentation
it could be explained that Dorothy lacks agency in both the contents and intentions of writing
her travel essay. While it is interesting to see the argument of how Dorothy’s own writing is
eventually engulfed by her more (socially and in gender) powerful brother’s poems, there are
other aspects which have potential for further discussion.
It is mentioned in the essay that the text Recollections of a Tour Made in Scotland
(Recollections) is written chronologically and mainly focuses on sketching the “picturesque
image” of Scotland and Dorothy’s appreciation towards it. However, our presentor argues that
Dorothy acknowledges that she is relying on her memory from some time ago, and also
admits that her memories have been affected by the traumatic events she has experiences
(Nam 2). However, while it is faintly implied that Dorothy suggests and admits her own
unreliability, I believe we can be given more explanation about how this unreliability as a
narrator relates to her retrogressive attitude which is reflected in the text. In other words, this
is to say this makes Dorothy’s position unstable as an author with a strong narrative due to
becoming an unreliable author. Another question would be related to how it is depicted,
“obviously, William sees Dorothy subordinate to himself” (Nam 3). Although it is partially
understandable to why it is depicted so, still there should be more elaborative analysis
between the lines in “Tintern Abbey” and how this represents William’s view of Dorothy, and
why this eventually makes her a subservient figure. Although it is explained that the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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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 poems in Dorothy’s works portrays her to be a subjected figure, there would be a
further explanation in terms of using the lines of “Tintern Abbey”.
In summary, the two main questions would be:
1) To further discuss Dorothy’s unreliability as an author, and how this unstable position
as a narrator relates to her retrogressive attitude.
2) What exactly in (the lines used) William Wordsworth’s “Tintern Abbey” illustrates
the notion that he views Dorothy as a submissive character, and
3) How this relates to Dorothy’s admiration and partial worship through her use of
intertextuality.
Overall, this essay has an interesting perspective on Dorothy, by re-examining her
position as an author as well as showing her retrogressive attitude by using intertextuality.
The way our presentor argues that “some part of Recollections show her struggle to become
like her brother, to see nature and its sublimity through the eyes of her brother” (Nam 4) is
understandable and fascinating as we are able to see Dorothy in a new light. In the essay, we
are able to see how Dorothy’s submissiveness appears, and it is equally fascinating to see
how this implies that her own writing loses authority, as it is slowly engulfed into her own
brother’s works, which she had intended to use for intertex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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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F)TQWR6JGQT[ /&QWINCUCPF#9KNFCXUM[

ࠉ߾ ˗ଞ όɼए 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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ଲࡳ ѿԙ ݯɽҜ
ଭࢽ˗Վ

˓ࢠࢉ࣯̒

*KGTCTEJKUV

(CVCNKUV

ࡢଵ˗ खЯࣱܹ̍إ

खЯࢶ ܖܕʃ ʼࠆ

̛࣑࣏ऐݦՇ

ࡋָԽࢶ Ѧהԯʃ

̀ࡢ࣑ࣸ

̛߶ɼ

ˁࡋѰɼ

+PFKXKFWCNKUV
ࡢଵ߾ ˗ଞ ̛˗չࠪ ॺࢎ
ʎࢉ࣯ࢂ̛߶ɼѦ

'ICNKVCTKCP

࠹ٕ ʎ ࠝ

ʈଞ ΰٕʼٸٕ࠹ܖ
࠹ٕ߾۰ ࣯߭ऑ ٙૡҟ ʠٕ
ࡢଵ˗ ࢽ˓ؿʎࠪ ॳ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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ࡢଵیୣԽࢂ ҟࢠ˕ ̒оض ࢂ۽



˒ʝ ࢟Οࡿ છۺϔл



Ԏ ࢢ˕ ࡢଵ˱࣏ࢂ ࢷ



یॳ ࡖۿձ ଥ  قଞ˲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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ˮૣࠇ५۱ 
•

ָی

•

ΠѰʈ ࠉߟए؆ࡢ ــ۴˓ی

•

ଞࢷࡵ ঋѦঐ߾ ˈଜए ߉ˈ
˵९߶

•

ʠҝѹ ࣯ ࢂତࢂ ݤה

•

Эࢇ ̿ऑ ۴ԻࡢԻ ˼הࠊ
८ɼ Ѫऑ

•

˝إଞ ϯܹܹי

•

ଥк̛˗ɾ ࣏ࢽࢂ ٕࢢ

ѣ ૐնୋৗּ 
•

ݛզ ࢽए୯ ϩࡵ ળѦ߾ ؑ
ɼ ࢷـֿ

•

ָ ی

•

ָ ࢽࡕ߾ ָ ݣ۴

•

૧˕ ʈ߾ оଞ ࢷیˁˈ
߷ࡸ

•

˱ָоࠪ ˱ָѰࢂЕ ɾ߾
ˈࢽ

•

ݣʏָЯ ٕࢢ

•

 ߾ࡕהݣоଞ ࢷ߇ ࢶݥ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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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ۺл˩ٜˡ 
•

߅ষ̟̒ ָ ی

•

Ѱ߅̐ՙ ࡈࢻएݤה

•

ݤঐऐࡕࢂ ࢚׃ѹ ߇ࢷऑЯˈؿ

•

̛ܽऑ ଭࢉ ࢽࢉࢂ ʠҝѹ ˁˈ
ݤה

•

˕ࢶ८ԛࢂ ࢿח

•

 ָ ی

•

˓ؒ ࢂ̒ࢉ ࢠیࢺ ʢ ̛ট˓ی

•

Ѧִ߷Е ˵९ ɼ̛ࢷ ˗ݛ۴ ଜܹ˗ ܹۘ
˗ ݦ۴đ

•

Ѧݤɼ˗ ࡶ˗ݛଜࠆ ɼݛɼ ˓ ߾ࢠی८ʯ
ѻ

•

ળࡋҖࢂ ૧ߟ߾ ֍֟Е ٗԛࢂ ɼݛ
ɼ ࢶѻ

•

؏ܕ۰Ο ɼݛୣ ߾یˁݛݤؿ੬ࢇ Ѱ ߉
ࡸ

•

ۑו ࢂˈݦ 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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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ࢷ୕؏૽ۑٜˡ 
•

ָٕۘ ָی

•

ٙئʎ࣏˕ٕଜ߾߭৴۶ ࠞۘ

•

˱ঐ ࢉ˃˗ ରɼ̛˗ ˓ࡕהҚࢂ
ܹՇ

•

̎ࠊࢇ୯߾Ѧ ۘٸоଔଜए ߉ࡸ

•

ࢺࢿח ࢂࢽ˕ݡܹˈی

ϔл ࣬࠾ ࢟Οҗ

࢟Ο

ࢇݡ

ۉ։

ࡉߎۘɼ ٟˤ





˱૦ࠇ ੌ۴





ּ૦ ߅߅ݤΟ ԃ





ࡢѦ չ ֿ





࣯ ࡪԆ۴ ࢢ





ܹ۽оˬ ٟˤ





ց૦ ɼݛ૧؈





о˱एଜঋ˓ࢠی૧؈





ؒ۔ࢺ ٟ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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ϔл ࢟Οۭ ғԙΜВ ːࢷ

ϔл ࢟Οۭ ғԙΜВ ːࢷ

 Ϧࡲ ଲˮ߄ࢴࡅٵ

 ओЬ˒ ࢼѣɻ ࣌ࢺࡿ ઼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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ϔл ࢟Οۭ ғԙΜВ ːࢷ

 ઼ْ ̊ࢼࡿ ઼ݥ

̘В ܷۺѵ߶Щ
•

ࢢࢇԄ"
–  ࢂࢷیˁˈҚࡶ ݤהଜʠΟ ɾ˕ଜЕ ח ߾ܖ۰ ࢶѹ ࡢଵࢂ ࡁܕҚࢇ ଞ
̿ ߾ءѰࢊଞ ݤɾ˕ ˓ɾ߾۰ खࣸଜࠆ ΟΟ۰ ଞ یୣΟ یୣࢂ ଜࡢ˃
ࢂ ࣑ࡢ ࡶܖଜЕ یʢ 7XUQHU

•

ࡢ̛ɼ ܺ۽ѸЕ ࢇࡪ
– ࡢଵࡁܕձ ࡢଵࡳԻ ࢉएଜए ߉Е ࢚׃ѹ ɼࢽ߾ ҬԂ ଭѰ
– ٙٗଞ ࢽؿ
–  ߾ࢷیˁˈձ ࢇଥଜए ׃ଜЕ ࣏ऐח
– ফ߆ࢂ ʼ˕ձ ۘࢽଜˈ ଭѰଜ̛ձ ࣯ࢵଜЕ ˁ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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Щࣵ ،ୋָ ࢄزѼ ӡԲЩ ݘݘऄָі

ଙࢆնட 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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Ьࢇ ܸୗ ଚݞ

έْ୕ ࢴԕ

ֹ૯
ɹ
ࢴԕ

࢙࢟Ѷ ɹࢺ

ʹ˒
࢟Ο࢟

ଲ ˔ࡅ
ॷࢋ অؠ
ɻળ̘ͭ

ࢄࣵ ܸୗ ଚݞ

࢙࢟Ѷ ɹࢺ
࢟ʣੲ

ֹ૯ɹࢴԕ ܶࢺ
ࢴۉଚݞଲٖࡅݘݡ੩୕س

࠶ْ୕ ࢴ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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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ऌ

ۏҖԂࢂ ࠖ߯

ˮ࣌ࢳ ࢟Ο /CVUWOQVQ/KYCQ 


˕ଝ-̛ܽ-یୣࢂ ࢉਫ਼ࢇ߾ݛ۰ ؈ۢ



3 ࡖ 12ࢊ߾ ࢊܕ ࢂٕࢽقʎԶ, ̐ԜΟ SPEEDI
ࢽؿЕ 4ࡖ 26ࢊ߾ ˓ʎ



૧؈ࢽؿ, શЯ९ࠝ ҟࢇ ࣸѹ ୯, ߾ܖ ٸ
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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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UVGOHQT2TGFKEVKQPQH'PXKTQPOGPVCN'OGTIGPE[&QUG+PHQTOCVKQP

 ্ࠖՎ ˓ٸʎԻ ࡢଵएࠇࡳԻ ࣯
 ࡶоଔੵԼ ؏
 ্ࠖՎձ ࣸߒ˕ ए؏ࢽٕ߾փ ؿ
ˈଜˈ ࣯߾ʯЕ ˈؿଜए ߉ѦԼ
۶˃
 ࢂୣઞࡕࡢی࣏طୣࢂ ࣏߾ی۰ ࢽ
ٕ߾Ѧ ˈؿփ ଜˈऎʠЕ ࢿݤଜ
ए ߉ࡸࢇ ؉ୁक
 63((',Е ϗ ࢊࡕقԯୣ߾
۰ 㔆䨬ଞ ݛݤ੬

ܢࠆ ࡿࡿ࣬ٵ
•

ࢊࣸ ˈی ࢂٕࢽقɾˈؿ۰ࠪ ফࣗˈؿ۰ ֻѿ ָࢂ ؏оଞ ࢉࡕ߾ оଞ ࢉਫ਼٫
Իٕਫ਼ ˱۽Ѹ߹ࡳΟࢉਫ਼٫ оۘࢂ ۴ࢽࢸ८ࠪ ࢉਫ਼٫ ؏ ئҟࡵ ࢿݤѸए ߉ࡸ

•

ଜΟࢂ ࡪ ࡶٸएଜ̛ ࡢଥ Ьհ ʠगֆࡶ ଗࡁԻ ଜˈֻҘ ˈؿ۰ɼ ରࡢԻ 
۽ѸЕ ࠉܥ؆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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ײԋ ࢟Ο˒ ଲˮ࣌ࡿ ࢴୗ



یॳ ࡖۿձ ଥ  قଞ˲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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ଜ ܶ ߴВ ˅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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ࢺ ˅ۉەPQTOCNCEEKFGPV
•

ଔଟ ܹ ߷Е  ࢂˈیऎɼ

•

˕Ѧଞ ـଢࢶ ۘࡈ˕ ЯЯଞ ʼଢ
– &RPSOH[LQWHUDFWLRQ WLJKWFRXSOLQJ

•

ʎࢉࢂ ܹݨΟ શЯ९ࠝԻ Ѫչ̛ ߭Ԯࡋ ęଔଟ ܹ ߷Е ˈیĚ

•

оࢶࢉ ˈی
– Җչցࢊ ߅ࢊԐҖծϠˈیࢷࡕ ٻ
– ॼջࢵ ૧؈ˈی

࢟Οࡿ ۉʟˮ࣌ٔۮ
•

یʢ˱࣏ٗ۱؆ ࢶݨیओ ࡶחଥ یʢҚɾࢂ ࢉ˕˗˃ձ ٗ۱ଜЕ ؏ئ
– ۴ࢶࢉɼ ـଢࢶࢉɼ
– ܺ۽ࢉɼ Ѫ؈ࢶࢉɼ
– Яܻଞ ࢉ˕˗˃ࢉɼ ˱࣏ѹ ࢝ـଞ ࢉ˕˗˃ࢉ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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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ࡿ ۉʟˮ࣌ ˩ٵ

7KUHH0LOH,VODQGV

ܹ۽оˬ

ؒ۔ࢺ
&KDOOHQJHU

лˮऌଙ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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лˮऌଙঈ ୕࢟ࡿ ۉʟˮ࣌

ݘݡ੩ છ ˒ۺଲࡧ

Я۴ࢶ

̝

ʼଢ
؏ݥ

Гݝ

124

ۘࡈ

ـଢࢶ

+

++

Ьܸѧ

ؽଟѧ

$FFLGHQWDO5LVNV

3RVWPRGHUQ7\SHRI5LVN

/RFDOL]HGEXW8QSUHGLFWDEOH5LVN

'UHDGDQG8QNQRZQ5LVN

Ѱ८ٸˈیଭ̛ ੨Ԝ

ࡕࢷˈیо˱एଜঋ  ˈیҟ

+++

+8

Ьܸऋ

ؽଟऋ

5LVNDV6\VWHP)DLOXUH

(QYLURQPHQWDO5LVN

'UHDGDQG.QRZQ5LVN

/RFDOL]HGDQG3UHGLFWDEOH5LVN

ˬԛʢ ࢂיٟˤ ҟ

ࠟݤػۏ ࠝ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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ؽଟ ࡿۺऋɹɹ ɹࣄࠜ ଲ
•

ࣕࡵ  ۘۿVPDOOZRUOG

•

 ˃࢝ـFRPSOH[V\VWHP

•

ࠉ߾ оଞ ࢉɾࢂ ʎࢇ ɼࣇࠠ ୪˕ࢂ ্ࠖ ٙɼМ۽

•

ěόઝࡓ ѦϠĜୃۘ
–

ରٱԻ ࢉଥ ʺˈଜएփ ীߟଞ UREXVW\HWIUDJLOH όઝࡓ

–

০ΟЬࠪ یࢷࢽ ࢂ˲ 

–

.7Ѱ یʢ

0GVYQTM6QRQNQI[ࠧ 5ECNGHTGG0GVYQTMࡿ ࡿײ

-

ęૡ̎ࢶĚ یԷձ ॸࡶ ܹ Ь.

-

όઝࡓձ ࡏऐࢇЕ ЬࢇΰݛЕ
ęૡ̎Ě߾ Ь.

-

-

ૡ̎ࢶ یԷձ ॸࡶ ܹ ߷ˈ, ࢂѦ ߷
Ь.

-

όઝࡓձ ࡏऐࢇЕ ЬࢇΰݛЕ ࡉ
্ ̑Яࢂ ࡁࢉ˕ Ο֞ए ϠҖࢂ

ૡ̎߾۰ ࢇੌଜЕ یԷЕ ࠖ࠹ࢶࢇ

linking rule߾ Ь.

ֲ թࢶࡳԻ ࣲ߭ҘЬ.
-

߅הչ ̑Яࢶࢉ یʢѦ ࢊ߭Τ ܹ ࡳ
ֲ, ̐ʨࢇ ࢽۘࢶࢇЬ.
재난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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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ۉʟࡿ ʋ࠾

֦իࢴ ࡿݘર ʾ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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ʋӗϒ ۉʟ˒ 0GVECEKUO

ٓ ײлࢺࢴ ࢄ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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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ײлࢺࢴ ࢄ୬ 

ऋɹଙВ ˅ۉەࢺٵԙ
•

ˈیۘࢽٸԄ"
–

•

ࢽۘˈی
–

•

߆ࢂ߾ ࢂଥ փҚ߭ऑ ˈی

۴ࢂ߾ ̛؆

ࢇָחΟ ݤ۶ـ ࢇיଢࢶୃоࢶࢇ ѺܹԼ ߆ࢂ߾ ̛؆ଞ ˓ʸ߾ ীߟ

ࠝԂց ੨Ԝ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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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ࠇה˃ۿਫ਼ ੨Ԝ (2001)

ࢄࣵࢳ ؽଟଲۉୠ
•

•

˕ʠ ˁԻࢂ࣑ ࡢଵ
–

ߏࢶ ̒о૧ऎیୣΤսیୣ۽ۘࢽٸ

–

ݛݤ੬߾ ΰࢠѹ ࡢଵ

–

આָ۽ʼࠆ̍ࢂ 

–

୯ऑ˲ ࢢЯܻ ࢿࢂ ࢇࠬୃۘ

Ԏ ࡢଵ
–

ٙ ࢂ۽ݨऎоόઝࡓए˱ࢶ ۢࡢଵۚԻࡋ یୣࢶ ࡢଵ

–

ଢչࢶࢉ ـଢ˃ ߇߾ ΰࢠѹ एࢂ ࡢଵ

–

оֻ̍ ଝ˓ࢠ ଦ ؈ࢷ ܕˁծࠁ ־չϵ ࡪࢷ ࣏૽ݥ

–

ࡢଵʠ؟ς ۽ࡁࣸ ࢂݛऎ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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ࡢଵیୣԽࢂ ҟࢠ˕ ̒оض ࢂ۽



˕ʠ ࢢࢂ ઞ۽ϗо



Ԏ ࢢ˕ ࡢଵ˱࣏ࢂ ࢷ



ࡓۼୋ ॰ۉծ ଢ  ؿଛ˯ۉ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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ࠓ˅Ѷ ॰!ۉ


ঐଥऑ ଥࡋࢂ ˈࡢଵ˱ ˁࠒ˕ ࡪ ߯ػୣࢠࢂ ࢽ



ࢇ ˈیԯࢇ Е ࣸˈ۴ Ѧ



הչଞ ऎ ض࣏˱ ˁࡳԻ ࢉଞ ࡕـԯ  ࢿח؈ۢ



ଥߦܹ ٕۏষ ࢂݦଥࡋ࣏ଢଞ˲۴̗۴˓̛ܽࢷ߇Я ࢠ߆ࡳԻ ࢉଞ ̍ࢿ  ʃ
ѧ ܕ



ݣʏ˗չ ˗ ࢶ˕ չ ٕݨ



ࢷ߇ ࢶݥୱ



߇ʎ ה ܖչଞ ষ؈



۴ࢠ  ۴ऐ ऐࡕࢂ Ѧщࢶ ଥࢇࢉࢶࡕ ˗չࢂ ٕݨ



ଥˁࢂ ট̛оࡻ ݨિˌҘ ࢎࡶ Ϫ ࡻ̗˱࣏

 ࣸߒ߇ࢷоॺ ࢂٕق৴ઝԾࡓ ٕࢢ  یख˃ձ ҂Ԝ ݲ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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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ؽ୬ ऍࢸ ʾଲଛ ɹ࢝ সʵࢳࢆ ۉʟ



34.9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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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

21.8

˝࣯࣯

40
30
20
10
0

߾ءࢇ חЕ ˝ࢇ ـԎ ফо یʢ߾ оଥ ࠆॕ߭ ؿʵݡТЬ
Ο ̐Ԡ22Чࢇ ߭Ο۰ ऐࢻ ˁଵଞ یʢ ࣸ ɼࢠ ʸࡶ ؇ߑы یʢࡵ ה
߸ࢇ߹Ьˈ ۢɽଜݫТ̧"Ьࡸ >a@߾ࣸ ̛ؿ۰ ֆଥ ࣯ࠝݤݫփࢊ ؿ
̛ ࣸ ଥкѸЕ یʢࢇ ߷Ьִ ଥк یʢࡶ ֆଥ ࣯ࠝݤݫ

14.6

6.25

ࢽஜ۰ʠ

8.4

6.1

̡ࢊی۽

88ࠠսକ



˒ʝࠧࡿ ˩ٵ
–

ஜоԶ ۰ʠ ଞ˲ࢷࢪࢇ ɼࢠ ʸ
ࢶࢇԂˈ ̛߮



29.4
19

14.9

10.5

ϗ߾Е ˝࣯ ࣯ ࡋѰ˕ ࢽ

7.9

5.2

–

4.5

3

ϗ߾Е ࠹ࡢ̛ࠪ ࡖҖ৸ ʈ ऑ
ষ˝࣯ ࣯ ࡋѰ ҟࢇ ɼࢠ ʸࢶ
ࢇ߹Ьˈ ࡻз

–

ଞ˲ࢷࢪࢂ ʸࡵ ऐࢻ ˁଵଞ ۿоɼ
ֵیଜִ۰ ̗ܖ ̛߮߾۰ یԂएˈ

40
30
20
10
0

37.9

ࡳֲ˝࣯ ࣯ ࡋѰࢂ ʸѦ ̗



23.1
10.2

ʸ ̛߮߾۰ एࡓएЕ ˁଯ
9.3

6.8

4.1

2.6

2

–

0.9

؆ִ  ࡖۿֿ˕ ࠹ࡢ̛ঊ߇ଡ
یʢ˕ ࠉૡѦ ૦ʸ ҟ ফ̒ ؈ۢଞ ی
ʢࢂ ʸࢇ ࡉ ʯ Ο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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ࢼѣࢳ ݣՄ

߲ʵଛ ࣮̊ܶɹ ࢆɻ˔ˀծ ଢЩ˅ ۟ɺ

ٙ˵ࢂ ࡕԽ

ęࡢଵיओ ࡪষ ࡢ ࢂˈی˃̛ ଵࢇ ࡉ
ϩࡵ ߶ࢠ߾۰ ࢊଜЕ ̒Ի ěୖ̟ѰĜ
Е ̒הձ ցˈ ̆ɼଜԮЬ ߶ࢠ߾ ए
ʄࡶ ӂ߭Ӯջ ʨࡶ ̳аˈ ଢ଼̗ ࣯ࡉԜ
ʇЬ. ̐Ԟі ց ୃࢠࡶ ҂Ԝؿы ˓ࢠࢂ
߇ࢷ˗չ жкЕ ěୖ̟ѰĜɼ ߇ࢷֻࠪ
߇ؿˁࡶ ޱए ߉ࡵ ॹ ߶ࢠ߾ Қ߭ࠟ ʨ
ࡶ ࢇ ˈؿձ  ߅۔ࢿחଥкٕ۰߾ ˈବ
Ь. ̐ Ԇ߾ ěୖ̟ѰĜЕ ٸԼ घ˃ձ ؇
एЕ ߉ߑएփ, ࢉ ۘیٙࢇ࢈ࡶ кବЬ.”
חତ 1) ‘ୖ̟ѰĜ߾ʯ ࢉ ࢂۘیٙࢇ࢈ࢇ
ɼѦԼ ࣏ঈଞ ߇ࢷжкࢂ ঈیЕ
__£ ࡱߞ ˈ߷ ۽ଜЬ,
__¤ ଟ ࢊࡶ ବЬ.

ࠟࢽԽ˗˃ࣸ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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ߴݣВ ࡒԺ

חତ 2) ̐ ߇ࢷжкЕ ऐࢠ ѰՎҚ˕
__£ ˗˃ɼ ࡕܕଥ ओ ʨࢇЬ,
__¤ ضଡ ߷ࢇ ࢚ एγ ʨࢇЬ.

̊ ࡲآऌਾѵ ߂В ۉԃࡲ  ߛߪ࣬مଛЩ

חତ 1) ΰɼ փߟ ̐ ߇ࢷжкࠑЬִ
__£ ୖ̟Ѱձ Ͼʃ߅ ࣯߹ࡶ ʨࢇ
Ь,
__¤ ୖ̟Ѱձ ࡕоԻ ࣏ঈବࡶ ʨ
ࢇЬ.

ࢊ˗ѹ ࡕԽ

૯նْѭ

חତ 2) ΰɼ փߟ ̐ ߇ࢷжкࢇˈ
ୖ̟Ѱࠪ ࢸଞ ࠑࢇیЬִ
__£ ୖ̟Ѱձ Ͼʃ߅ ࣯߹ࡶ ʨࢇ
Ь,
__¤ ୖ̟Ѱձ ࡕоԻ ࣏ঈବࡶ ʨ
ࢇЬ.

ࢊ˗ѹ ࠟࢽԽ

ࢇݣՄࠧ ઃֵۺ: ࢼࡧ˒ ଛ˯ࡿ ऎԸ: 198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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ࢴୗࡿ ऋە
•

ଞ˲ࡵ Ϧࡲ ࢇݣՄ Ωࡲ ઃֵࡳۺԻ оѸЕ ࡢ˃ࢶ ̀ࡢ࣯ࢂ ֻљ߾۰ ߭اΟ
Ωࡲ ࢇݣՄΩࡲ ઃֵࢇࢷ ࢂۺएоԻ ऑବएփ߅ऐ ۰˱ ۴ऑ˲˕ ʋࡵ Ϧ
ࡲ ࢇݣՄ Ϧࡲ ઃֵ ࢂۺЯ˃߾Е ऑଜए ׃ଞ ۘ

•

एѹ ࢷࡵ ओࢶ ࢵ ࢂࢠ۽ଥࡁࢉ

•

આָ˲ ࡵ۽ɼˁࢪԯ˕ ɼࢠ ۘ˗˗˃ɼ ϩࡵ ܹض

ࠓ ࡿ˅ۉٖɹЙ ࡳۺ۳ֵଙВ ݘݡ੩ ࢄԺҗ

ࢄԺ ࡧ
ʏ˗ࢶ ̛ܽ િԜЬࢎ

یୣ˱ ۽િԜЬࢎ

̛࣏ऐ િԜЬࢎ

 ࡿ˅ۉછۺ

л૯ࢳ ଚ ଣ ݧʋϖ

ࢿձ ߭ا

(OOXO ̛ܽࢂ ۽

̛ܽ

3HUURZ ࢽۘˈی

࢚׃ѹ
یୣࢶ ˱۽

̛࣏ऐଞ
ষୃࢶ ݛݤ੬

묯먫 1J (T_J ꜏ 뼳ꂓꗯ 꾫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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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XUQHU ܺ۽ ˈی
:HLFN ۘ ࢂݥٟˤ
9DXJKDQ ࢊੌࢂ ࢊۘ
$V\E\ ̛࣏ऐଜЕ ݛݤ੬
5DVPXVVHQ ̛࣏ऐଞ ࢇѰ
+ROOQDJHO ̛Мࢶ ˓ָ

߄ࢴʾˀԸࡿ ࢄѭ

ষঈ5DVPXVVHQ  %UDQIRUG 

5DVPXVVHQࢂ ࡢଵ˗չ ٗ۱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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ষঈ5DVPXVVHQDQG6YHGXQJ 

˗ ࡖۿ ࡢ˃ࢶ ࢿ˱࣏ 67$03ٗ۱

ষঈ .LPHWDO 

 ࡖۿֿ߾  ࣱܹࢉࡁ طҚ $FFL0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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ষঈ: D. Kee et al.(2017: 508)

ݨٕ ݤ یॳ ࡖۿଞ ˱࣏߾ ࠒଯࡶ  ࣱܹࢉࡁ طҚ $FFL0DS

ষঈ: D. Kee et al.(2017: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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Ԏ ࢢ˕ ࡢଵ˱࣏ࢂ ࢷ



یॳ ࡖۿձ ଥ  قଞ˲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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ଲࡳ лٵଙВ ۉୠࢳ ɹ
ऌˮࢳʝ ࢳݡଲ

ર˯ࢳ ٖ߄
ޱΟࢪࢷ̛ࡢࡱ̖

̊ࡿ ઃֵۺ
ۉୠࢳ ݣՄ

֍ײݘҞߪࢳ ۭۉ

ࢼѣࡿ
ːࢅۺ

ۉʟࢳ ٖ߄
оࢢ૧؈ˈیʀҟ

ଲࢆऌ
࣬

ˀଲ
ࢴהऌݢ

ۭࢴࢳ ۭۉ

ۉୠࢳ ٖ߄
ࢿؑˊٺ߶ݨ

̘ୠࡿ
ːࢺۺ

࠶̘߫ ࢳە
ࢇەଲ

߄ٖ ࢳ࣎ݥ
ओהۑػԯʃ

ࠄ ࡿ״ݡЙ˒ۺ
॰ࠃ

ߒ۟ ࢳݡײଲ

ۉୠࡿ ऐ ҩխ ࡒؽԬ
•

یୣࢂ ओࢇ ϩࡵ یୣ߾۰ ࢢࢂ ଔଥɼ ࢶˈࢢ ୯ ࡕـѦ ڃղ

ࢢ

˱ـ

ࢠ̛ࢶ ˱ـ

˓Ѱࢂ ࣱܹ

ࢢࢇࢷ

یୣࢂ ओࢇ ϩࡵ یୣ

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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یୣࢂ ओࢇ άࡵ یୣ

ݤɾ

ࠆ࢟Ο ଢࠧ ۉୠࢳ ࠄԘ

80,000

 ܹ ی10ؑ

69,000

6,434
0

ଞ ݦоएऑ ऑѦ 7.2 (1995)

ݛন ۽оएऑऑѦ 8.0 (2008)

ࠆ࢟Ο ଢࠧ ۉୠࢳ ࠄԘ

400,000
199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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ࠉࢢଥԻ ࢉଞ ܹ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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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Χଞ

ٖ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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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ٺˈیѦ)

ଲࡧ ҩխ ˔ն، ࡿݢ५ࢄ



Ьߦଞ ࡢଵ

ʾଲࢳ ଲ ˔ն



ࡕࢉࢿʠ

Empirical RM



˃ٗ۱߾ ̛؆ଞ оॺ

ଔଥ߮ࢿ
Mitigation



ࡢଵࢂࢽ ۽

ऎ୕ࢳ ଲ ˔ն



ࡕࢉࢿʠ

Evolutionary RM



˕ʠٗˬٸ ˈی۱߾ ̛؆ଞ оॺ

ଔଥˁʃ
Preparedness

ଔଥ߮एࢂ ଞ˃



Ьߦଞ ࡢଵࢂࢽ ۽

ࠓࢳ ଲ ˔ն



 ˈی୯ ࢷʎ˕ࢽ ˗չ

Predictive RM



্ࠖ߾ ̛؆ଞ оॺ

؏ࢢࢂ ଞ˃

Log (ˈیԻ ࢉଞ )̛ݨܘ

ଲʝοۉ ࡿݘୠࢳ ֎Ԁ

Rational system
Natural system

Open system

ଦࡢ ࢶݪଵ˗չ Ի ݛۿTechnical
• pre-assessment
• risk appraisal
-- risk assessment
-- concern assessment
• tolerability/acceptability judgement
• risk management
• communication
࣏ऐࢶ ࠇԛ
• assets
• skills
• capabilities
ࢇଥ˗˃ࠪࢂ ˗˃
• politicians
• regulators
• industry/business
• NGOs
• media
• public at large

Managerial
Institutional

یୣࢶ ٗࡢ̛
• trust in regulatory institutions
• perceived authority of science
• degree of civil society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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ࢽחࠪ ̍ࢿࢿ
 different regulatory styles

࣌ࢺߣ ݢʝοࡧ ࢳەࢄ ࡿ ݘ

ࢇ̛ࢶ Ѱ̛Ի ࡏऐࢇЕ
ʎࢉ

˗Վࢶ
ࢿ˱࣏

ࢂהʃࡳԻ ̍ࢿѸЕ
ʎࢉ

ଭࡢѰ̛

࠲Ѧࢽ

ܹऐ˃ࠊ̛߶

࣏ଢ࣯ࢂࢶ Я

ए࣯ୣی

ࢽۘ˲ɼ
ʼی

࣏ࢽ ߦݥ
̀ԯٗ૦
όઝࡓ
࣏ࢉઝجঈ
ࢷԘࢶ ࢿஉ

ࡢ˃˱࣏ٕࢢ
ੵ˓ ݥٻѰ

ˁࢪࢠݤ

+ROOLQJVZRUWKDQG%R\HU  ձ ܹࢽ

ːࢺۺઃֵࠃʹ ۺɹ ɹࣄࠚВ ࣌ࢺߣ઼ݥ ࡿݢ

ଭࡢѰ̛
ࢇ̛ࢶ Ѱ̛Ի
ࡏऐࢇЕ ʎࢉ
˗Վࢶ
ࢿ˱࣏

ࢂהʃࡳԻ
̍ࢿѸЕ ʎࢉ

ܹऐ˃ࠊ̛߶

࠲Ѧࢽ
࣏ଢ࣯ࢂࢶ Я


ए࣯ୣی

࣏ࢽ ߦݥ
̀ԯٗ૦
ࡢ˃˱࣏
ٕࢢ

ୣ ࢽۘ˲ɼ
όઝࡓ
࣏ࢉઝجঈ
ࢷԘࢶ ࢿஉ
ˁࢪࢠݤ

ੵ˓ ݥٻѰ


㪓㑤 =DLEDWVX

ցଔ߅खЯ

ࡪیѹ
ઞ̀ࢶ ࢢأ

ࢽٕݨિ

ٕࢽ࢈ࢇࢶی

ୣ

όઝࡓ
࣏ࢉઝجঈ
ࢷԘࢶ ࢿஉ
ݨࢠݤિ

ૢࢶܥ
ࠉˈख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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ଲࡿ ˀࠧ лࡸ

•

оऎঈ؏ ̛˱փ ˈࢷԘࢶ ʼࢽࢂ ࣯ɼ ָٙٗ

•

оऎঈ؏ ̛˱Ο ٕঈҚɾ ࣏ࢂ ݨિ

ࢷԘࢶ ʼࢽ

ʼࢽࢂ ݨଭࢷԘ

ٙ۽ݨ

ࢷԘ
Ի̐Ԓ

ݨଭ̛˱

खଭࡶ ࡢଞ ʼࢽ

ݡлࢳ ࠾ˮ ۭݧࣵ ࢝ۺऌܓɹЙۉୠԸ

ۉ ݧࣵ ࢝ۺୠ

ܖѦ

߇ࢷ

࠹

ΰݨ

ʼ˕

˕ࢽ

ୃࢢ ࢂࢺݤ
ęߟࢸࡈٸĚ
ࣸ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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Ԏ߾
ęٕɼѺ  ࡈٸ5,6. Ě
ࣸݤ

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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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Ẉ#4㐘#44㓀#䊠᪱⡼䊝ᩀ㗉᪔䊝䏐#䊝⽤⁄䏐#⥠䆠#

 #

#







# ##







ଞ̖ ۔о 

〦۟∢#㊅✎ᶧ⏆∢≚㊆൞#

• ϗࠆղॷ˕ٸૡ!ܹԼ
• ϗׄˈ؆ࢺ חଝ˕یୣ!ϗɼࡶ 

Οהٙ͠ חଝશ!ϗʷࡌ ձ߭ז
ۿࢂࠉܕ۶Իॹࢂ࣯ݥ ॷ ٸষɾ
• ϗٕ֒৲ࢉਫ਼ΰ܈σܹۘۘ ଞ˲ࢉফট 

한강의「채식주의자」를 통해서 본 인간적 재난: 소통의 불가능성, 종교의 부재

145

• Χ

͵

ę˕ٗଞʨҚࡶࣚ߅ଜए߉Еę

ࠒ

הଞࢊۘࢂૡձ˱
• ࠒ࣯ࢉ˓
הଞ۽ʸࢂࠑࡪܕЕі

ʼϗ८߭ГΤě͵ĜࡶͲ୯

ࠒࢂΧ

ࢊۘ

ٗࠊ

ɼ࣐˗˃

ࡶݥʠٕଡ

㊅✎ᶧ⏆∢≚㊆∢##ᯪこ#₺࠶##
 ߾Тऋࢻ̒؏ئ
ęࠒɼࡶݥʠٕଜˈॹࡶݥଜЕʨࡵɼٕࢠࢿ߅Ԏ߅؟एࢂएؑࠪیୣ߾ऑ
Χ̀۽ԯ߾оଞʠٕձۘघଞЬईΧ۽૧ԯ߾ࢵତଜЕ࣯ࢶࢂएࢂ؈ୃࢇЬĚ ࣯
ࡵˁ 

ęěˈ̛ĜԂЀԯࡶҗଞΧࢂ۽एؑЕیୣ߾۰ڸփ߅ТԂɼࢽࡳԻࠉࢠѹЬě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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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 엘리엇 시에 나타난 전쟁과 재난
- 중세 가톨릭의 『신곡』의 관점으로 -

양 재 용(강원대)

T. S. 엘리엇은 1918년도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22년에 그의 대표작인 『황
무지』(The Waste Land)를 출간했고 1945년의 세계대전의 종전 2년 전인 1943년에

『네 사중주』(Four Quartets)를 발표했다. 엘리엇은 양차 세계대전을 체험하면서 이 두

작품을 발표했다. 이 두 작품에는 제 1차와 2차 세계대전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전쟁에 관한 시라 해도 무리는 없다. 1차 세계대전의 사상자는 약 삼천만 명이며 2차 세
계대전의 사상자는 약 오천만 명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인간이 만든 무기로 인한 전쟁의

상황은『황무지』와 『네 사중주』와 그의 「개선 행진」(“Triumphal March”)에서 자세
하고 또는 상징적으로 묘사되었다.
인류가 살던 어느 시대에나 전쟁이나 재난이 없던 시대는 없었다. 엘리엇이 살던 20
세기 초에도 지진이나 홍수, 화재, 화산폭발과 같은 많은 재난과 전쟁이 발생했다. 자연
적인 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재난이나 전쟁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20
세기에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방사능오염이나 가스폭발과 같은 인위적인 재난사
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과학의 발달은 폭탄의 위력이 인류의 미래를 한 순간에 잿더
미로 변할 만큼 가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이나 재난의 상당부분은 인간이 그 원인이

라는 것이 자명하게 밝혀졌다. 엘리엇의 『황무지』와 『네 사중주』에는 재난이나 전쟁

의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네 사중주』의 「드라이 셀베이즈」에는 강이 주
요 상징으로 나온다. 엘리엇이 어린 시절에 보았던 거대한 미시시피 강은 홍수를 일으키
며 길들여지지 않고 다루기 힘든 대상으로 공포와 경외를 일으킨다. 강에 물이 넘치면 홍

수가 되고 물이 마르면 가뭄이 되어 재난이 된다. 「이스트 코우커」에는 우주에서 벌어
지는 별들의 전쟁과 이런 우주의 끊임없는 혼돈과 소용돌이가 나온다. 이런 우주의 혼란
과 재난은 파괴적인 전쟁을 일으키며 그런 혼란은 지구의 질서에 영향을 끼치는 전쟁이
된다.
재난은 자연적인 것도 있으나 전쟁은 인간이 유발한다. 자연적으로 일어난 재해는 어
쩔 수 없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난 전쟁이나 재난의 비극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
다. 기독교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전쟁이나 재난은 인간의 지은 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쟁이나 재난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죄의 결과라면 인간은 죄의 원인이며 인
간은 그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인과론의 관점은 중세 가톨릭의 신앙을 반영한 단테의
『신곡』의 관점과 같으며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재난이나 전쟁은 기독교의 원죄나

교리 그리고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쟁이나 재난의 결과는 수
많은 사람이 희생된다는 점에서 과연 그 벌로서 적절한지는 문제이다.

T. S. 엘리엇 시에 나타난 전쟁과 재난 - 중세 가톨릭의『신곡』의 관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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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지』와 『네 사중주』에서 나타난 재난이나 전쟁이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증거
는 없다. 엘리엇이 전쟁이나 재난이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종말과
시작 그리고 죽음과 재생 그리고 부활은 그의 시에 자주 언급된다. 전쟁이 인류의 종말
이라면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는 부정적인 메시지이나 엘리엇의 『황무지』와 『네 사중

주』에는 전쟁이나 재난의 결과인 대규모의 죽음은 종말이나 끝이 아닌 기독교의 부활
이나 재생인 시작의 의미다. 그런 예는 1차 세계대전의 상황을 알려주는「리틀 기딩」
에서의 독일군의 런던 하늘의 폭격이다. 이 폭격은 대규모의 죽음이며 파괴이지만 이런

죽음이나 파괴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부활의 의미이다. 또한 『황무지』에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식물의 죽음과 재생의 이미지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이다. 엘리엇의
「이스트 코우커」의 마지막에 나오는 나의 종말에 나의 시작이 있다는 어구는 종

말이 끝이 아닌 시작이며 부활 그리고 재생이라는 메시지이다. 종말이 죽음이 아닌 시
작이라는 의미는 기독교의 구원으로 해석할 근거이다. 죽음이 시작이라는 의미는 죽음
이 곧 부활이라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쟁이나 재난은 막대한 피해와 죽음을 가져
오지만 긍정적인 의미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나 죽음은 부활을 가능하게 한
다. 인간은 전쟁으로 인한 죽음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원하지 않는 죽음이 4
차원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일 수도 있다. 그것은 『바가바드 기타』에

서 절대계의 차원인 크리슈나가 인간의 차원인 아리쥬나에게 자신의 친족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상황과도 같다. 그렇다면 『네 사중주』의 「리틀 기딩」에서의 독일군이 런
던 하늘을 폭격하는 것은 파괴나 저주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신약에서의 사
랑의 하나님이 아닌 구약에서의 저주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곧 중세 시대의
『신곡』에 나타난 징벌의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결과가 전

쟁이나 재난이기에 지옥의 불을 주는 저주의 하나님이다. 이런 점에서 전쟁이나 재난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서 해석할 수 있으며 전쟁이나 재난의 결과인 죽음은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수천만을 죽인 전쟁이나 재난이 인간
에게 주는 하나님은 벌로서 당연한 것인가?
엘리엇의 시를 전쟁 시로 본 국내의 논문은 최희섭이 있으며 최근에 이홍섭과 이철희
는 엘리엇 시와 전쟁과 관련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엘리엇의 시를 전쟁에 대한 시라
는 관점으로 보았으나 전쟁이나 재난을 기독교의 구원과 결부시킨 논문은 없다. 그 이
유는 전쟁과 종교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며 엘리엇의 작품에는 철학
이나 종교적 메시지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전쟁이나 재난
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본다면 재난이나 전쟁이 인류에게 기독교의 하나
님이 주는 벌인지를 엘리엇의 시와 시극에 나타난 메시지를 밝히는 것이다. 엘리엇이
개종한 영국 성공회(Anglo-Catholic)는 로마 가톨릭과 교리나 신앙에 매우 가깝다. 따
라서 로마 가톨릭에 가까운 영국 성공회와 칼뱅의 교리에 바탕을 둔 개신교의 차이를
구별하여 전쟁이나 재난이 인간의 욕심에서 빗어진 죄라면 하나님이 주신 벌인지를 구
별하여 기독교의 구원으로 『황무지』와 『네 사중주』에 나타난 죄와 벌의 의미를 단
테의 『신곡』의 관점으로 확인하여 엘리엇이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를 밝히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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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네 사중주』의「번트 노튼」의 2악장에는 우주와 인체의 내부에서 상반되는 요소들
간에 벌어지는 투쟁이 나온다. 지구에 존재하는 상반되는 것들의 대립과 투쟁 그리고
인체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쟁은 전쟁이 보편적인 것”이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을 반영하는 듯하다.
Garlic and sapphires in the mud
Clot the bedded axle-tree.
The trilling wire in the blood
Sings below inveterate scars
Appeasing long forgotten wars.
The dance along the artery
The circulation of the lymph
Are figured in the drift of stars
Ascend to summer in the tree
We move above the moving tree
In light upon the figured leaf
And hear upon the sodden floor
Below, the boarhound and the boar
Pursue their pattern as before
But reconciled among the stars(CPP 172-3).

지구에 존재하는 요소인 “진흙 속에 박혀있는 마늘과 사파이어와 인간의 신체안의 대
립적인 요소들은오래된 잊혀 진 전쟁(long forgotten wars)은 뿌리 깊은 상처”를
상기시켜주며 이 시에 전쟁의 내용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 또 다른 전쟁에 대한 내용은
지구 역사상 오래 동안 지속되어온 “멧돼지와 사냥개의 오래된 투쟁과 우주에서의 투쟁

과 대립”이다(CPP 172). 이런 상반되는 것들의 대립과 투쟁은 일종의 작은 전쟁이며 전

쟁과 자연적 재해에 관한 내용은 「이스트 코우커」에도 나온다.
Thunder rolled by the rolling stars
Simulates triumphal cars
Deployed in constellated wars
Scorpion fights against the sun
Until the Sun and Moon go down
Comets weep and Leonids fly
Hunt the heavens and the plains
Whirled in a vortex that shall bring
The world to that destructiv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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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burns before the ice-cap reigns(CPP 178-9).

엘리엇은 우주에서의 별들의 전쟁은 천둥을 통하여 지구상의 전쟁임을 암시한다. 별
들의 전쟁에서 전갈은 태양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혜성과 사자자리 별무리들이 하늘을 사
냥하면 지구에 빙하가 덮기까지 세상을 파괴의 불로 이끌어 불태운다는”는 시구가 나온
다. 우주에서 전쟁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지구에서도 혼란과 재난이 항상 존재했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다. 엘리엇은 파괴적인 불”(destructive fire)이나 빙하가 덮는”(the
ice-cap reigns)표현에서 지구상의 혼란인 재난을 언급했다. 또한 엘리엇은 우주에서의

별들의 전쟁”(constellated wars)을 말한다. 허정자는 『코리올란』(Coriolan)의 「개
선 행진」에서 화려한 개선행진을 하는 전쟁 영웅 코리올란을 정지점”(the still point)

과 연관 지어 전쟁 중이든 평화의 시기든 어떤 진정한 삶의 가치가 정지점”에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다(159). 이런 관점에서 우주와 지구상의 전쟁과 혼란은 회전하는
세계”(turning world)이다.

엘리엇의 「리틀 기딩」에도 전쟁이 나온다. “찰스 1세는 청교도인 들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하여 리틀 기딩 교회로 피하며” 결국 단두대에서 처형당한다. 청교도 혁명
은 기존의 권력을 지키려는 왕과 그 권력을 뺏으려는 시민들의 혁명이며 1641년에 시작
하여 10년에 걸친 전쟁이다. 엘리엇은 영국의 역사에서 청교도 혁명과 같은 전쟁을 

회전하는 세상”으로 제시했다. 엘리엇의 『코리올란』의 「개선 행진」에도 세계대전을
짐작할 수 있는 현대과학이 만든 무기의 규모나 병력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이
런 전쟁은 회전하는 세상”이다.

라이플총과 카빈총 5,800,000개,
기관총 102,000개,
참호 박격포 28,000개,
야포와 중포 53,000개,
탄화와 지뢰와 도화선의 수는 셀 수가 없네,
항공기 13,000대,
항공기 엔진 24,000개,
탄약 트럭 50,000대,
또

군인 트럭 55,000대,
야전 취사장 11,000개,
야전 제빵기 1,150 개.

5,800,000 rifles and carbines,
102,000 machine guns,
28,000 trench mortars,
53,000 field and heavy guns,
I can't tell how many projectiles, mines and fuses,
13,000 aero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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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 aeroplane engines,
50,000 ammunition wagons,
now 55,000 army wagons,
11,000 field kitchens,
1,150 field bakeries(CPP 127).

1931년에 쓴 『코리올란』의 「개선 행진」은 1927년에 엘리엇이 개종한 후의 자신의

종교적 변화를 위한 크리스마스 시로 『에어리얼 시』(Ariel Poems)에 포함하려고 썼는

데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개선 행진」은 「한정치가의 어려움」(Difficulties of a
Statesman”)과

함께

『코리올란』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엇의

『시집』(Collected

Poems)에 수록된 완성되지 못한 시이다. 엘리엇은 이 시에서 전쟁에서 사용한 엄청난
무기와 병력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행진을 보여준다. 엘리엇은 소총과 기병총이
나 기관총 또는 각종 포와 인류가 발명한 항공기와 트럭뿐 아니라 20세기의 과학의 소
산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1차 세계대전의 무기로 추측이 가능하다. 항공기와 트럭까지
등장하는 개선행진은 그가 보았던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병사들의 개선행진이다. 엘리
엇은 이 시에서 전쟁의 원인이나 그 참혹한 결과를 말하지 않았으며 현대 과학이 만든
무기의 규모와 참전병사의 규모만을 제시했다. 이 시는 대규모의 전쟁병기와 군대를 상
세히 묘사하고 있지만 이 시의 배후의 숨은 뜻을 읽어야 한다. 『코리올란』의 주인공
인

코리올라누스는 햄릿(Hamlet)의 역사극인 『코리올라누스』(Coriolanus)라는 작품

의 주인공과 같다. 엘리엇이 『코리올란』을 쓴 이유는 로마 전쟁의 영웅이 코리올라누

스여서가 아니라 배신하는 그의 인간성에 주목했다. 코리올라누스는 로마를 구한 전쟁
의 영웅이나 그는 매우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장군으로 로마시민을 무시
하였다. 로마시민들은 코리올라누스를 거부하였고 이에 격분한 코리올라누스는 상대국
적군의 편에 서서 자신의 조국을 배반하여 로마를 침공하려는데 어머니의 충고로 마음
을 돌린 코리올라누스는 양국 간의 전쟁을 화해시킨다. 그러나 결국 그는 적군에게 잡
혀서 역적으로 몰려서 살해당한다. 엘리엇은 이 시에서 역사를 통하여 로마 전쟁의 처
참함과 황폐함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엘리엇은 코리올라누스가 조국을 배반한 인간
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엘리엇이 반유태주의자였다는 것도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의
인간성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이며 이런 생각에서 가장 큰 죄는 배신을 저지른 것이며
이런 사람이 지옥의 맨 아래 간다는 것은 『신곡』에 나타난 단테의 생각이기도 하다.

엘리엇의 『황무지』의 제 2부에는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병사에 대한 여인들의 대화가 언급된다. 이 시도 군대 간 남편을 배신한 여인이 주 내
용이다.
서둘러 주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앨버트가 돌아오니까 좀 멋지게 가꾸라고.
이빨 하라고 그가 준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겠지. 그는 주었어. 내가 거기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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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그것들을 몽땅 빼버려, 그리고 멋진 틀니를 해봐.
맹세컨대 그가 그렇게 말했어. 너를 쳐다볼 수 없어.
나도 더 이상 볼 수 없어, 내가 말했지 그리고 불쌍한 앨버트를 생각해봐,
그는 군대에 4년이나 있었어, 그는 즐기고 싶을 거야,
네가 그를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해줄거야, 내가 말했지.(ll. 65-66)
Hurry up please its time
Now Albert’s coming back, make yourself a bit smart.
He’ll want to know what you done with that money he gave you
To get yourself some teeth. He did. I was there.
You have them all out, Lil, and get a nice set,
He said, I swear, I can’t bear to look at you.
And no more can’t I, I said, and think of poor Albert,
He’s been in the army four years, he wants a good time,
If you don’t give it him, there’s others will, I said(CPP 65).

이 대화는 술집에서 여인들이 전쟁에서 제대하는 남편을 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1
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4년간 복무한 남편이 곧 제대한다는 내용이다. 그가 4년간 전
쟁에서 참전하여 고생하고 있을 동안에 그의 아내는 그가 보내준 돈을 다 써버렸다. 아
내는 남편의 귀환을 걱정한다. 술집 주인은 곧 문을 닫는다며 재촉한다. 그런데 이 재
촉하는 말은 마치 불륜의 남녀가 가게에서 벌이는 불륜과 또한 곧 남편의 재대할 시간
이 다가옴이 추측된다. 이런 대화는 전쟁으로 인하여 미래에 닥칠 더 큰 불행이 암시되
어 있다. 여인들은 릴의 남편이 제대하면 그가 보낸 돈이 어떻게 써졌는지 알고 싶을
것이며 그가 없는 4년 동안에 부인의 비행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남편
인 앨버트는 전쟁의 피해자이며 불행의 당사자이며 아내의 부정과 욕심에 의한 희생자
이다. 엘리엇은 이 시에서 전쟁의 참상과 희생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욕심과 배신이라는 인간성을 화두로 삼았다. 전쟁의 시기가 아니라도 배신과 부정은 언
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이다. 엘리엇은 배신이 결국 자기의 이익을 더 생
각하여 자신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준다는 것에 주목한다. 배신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은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주요 메시지이다.

인간의 이런 죄를 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엘리엇이 제시하는 것은 죄의 결과는 죽음

으로 나타난다. 밀워드는 『네 사중주』의 「리틀 기딩」에서 독일군의 런던하늘의 공
습에서“현대 세계의 인간은 두 종류의 불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에 직면한다고 보았다.
하나는 정신적이고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며 다른 하나는 물질적이며 파괴의
불”(Milward 177)이다. 밀워드가 본 불로서 죄를 정화하는 시각은 상반되는 것이 하
나이며 같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과는 다른 가톨릭의 관점이다. 가톨릭에서 본 죄

를 정화하는 불에 대한 개념은 우선 단테의 『신곡』의 연옥에 나오는 죄를 정화하는
불이다. 불은 우선 지옥에서의 고통의 불이며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고통만이 있을 뿐
이다. 그러나 『신곡』의 연옥의 의미는 불의 고통을 겪은 후에야 인간의 죄는 정화되

158

2018년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학술대회

며 천국에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에서의 불은 인간의 죄에 따른 결과로서 정화
의 불이며 정화의 불은 파괴의 불이다. 파괴나 죽음의 불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정화이
며 파멸의 불이다. 「리틀 기딩」에서의 독일군의 폭격기의 런던의 공습은 파괴와 정화
의 불로 볼 수 있다.
The dove descending breaks the air
With flame of incandescent terror
Of which the tongues declare
The one discharge from sin and error.
The only hope, or else despair
Lies in the choice of pyre of pyreTo be redeemed from fire by fire(CPP 196).
이 시의 비둘기는 런던에 폭탄을 투하하는 독일군의 폭격기로 나온다. 하늘을 가르는
폭격기의 폭탄이 런던의 하늘에 비처럼 쏟아진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폭격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이며 그 비둘기의 혀는 런던 하늘을 공습한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독일군의 폭격기라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도 주지만 벌도 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폭격기는 강렬한 공포의 불꽃을 내품으며 대기를 가른다.
이런 죽음과 절망을 주는 폭격은 분노와 징벌의 하나님이다. 단테의 『신곡』에서 볼

수 있는 중세 가톨릭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벌하는 징벌과 분노의 하나님이다. 하나
님의 분노는 인간의 반역과 죄에서 비롯되었으며 역설적으로 이런 죄에서 해방되는 유
일한 희망은 파괴와 절망인 죽음의 장작더미를 선택하는 것이다. 파괴와 죽음의 장작더
미 위에 타오르는 불은 파괴의 불이며 인간의 죄를 정화하는 정화의 불이자 구원의 불
이다. 밀워드는 “독일 폭격기에서 내뿜는 폭탄의 불은 성령의 불이며, 성령강림절의 불

을 혀를 날름거리며 꺼질 것 같은 어두운 독일군 폭격기”와 동일시하고 있다(Milward
212). 이런 밀워드의 이런 견해는 불의 가지는 이중적인 의미인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
이며, 파괴적이며 반생명적인 죽음과 징벌의 하나님이다. 불은 성령강림절의 인류를 구

원하는 불이지만 「리틀 기딩」의 불은 파괴와 죽음의 불이다. 엘리엇은 성령의 불이
아닌 독일 폭격기가 인류를 파괴하는 죽음의 불로 제시한다. 이런 불의 이중적인 의미
는 엘리엇이 믿는 앵글로 가톨릭의 교리인 가톨릭에서의 죄와 정화 그리고 구원의 교리
에서 본 것이다. 엘리엇은 이 시에서 전쟁의 참상보다도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의 결과
를 말한다.

엘리엇은 평화주의자도 아니었고, 전쟁반대론자도 아니었다. 그는 해군에 입대하려

고 하였으나 심계항진증과 탈장 때문에 입대할 수 없었다”. 이 점에서 전쟁에 대한 엘
리엇의 견해를 읽을 수 있다(최희섭 2). 엘리엇이 군대에 입대하려 했던 의지와 반유태
주의자라는 비난과 선악에 대한 엘리엇의 입장에서 전쟁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엘리엇은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엘리엇의 세 작품인 『코리올란』과『황무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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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중주』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메시지와 엘리엇이 군대에 입대하려했던 의지에서
그는 단순한 평화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악에 대한 가톨릭의 교리
에 입각하여 본다면 전쟁과 재난은 인간이 저지른 인재이며 죄의 결과인 벌로서 생각될
수 있다.

엘리엇은 「이스트 코우커」의 처음에서 나의 시작에 나의 종말이 있다(In my

beginning is my end CPP 183)는

주제를 암시하는 시구가 나온다. 또한 이 시의

마지막에는 나의 종말에 나의 시작이 있다”는 상반되는 시구로 끝마친다. 전체 시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암시하는 이 시구에서 시작(beginning)은 생명의 탄생이며, 종말
(end)은 죽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명은 태어나자 이미 죽음인 종말을 향해 달려간
다.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 나의 종말에 나의 시작이 있다”는 모순되는 시구를 엘리엇
은 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상반되는 두 시구의 의미가 모순되지 않으려면 ‘죽

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전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죽음은 결코 부정
적인 의미가 아니며 생명의 시작인 부활이다. 따라서 엘리엇의 시에 나타난 죽음은 세
상적인 관점에서의 죽음의 의미와는 반대인 생명이 시작이라는 희망을 준다. 삶은 복된
것이고 죽음은 끝이라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네 사중주』의 헤라클레이토스의 『단

편』의“상승하는 길과 하강하는 길은 하나이고 같다”(ὸδοσ κἀτω μἰα ὼυτἠ) (fr. 60)는
제사는 모순되고 불합리하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상승하는 길은 성공하는 길이며 생명
의 복을 누리는 길인데 상승하는 길이 하강하는 죽음의 길과 같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
런데 엘리엇은 이런 모순되고 불합리한 생각을 전쟁이 한창인 그 시대에 그의 대표적인
작품에서 주된 메시지로 주었다. 그 해답은 엘리엇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의 끝이 전
쟁이며 결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엘리엇에게 있어 전쟁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
라 전쟁이라는 죽음을 통하여 인간이 재생하거나 부활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준다. 죽
음을 상징하는 전쟁이 긍정적이라는 전제는 죽음이 끝이기에 두려워하는 인간에게는 도
저히 이해될 수 없는 화두이다. 또한 지진이나 홍수 그리고 화재와 같은 재난이 주는
죽음도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엘리엇의 작품에서 이
런 전쟁이나 재난이 긍정적인 의미라면 전쟁이나 재난이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
극도 긍정적이라는 뜻이다. 이런 비극이 긍정적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분노와 파괴의 하나님이 분명하다. 이런 분노와 파괴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네 사
중주』의 「드라이 셀베이지」에 나온다.
but the agony abides.
Time the destroyer is time the preserver,
Like the river with its cargo of dead negroes, cows and chicken coops,
The bitter apple, and the bite in the apple.
And the ragged rock in the restless waters,
Waves wash over it, fogs conceal it;
On a halcyon day it is merely a monument,
In navigable weather it is always a sea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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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ay a course by: but in the sombre season
Or the sudden fury, is what it always was(CPP 187).

시간의 파괴자는 시간의 보존자라(Time the destroyer is time the preserver)는 선
언은 시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세상을 파괴하여 창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엘리엇은 이
런 파괴의 주체를 강으로 설정했다. 강에는 죽은 흑인들과 소와 닭장의 닭들이 화물과
함께 있다. 이런 죽음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파괴지만 창조이다. 또한 쓰디쓴 사

과”(bitter apple)와 한 잎 베어 먹은 사과”(the bite in the apple)라는 표현은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복종인 원죄를 암시한다(CPP 187). 침울한 계

절”(somber season)이나 갑작스런 분노”(the sudden fury)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식

되며항상 있어왔다”(CPP 187)는 표현에서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는 항상 재난이나
전쟁이었다(is what it always was”)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CPP 187). 인간의

불순종 그것은 밀턴이 『실낙원』에서 묘사한 사탄의 모습인 것처럼 그것은 인간의 원
죄이며 욕심이 빗은 죄이며 사망이다. 이런 죽음은 전쟁이나 인간이 만든 재난이며 그
결과는 죽음이며 이런 죽음은 슬픈 탄식이나 재생이며 부활의 전제 조건이다. 그런 관
점에서의 끝은 사망이며 죽음이지만 재생이며 부활의 전제조건이다.
엘리엇의 작품에 나타난 선악에 대한 생각도 전쟁과 재난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엘리엇의 작품에서 알 수 있는 선악에 대한 생각은 그가 아우구스티누스와 토
마스 아퀴나스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이다. 이 두 신학자에게 있어 선과 악은 분명하
게 나누어지지 않았다. 악이란 선의 결핍이며 따라서 완전한 선의 결핍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악도 완전한 선도 없다. 그런데 중세 시대의 선악에 대한 생각은 단테의 『신
곡』에 잘 드러나며 단테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인간은 살아서 자신의 행
위에 따라서 죄가 정해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지옥의 계층에 떨어진다고 중세인은 믿은
것이다. 인간이 살아서 행한 악한 행위는 그가 지은 죄의 등급에 따라서 지옥에서 차별
화된 벌로 받았다. 천국에 가려면 살아서 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만이 갈 수 있으며 연
옥에 간 사람도 그의 죄를 정화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행위에 의한 가톨릭의 구원이
다.

결론
전쟁이나 인간의 욕심에서 발생한 재난은 중세 가톨릭의 신앙에서 본다면 인간이 저

지른 죄이며 그 결과인 벌은 인류의 희생까지 동반된다. 이런 죄와 벌은 단테의 『신
곡』에서 보는 인과론의 관점이다. 인류가 저지른 수많은 전쟁이나 재난의 결과인 벌은
이제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끝인 죽음으로 받는다. 중세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단테의 『신곡』의 벌은 죄의 결과인 벌이지만 이런 시각은 현대인의 과학적 사고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현대 과학을 믿는 우리는 『신곡』에서 볼 수 있는 지구의 밑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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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옥이라는 것도 믿기 힘들다. 반면에 전쟁이나 재난이 주는 막대한 희생인 죄의 결
과는 대규모의 죽음이다. 그런데 그런 죽음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으로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동산의 사과를 아직도 따먹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은 결과로서 죄이기 때문이다. 단테의 『신곡』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저지른 전쟁이나 인간의 실수나 의도로 일어난 재난은 죄의 대가로서 죽은 후에
벌을 받는 것처럼 인간들의 대규모 희생인 죽음은 벌로서 인과응보의 결과로 볼 수 있
겠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인 성육신의 모순적 신앙으로 본다면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엘리엇의 작품인 『네 사중주』에 나타난 죽음은 생명의 죽음과 종말이

아니라 재생이며 부활이다. 이런 점에서 엘리엇의 작품에 나타난 전쟁이나 재난은 종말
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희망이다. 물론 재난과 전쟁의 결과는 대규모의 인류의 희생
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인 4차원의 세계가 아닌 인간이 선택한 교만의 결과이며
이런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부활이기에 인류에게 희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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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T. S. 엘리엇 시에 나타난 전쟁과 재난

김 성 현(서울과기대)

양재용 교수님의 발표문은 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엘리엇의 작품
을 접근하는 인식론적 방법론에서 다소 파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과 전쟁의 요소가 엘리엇의 작품속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
지만, 그러한 요소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워 작품을 접근하는 것은 다소 새로운 시도라고
읽혀집니다. 특히 재난과 전쟁의 서사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문학, 혹은 서사속에서
든 항상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서 엘리엇의 작품을 읽는 키워드로서의 재난과 전
쟁은 엘리엇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시의성을 의미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엘리엇의 작품속에 나타난 전쟁과 재난의 요소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의 인과관
계에 엘리엇과 종교의 문제를 결부지은 것은 향후 보다 집중적인 연구의 매우 통찰력있
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난과 전쟁이 단순히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다소 성급한 추론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과 전쟁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성찰이 좀 더 충분하게 제시되고 난 후, 종교와 엘리엇의 문제가
결합되면 전체적인 논지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엇의 시에서 전쟁속의 폭격을 묘사한 부분에 대해, 하느님의 징벌이라고 해석한 부
분이 있는데,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전기적인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6 페이지의 “이런 밀워드의 이런 견해는 불의 가지는 이중적인 의미는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이며, 파괴적이며 반생명적인 죽음과 죄를 징벌하는 하나님이다. 불은 성
령강림절의 인류를 구원하는 불이지만 「리틀 기딩」의 불은 파괴와 죽음의 불이다. 엘

리엇은 성령의 불이 아닌 독일 폭격기가 인류를 파괴하는 죽음의 불을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엘리엇이 믿는 앵글로 가톨릭과 교리와 신앙과 같은 가톨릭에서의 죄와 정화 그
리고 구원이라는 교리이다. 엘리엇은 여기서 전쟁의 참상보다도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
의 결과를 말하려고 했다” 는 부분의 의미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
습니다. 본능적인 욕망이 어떻게 전쟁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엘리엇의 폭격기의 포화를
제시하는 것과 그의 종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충 설명해 주시면 문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6페이지 아랫 문단 “엘리엇은 이런 모순되고 불합리한 생각을 전쟁이 한창인 그
시대에 그의 대표적인 작품에서 주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했다. 그 해답은 엘리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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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의 끝이 전쟁이며 그 결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엘리엇에게
있어 전쟁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죽음을 통하여 인간이 재생하거나 부
활한다는 긍정적인 의미이다.” 에서 엘리엇이 어떻게 전쟁을 보고 있는지 정말 전쟁을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이 그의 사상과 모순되지 않을 수 있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에 대한 엘리엇의 시적인 태도가 아닌, 개인적인 태도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교수님 개인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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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T. S. 엘리엇 시에 나타난 전쟁과 재난
-중세 가톨릭의 『신곡』의 관점으로-

유 병 구 (영남사이버대)

양재용 교수님의 논문발표문을 미리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를 전공하였지만 T. S. 엘리엇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수님의 논
문을 통하여 엘리엇에 대한 시를 좀더 쉽게 접근하고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
니다. 그의 시는 어렵고 난해하다고 들어왔지만 본 논문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설명한 분석
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발표문이었습니다. 엘리엇은 1918년도의 1차 세계대전 후인 1922년
에 『황무지』(The Waste Land)를 출간했고 1945년의 세계대전의 종전 2년 전인 1943년에

『네 사중주』(Four Quartets)을 발표하였습니다.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상황을 묘사하

고 있는 것이 『황무지』와 『네 사중주』와 그의 「개선 행진」(“Triumphal March”)이라고

하였습니다. 20세기 초에 자연재해는 발생했지만 전쟁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었고 과학의
발달은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도 많지만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이 행하는 죄의 결과로 볼 수 있
는데 전쟁은 기독교의 원죄나 교리 그리고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
다. 특히『황무지』와 『네 사중주』에서 나타난 재난이나 전쟁이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언급

은 없지만, 종말과 시작 그리고 죽음과 재생 그리고 부활은 자주 언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예
를 들면, 엘리엇의 「이스트 코우커」의 마지막에 나오는 나의

종말에 나의 시작이 있다

는 어구는 종말이 끝이 아닌 시작이며 부활 그리고 재생이라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
다. 엘리엇의 시를 전쟁이나 재난을 기독교의 구원과 결부시킨 논문은 없다는 점에서 본 논문
은 매우 귀중한 해석의 한 길을 열어놓았다고 봅니다. 본 논문은 전쟁이나 재난이 인간의 욕
심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본다면 그것이 인류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주는 벌인지를 엘리엇
의 시와 시극에 나타난 메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1) 엘리엇의 『코리올란』의 「개선 행진」에도 세계대전을 짐작할 수 있는 현대과학이
만든 무기의 규모나 병력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이런 전쟁은 회전하는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전하는 세상”이 의미하는 바를 에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밀워드는 『네 사중주』의 「리틀 기딩」에서 독일군의 런던하늘의 공습에서“현대 세계의 인
간은 두 종류의 불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에 직면한다고 보았다. 하나는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며 다른 하나는 물질적이며 파괴의 불”(Milward 177)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수님
은「리틀 기딩」에서 독일군 폭격기의 런던공습은 파괴와 정화의 불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
토론문: T. S. 엘리엇 시에 나타난 전쟁과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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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랑도 주지만 벌도 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질문2) 발표문을 보면 심지어 인간이 일으킨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징벌과 사랑을 포함한다고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인간의 잘못된 욕심에 이끌려 일어난다고 위에서 언급하였습
니다. 그러면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일어난 전쟁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벌과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엘리엇은 「이스트 코우커」의 처음에서 나의 시작에 나의 종말이 있다는 주제를 암시

하는 시구가 나오며 또한 이 시의 마지막에는 나의 종말에 나의 시작이 있다”는 상반되는

시구로 끝마친다. 엘리엇의 시에 나타난 죽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죽음의 의미와는 반대인
생명이 시작이라는 희망을 준다.
질문3) 엘리엇의 시에 나타난 죽음과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동일하게 보시는지 의
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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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ࢴࢧ࠶˯ࢆ۱˩ࠆ̘ܶۉˮ
ࢴࢧࣵࣔ˩ծଛրҗ̘ࠧҗࡿːѭ


ࢉ۴_ɼպоଝˬଝٕоଝ

ּ८
 ଞ˲ࢷࢪ˕ঊ࣯ˬ̐չˈ࠹˲ࢉ۴ˬ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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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ࢢࡶ˓ࡪଜЕҚࢂ˓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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ଞ˲ࢷࢪ˕ঊ࣯ˬ̐չˈ࠹˲ࢉ۴ˬی
ˈقЕଞ˲ࢷࢪкࢂࡸࣰݤଭऑ ϗࡖࢊaࡖࢊ ߾ॳࠆଞ
࠹˲ࢉ۴ˬیҚࢂ̛ܹ߾оଥࠉ˱ଞЬ

ઞкݤΧଞیୣ߾ʠ࣯ଜˈы࠹˲ࢉ۴ˬیҚࡶࢇіࠠԻ̛ࢂડࡶ

ଥࢉݥଜыֻࢇ˕ݡ୯૦Իܹࡈࢂࡸࣰࠪܕଭऑ˕ࢽ߾۰۽ѹࢢ
ࡶ˓ࡪଜЕ˓Ѱࢂֻ˗߾ݡଥۑكʨࢇЬ


ࢇձଥ߾ˈق۰Е࠹˲ࢉ۴ˬیҚࢂ̛ܹ߾ΟΟЕଞ˲ࢷࢪ˕ʋࡵ
ࢢۘଢ଼߾ࢂࢂˬࣗܖоଥۢɽଥكʨࢇЬ

ଞ˲ࢷࢪ˕ঊ࣯ˬ̐չˈ࠹˲ࢉ۴ˬی
Řଞ˲ࢷࢪࡵଥ؏ࢇ୯ࡉչࢇ࣐ˁଵଞɼࢠ਼ࢢࣸଜΟԂˈଟܹЬଞ˲

ࢷࢪࡵθࢷݤоࢇܖіࠠԻ̛ࢂоվࡳԻࢉଞଔଥڸփ߅ТԂܹքࡵࢉࢶࢶי
ଔଥձࢊࡳਊЬ

Řଥ؏ࢇ୯ଞ؆ѦઞΧଞࢂঊ࣯ˬЕ۴ˬѰڸփ߅ТԂࢂՎŘˬ˕ʋࡵیୣ
ـएձٸՁଞЬߦଞࡶ߶یଡ͉ଡ͉ࢷʎଜˈ߹Ь


ŘҬԂ۰ଞ˲ࢷࢪࡵଥ؏ࢇ୯ঊ࣯ˬୣ߾۰ऑଭଜы۴ˬѰ˕یୣـए߾߶یѦ
քࡵଔଥձ࣯߹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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ଞ˲ࢷࢪ˕ঊ࣯ˬ̐չˈ࠹˲ࢉ۴ˬی
Řଞ˲ࢷࢪࡳԻࢉଥঊ࣯ˬɼࡵଔଥЕʯࢶיଔଥࠪࢉࢶଔଥԻΟϼ߭

ۢɽଥܹكЬ

 ଞ˲ࢷࢪࡳԻࢉଞঊ࣯ˬୣࢂࢶיଔଥ۴ࢇΧएࠇ߾۰Еʎࢂঊ࣯ˬ
ʢܕࢷࢇיӖЕળˤѸ߹Ь˱ࢶࡳԻΧଞঊ࣯ˬࢂ۽кʎܕ˓ܕʎ
˗ࢿیܕʎܕଝˬʎܹܕϕࡕʎܕɼࢷࡵܕળˤѸ߹Ьଜएփࢷ

ࢪࡳԻݨܘѹঊ࣯ˬݤ۶߾оଞقʸࢶࢉ࣏یɼࢇՔ߭ऑࢶࢇ߷ࡳװԻࢇ
ʨࢇ࠹ࢂЬհیԷࠇࢢ࣑ݤବࡶʨࢇЬ





ଞ˲ࢷࢪ˕ঊ࣯ˬ̐չˈ࠹˲ࢉ۴ˬی
Řଞ˲ࢷࢪࡳԻࢉଥঊ࣯ˬɼࡵଔଥЕࢇԜଞؿִࢉࢶיЬࢉࢶଔଥࢂ্ִ߾۰шࡊݪɽଜʯۢ

ɽଥߞ߅ؿଞЬ



ଞ˲ࢷࢪࡳԻࢉଞঊ࣯ˬୣࢂࢉࢶଔଥଞ˲ࢷࢪࡵ۽ऐܹࠪѦݦҚࢂஜۢѦࡁ˱ଜࠑЬ

ࢷࢪ̛ɾΧଞएࠇঊ࣯ˬ߾۰ஜۢѹଞ˲ࢉָ ܹϕָ ࠹˲ࢉָࡵʎࢷটࢉࡖࢊٕ
ਫ਼ֹб߇߾૦ѹࢇҚࢇ߹Ь̐ҚࡵଔۑѸʠΟଭ؏ָٙѸʠΟࠞیଜࠑЬଞ˲ࢷࢪࡶࢷ୯
ଜࠆΧٖଞ߾۰૦ѹ۽ऐܹࠪѦЕଞ˲ࢉָ ˬ˱ࢠָָܹٕݦϕָݦଝۢ
ָ ࠹˲ࢉָࢇ߹Ьࢇࣸࢷࢪ̛ɾָࣸࡵஜۢѸ߹ˈΟ֞एЕۢѸ߹Ь


ଞ˲ࢷࢪкݤΟࢉࢶଔଥࣸ࠹˲ࢉ۴ˬ یѧࢊ߅ࢊԐҖԊࢂ ˃ݛஜۢࢇʯΟЬ



ଞ˲ࢷࢪࡳԻࢉଞࢉࢶଔଥЕֻ̍׃ए߉ʯओࢶࢉ্ִ߾۰ʯΟЬ শঊˬ˱ࢠࢉਰԄ࣯
ˬˬଢ଼оٱࢠ˱ˬ࣯˝ˬ࣯ءࢉیԦݤ־ϸҟ 

۴aु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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ଞ˲ࢷࢪ˕ঊ࣯ˬ̐չˈ࠹˲ࢉ۴ˬی
ŘࢇԜଞࢉࢶଔଥࢂؑˁ߾Еࢊࢿ
ݤоٕਫ਼ࢇ߭ऑΧଞঊ࣯ˬࢂ؆˓
ࢇіࠠԻ̛ɼչ࢝ˈ߹Ь


Řଥ؏ࢇ୯Χଞएࠇࢂঊ࣯ˬЕ
˳ࢽ˕ࢇݣփࢽ̀ࢂ୯ࡕ߅Ԏ࢚
࣏ऐѹ؆˓खЯࡳԻजࠆऑЬ


Řٖଞк˲ࡵ؆ୂָࢶࢉѦձؿ

ঐϗ! ϗࡖ 
ɼպঐϗࢂָی

ୣ !ؿϗࡖࢊ 
Իցι"ֻݛι"

ࢇЕࢇԜଞΧଞঊ࣯ˬୣ߾оଞ

̍ࢿࢂʈѦձшଥʇˈˬୣЕш
ࡊ؆˓؆ୂָࢶࢉѦձীବЬ


ଞ˲ࢷࢪ˕ঊ࣯ˬ̐չˈ࠹˲ࢉ۴ˬی
ŘଜएփࢷࢪࡳԻࢉଞٙ߇ଞࢽ۰ࠪ؆˓ࢇіࠠԻ̛߾ܖ۰Ѧ̐ʨ˕˗הଜʯ

кݤΧଞیୣ߾ʠ࣯ଜы࠹˲ࢉ۴ˬیҚࡵ࣯߭ऑݨ߾ָܕଜֲ߅ۑɼˈ
߹Ь

6;❰ፌ#ᑈẬ#ⷈ㮬#ጀፌⰠᨔ#⏘Ꮌ㮨ጰ#ⴀῼ᬴ⶨ#⛼Ⱅⶐ#㚼ዜ#⋘➁㮨ጰ#ⷘⰘᤴ1#ⴀῼ#
㮩ᎠⰠᣤ#㮩✭#⡨ቐ#㍘ፌ㮨ጰ#⡨ថ᬴ⷄ#⍙⛼㮨ᣤ#⌡ⴠⰠᣤ#㲨᬴ⷠẬ#“ⴠⶔ#ⷄἸጰ#

ⷘⰘⶌ⃀/#ᒈቐⰠ#⋔Ṵ〔#Ⰴ ⷄ᬴ⶨ#⡨ቐ#ↄ#„⮔#ⴀῼ#⍄ⴠፌ#Ⰴ ⷄ᬴ⶨ#〡
ⶐ#⏐⻁㮰#ᨔⱐᤴ1#
?㮬#⡨ថቐ#ዺⶐ#6បቔⶨ#⏑㮬#㨼Ậᒀ/#56ㄍ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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ଞ˲ࢷࢪ˕ঊ࣯ˬ̐չˈ࠹˲ࢉ۴ˬی
ŘӖଞࢷࢪࢇ؈؈ଜࠆΧଞࡶҿΤܹЕ̛ୣɼ࣯߭࣌ࡸ߾Ѧٙ˱ଜˈѪ߅ɼए߉ˈˈࡶ

ʃΰଜֲ߅ۑɼԮЕֻࢉؿࡶݡЬࠆ̛߾۰шΟ߅ɼ࠹˲ࢉ۴ˬیҚࡵࢷࢪࢇΖ୯Ьݤଞ
˲ࡳԻѪ߅ࠪࡶۓࢂݦցהչଜЕֻݡѦ߭Գए߉ʯॸ߅߹ܹكЬ


ⴀῼᣤ#⽡ᎽⰠ#ⷘᣤ#ቐῄ€ፌ#⏘ቐῼ⮔ⶨ#ቐῄ€ⷄ#ፅ✀#〔ⱑⰠ#ⷘⶌ❬ᨔ#ᒀᨔⶨ#〡ⶔ#⍄⻄㮨ጰ#ⷘ
ᣤ#ⱘῌ#⮜ጰ#ⷘⰘጰ/#ᱠ#ⴀῼⶨ#ᮈ᬴ⷈ#㮬Ꮍ#⡨ថ᬴ፌ#㰴Ⰴ〘#⡨#ⰖⰘᒀⰠ#ᑈᥐẬ#₈Ḽ#ⷘᒀẬ#㯘
⤅ᤘᤴ1#ⷠᣤ#㯵#ᰌቐ#ⵔ㰨ⶔ#᥉㮰#ᮜ#ᨔቐ【#⮚⤅ᤘᤴ1#

?ᐐ㯵ⶨ#⮰ቐ/#75ㄍA#

ŘࢇঈԠࢇҚࡵΧଞ߾۰Яܻě࠹˲ࢉ۴ˬیĜࡵěࢇ؏ࢉĜؿЬЕěΧଞیୣ˓Ѱࢂ˱ࡕ۽Ĝࡳ

Ի۰ࠇଟࡶܹଭଜˈ߹Ь




ଞ˲ࢷࢪ˕ঊ࣯ˬ̐չˈ࠹˲ࢉ۴ˬی
Ř߾ˈق۰ЕࢇԜଞ࠹˲ࢉ۴ˬیҚࢇˁଵଜˈ̛Լଞěଞ˲ࢷࢪĜࢂֻּ࣯ݡଞЬ


Ř̐Ѱ߇ଞ˲ࢷࢪࡶˁଵଞ࠹˲ࢉ۴ˬیҚࢂ̛ܹЕیୣࢂ˱߅ࢇࡕ۽Фěࢂݤ۴ࡳԻ̛Լ
ѹࢷࢪˁଵĜࡳԻ۴ˬیҚࢂ߾˲ق۰ě؆˓࣯ࢂɼʈѸЕࠇଟ߾ࢊ࣏ĜଜЕʨࡳԻࢉݥѸ߹Ь

ईଞ˲ࢷࢪࢇ̛ݤԜଞ࠹˲ࢉ۴ˬیҚࢂ̛ܹɼࢷ߾˲قଥएִ۰۽ऐҚ˕۴ˬیҚࢂ۰ی
Е ࢷ۽茾衝 ࢂϢչࠪ˲ΰ࠹ଞ˲ࢷࢪࢂࢽкࡶ۽ؿଜЕ্ִ߾̛ࠆବЬʼԽࢶࡳԻࢇҚࢂ
۰یЕ˓ۿࢂ࣯ۏԯ߾оଞˬୣࠪ۰˱ऑࠒࢂࢶоʃࡶɼࣸੁݤЕʼ˕ձɼࣇ࠱ЬЕૡɼձ؇

ߑЬ ʈ࣯۱ु 

Řଜएփ߾ˈق۰ЕࢇԜଞ̛࣑࠹˲ࢉ۴ˬیҚࢂ̛ܹ߾оଞૡɼձφ߭۰ࢇіࠠԻ̛ࢶݤ۴

ࢇ߅Ф̐Қࢇę۰ܽଞࢷࢪˁଵĚߦۘ߾টࢺࡶ҂ʨࢇ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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ଞ˲ࢷࢪ˕ঊ࣯ˬ̐չˈ࠹˲ࢉ۴ˬی
Řࠉ˱оۘଞ˲ࢷࢪкࢉ˲࠹ݤ۴ˬیҚࢂ̛ܹ


ࢿࡳࢂݪ۽ТܹϕଛܶϒɹʶࡲϔɻࡿٓଛૣԸ̘ 7URLVDQV&DSWLYLWHGĜXQH6RHXUGH6DLQW

3DXOGDQVOH1RUG&RUHHQ3DULV 
܂Ԧݛӓࡁࢉ˱ ݛщ ٕݦΜࡿٓଛૣԸ̘࣭ࡵࡿପऎۭ߂ऌࡿओࡰԸ 0D&DSWLYLWHHQ

&25((GX1RUG(GLWLRQV%HUQDUG*UDVVHW3DULV 
ցչցҚԦܹϕ̃ߣࡿߒɹɹի֩ܶϒҗࡿٓଛԄ̘ ɼծ֬দ۰ 
Ԧࢇ֠इ$Ԧࢉ ֻٕ̟ ࡿ̘ٕ߫ݦѦ ̘ؼ$PEDVVDGRULQFKDLQVWKHOLIHRI%LVKRS3DWULFN

-DPHV%\UQH1HZ\RUN 
ଗվԻ࣏ ٸݛ۴ஜ ̘ٕݦΜ̚ʴࡉଛ۱˩ૣࡿࢼۉԸ̘ܶ 7KUHH:LQWHUV&ROG'XEOLQ
 

Қ߭ɼЕֆ
Řࡢ੩ݛઝҚࡵěࣰࡸࢂଭऑĜࡶࣸࡳݪԻଜЕଞ˲ࢷࢪˁଵ߾оଞě˓Ѱࢂ̛ԼĜࡳԻܹكЬҬԂ
۰ʃࠞ߾۰۰Իˁଵଞΰࡈࡶ̛Լଜࠆ۱؏୯۰ܽଜ̛Ѧଜˈଡֻ͉ࠆִۑ۰̔ࡶΧ̛̛Ѧଜࠑ

ЬӖଞ۰Իɼ۰Իࢂ̛Լ߾ҟࢠଜִ۰ˬ८۰ܽࢶࢉߦۘࡶࢉؿЬ

ⴀ#⤰⏐ᤨፌ#➁#≤ⱴẬ#⡨ថⴠⶨ#ⴠⷵⷄ⤰#⋰⮔㤈´⣴#⡨ថᤨ/#Ⳉᤘ#❰✭#⡨ថᤨⷄ#ⱴ⤬ዜ#ᩨⰄ#≨ቐⴰ⤅
ᤘᤴ1#⮔ↄᷨᨔ#በⱵⰠ#ⷘⶔ#≤Ⱐᣤ#ⷄṗዜ#㮸ᔨ#ⷘዜ#ᩬ#ዓⷄ#ⱴ㷘Ṵ#ᤴ㯙⣴Ḽⴰ⤅ᤘᤴ1#+⽡ḅ,#ⱴ㴔Ⱐᣤ#
ብⴠᨔ#㏨㋬#ᎠᎼⷵ#ጸẼ≨㳜#㳜ⴠ#Ꮌ#⽌Ꭰᤨፌ#㚼Ậ⣴⒔#⤰⏐ᤨ#ᑈῼጰ#ᱠ#㓄ᛨ≨#⤰⏐ᤨ#ⷌ㯙ⷄ#ⱴ➸ⶌ∐
Ậ#በᨩ㮨ⱐᤴጰ#㮰【/#≨ቐⴰᤴጰ#㮰【#
?ᐐ㯵ⶨ#⮰ቐ/#88ㄍA#

Řଞ˲ࢷࢪкࢂݤঈॳଞۘଢ଼ࡶ࠹˲ࢉ۴ˬࢂݤ۴߾۰ۢۢଜʯ۰ܽଜˈЬ̐չˈࢇ߇߾۰
ࢇіࠠԻ̛߾оଞࡻзࢇ߅Фঊ࣯ˬࡳࢉߒݦԻ۰̐Ԝଞۘଢ଼˕ۘࡈଥΟɼЕֻࡶݡ۰ܽଞЬ


172

2018년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학술대회

ࢇіࠠԻ̛ࢶփҚ̛ࠪěࣰࡸࢂଭऑĜ
Řଞ˲ࢷࢪкݤ૦Իɼѹ࠹˲ࢉ۴ˬیҚࡵࢷࢪࢇԂЕࢢۘଢ଼߾۰؈ۢଟܹЕЬߦଞˈࡶˁଵଞЬ




ࢂ࣯ࠪݥʋࡵ࠹ٕࢶˁݦࢶ˱ࡳܖԻࢉଞˈࢷࢪࢇԂЕˁࢇ࣯Еɼࢠؿࢶࢉˈ

ⴀῼⰠዜ#⊀㒨ᩬ#≹Ⱐᣤ#ㄌᑈῼጰ#⮙ⶐ#ⷠ➈Ậ#ⴐ】ⷄ【#⮚ጰ#ጔ⟝#₈Ḽ#ⷘⰄ⯌#㮨ᣤ#㮬Ꮍⷈ#㒨⹑#⡨በ
ⷠẬ#ᖙ#㉸#ⷘⰘᤴ1#+⽡ḅ,#ᑈ᬴⍄ᤴ#⻐#ᦤ#㱬㜭ⶔ#≫ⶐ#ⴀῼ᬴ⶐ#ㄌᑈῼጰ#⮙ⶔ#⡨ᨔ#ⷘጰ#ⷌⰄᛰ#⡨ᨔ#ⷘጰ#
ᱠ#ⴠ㮨ᣤ#ᥐẬ#ᮕ≤ᤵⰠ#ᡔⴈ#⡨ᨔ#ⷘⰘᤴ1#ᑈḼᛨ#ፅᒀᣤ#ↄ#㜑㯄❬#⡸ⷄ#’㷠#ᨔⱐጰ/#≹Ⱐ❬#㫝ᒀᣤ#
᜔✘ᣤ#Ꮌⰽ〘ⷄ#ᛰ#ᨔⱐⶌ⃀#Ⱉ㞀ῼ#ⱀ❴ፌ#㥜ῼ#ᰌ᬴#ᮜↈⰠ#⹔㱐#⣄#⡨ቐ#ⰖⰘᤴ1#ⴀῼᣤ#㮨ἸⰠ#᪠#⋘/#
ᑈዓᨔ#㮬#⤬ቔⰠ#㲤ⷵ⤴Ⱐ#ቘ#⡨#ⷘⰘᣤᧀ#ᑈፃⰠ❬ᣤ#†Ậ#㱥Ⰸ㮰#⡨#Ⱆᣤ#⮕㐸ቐ#㫝ጌᤴ1#⤭Ậᣤ#㮨

ἸⰠ#⍄ῼ≵#↙㒨#5ቬⲐ#⯍ቔⶨ#ⷄ#⽌Ⰴ⺜ᤴ1#㉜ᣤ#ᬿ㮬#:ⴤⷈᧀᨔ#⏘Ꮌ㮨ጰ#⮋ⶔ#ⷄ᷌ጰᣤ#㮬#≹ᨔ#
ⰖⰘᤴ1##
?㮬#⡨ថቐ#ዺⶐ#6បቔⶨ#⏑㮬#㨼Ậᒀ/#5<63ㄍA#



ࢇіࠠԻ̛ࢶփҚ̛ࠪěࣰࡸࢂଭऑĜ
 ݦࢶࠉߟଡࡳԻࢉଞˈࠉߟଞݦࠪࢷࢪࢂ߮ߏࢶۘଢ଼ࢂփΧࡳԻࢉଞ
ˈ

ⴀῼ#⛼ᷡ㮨ⱼ#ፐᎼⷵᤨⶐ#ᛨⰠዜ#㸃ᛨᣤ#Ⰴᰋዜ#㯄⯌#ᩰᒜⳤB#ᦤ#ⷄ✑#ወⶔ#⡨ቐ#
Ⱆ⤅ᤘᤴ1#➁#‘ῼ⮔ᔨ❬#ⴀῼῌ#ᨔⲐ#⽌⤬ᒀῌ㸄᷌ጰ#†⭐㮨➸ᤴ1#ⴀῼᣤ#㮬#≬
ⷠᎽ/#㮬#≬ⷠᎽ#㋬㋬㷘#⮮ⶌẬ#ᛨ⮔ቤᤴ1#+⽡ḅ,#ፐᎼⷵᤨᔨ❬#ⷄ#㤉⌔㷘#ⰄṴⴄ#ወ
ⶔ#ወⰄ⯌#㮨ᣤ#ⷄ⵰ᣤ#ᑈ⏔ⶨ#⤼ⷵ✑㜬ቐ#Ⰴᯰ㮬#ᨩⳤᛨ#㏹ዹᨔ#ⷄዸᜄᒀ#Ⰴẅᒀ#

ᮜↈⰠ#᬴ዓⶌẬ#➤#ቘ#⡨ቐ#ⰖⰘᤴ1#ᜄ#✭ቑⰠ#ᑈ⏔Ⱐዜ#ᦤ#ⷄ✑#ᒀῌ#ⳤᎼ㮬ᤴ
#ᑈ⏔ⶐ#⭀Ḽ⺈#⮔ቐ⤴#ዓ#ቩ⮨ᤴ1##
?㮬#⡨ថቐ#ዺⶐ#6បቔⶨ#⏑㮬#㨼Ậᒀ/#7<ㄍ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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ࢇіࠠԻ̛ࢶփҚ̛ࠪěࣰࡸࢂଭऑĜ
 ࣗˬࢶۢࢇΟࢽ۰ࢶࢉ֑ԃ߾۰ΟΟЕˈࢷࢪࢇԂЕۘଢ଼ࡳԻࢉଥଭѰࢂࢇ۽
ٕࢢଜЕۘଢ଼߾۰ΟΟЕˈߦۘ


ᑈḼᛨ#በ⤬ῌ#≫ጰ#ⷘⰘᒀ#ᮜↈⰠ#ᑈዓⶔ#㪬㱔㮨ᒀⰠ#ⰄṴⴰᤴ1#ᑈ᬴ⶐ#㲥ጰ㮬#⤰ⷠẬ#₈Ḽ#ⷘⰘ
ᤴ1#ᑈ᬴ⶐ#⮔】ᨔ#‘ⶔ#⤰᬴ⷠፌ#㮸ᔨ#ⰼ❬#ᒀᨔ㮰#⡨#ⷘᤴጰ#㯘ᤴ1#㸃ጰ⊁➁⛼ῌ#⍌#⡨#ⷘⶔᒜⳤB㸄#
㮨ጰ#Ⱈᤴ1#㸃#ⴀῼቐ#ⰽⶌẬ#ቐᒀ#ⵔ㯄#【ᛨቐᣤ#ᒈቐⰠ#ⴀῼῌ#Ꮌግ㮨Ṵጰ#ᛨⱸ#⛼᬴ᷜ#⽡Ⱐ#ᛌ
Ⰴ#ⷘⶌ⤬ⱴ1#ᑈῼጰ#‘#⟝#ᒚⷄ#⼔ῌ#㠅㳜㮨⤬ጰ#ᑈḼ#ቐ#⛼⼔ግⶔ#Ⳉⴀደ⤅ᤘᤴ1㸄##
#
ⴀῼⶨ#ᑈ#ⰄṴⴄ#㲨ግⰠᨔ#⏘Ꮌ㮨ጰ#ᒤ€㳜#⡨ថᤨ᬴ⶐ#⋰⮔㤈´⣴#ፐᎼⷵᤨⶨ#㋸Ẑῌ#㏥㮨㯄ᬬῼ
ᒀẬ#㮨ጰ#⽌ⷔ#ቔ⡨Ⱐዜ#㰘᷍ⶔ#㋽㯘ᤴ1#➁#ᑐ᷌᷌#㋸Ẑᛰ#ⴀῼቐ#ⴈⰘᤴᣤ#⛼⤴ⶔ#ᒀⰅ㮨❬#ᑈᣤ#
㸃ᑈṗዜ#㮨⡌1#ᑈḼᛨ#ⴈ【#⮚ᣤᤴᣤ#⻀ዄ#㮨Ⱐ❬ⳤ㸄᷌ጰ#㯘ᤴ1##
?㮬#⡨ថቐ#ዺⶐ#6បቔⶨ#⏑㮬#㨼Ậᒀ/#9495ㄍA#


ࢇіࠠԻ̛ࢶփҚ̛ࠪěࣰࡸࢂଭऑĜ
Řߔ۰ۑߑؿҞࢇ࠹˲ࢉ۴ˬیҚ߾ʯѦࢷࢪࣸࢂˈˁଵࡵઞܹଞʨࢇ߅Т߹Ьࢷࢪ
ࣸ߾ΟΤܹЕؿࢶࢉʨҚࢇ߹Ь̐Ԝଞˈ߾ܖ۰࠹˲ࢉ۴ˬیҚࡵݛݛԻ

ɼ߅Фଞ˲ࢷࢪࢂଞଔଥԻ۰ࢂΧଞیԆҚ˕ěଡ͉Ĝˁଵଜˈ߅ۑɼ̛ձࡕଜࠑЬ

⛼⤴/#㨙⯡Ⱐ❬ᣤ#Ꭰ㲹#⛼⹘ⷄ᷌ᣤ#】ⵔ#ᮜↈⰠ#ᤴῈ#ⳈᎠፐ᬴ፌ#ቩⶐ#ᥐⴀῌ#≫ⶔ#⡨#ⷘⰘⶌᛨ/#

ᑈ⏔ⶐ#㸃⮔ᤘⱴ/#ᛨᣤ#ⴀῼ#⤰⏐᬴ፌ#㮸ᔨ#ⷘደ⟜1㸄᷌ጰ#ዀ⹘㮨ⱐᤴ1#ᑈ⏔ⶨ#⮰ᦥⶐ#ᚭⷄ#ⰖⰘ
ᤴ1#❬ⴈ#Ꮌ㒨⟜Ⱐ#ጔ⤴#ᮜᨔ#ᑈ⏔ⶐ#ᬰ#ⲇቐ【ῌ#⏘㯙㮬#᬴ⷠⰠዜ#ᤴ#ᛨᡰ#⽌Ⰴ❬#ቘ⮔#ⷕⶔ#ⲇ
ᨔ#Ⱆⶔ#ᨔⱐᤴ1ᑈ⏔ᔨ❬#⮋【ᨔ#ℋ㮨ጰ#ⲇⶔ#ቘ⮔#ⷕ【ᨔ#ℋ㮨ᣤ#ᧀ❬#ዺⶌ➸ⶔ#ጰ㠅ⷄ#Ⰼ‘ᛨ#

ᑉ⤼㯘ⶔᒜ/#〠ⷡ㮨ጰᨔ#ᛸⷄ#ⷘᤴ1##
?㮬#⡨ថቐ#ዺⶐ#6បቔⶨ#⏑㮬#㨼Ậᒀ/#;3ㄍA#



174

2018년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학술대회

ࢇіࠠԻ̛ࢶփҚ̛ࠪěࣰࡸࢂଭऑĜ
Řଜएփٖଞ˳ҚࡵΧଞیୣ߾ʠ࣯ଜы࠹˲ࢉ۴ˬیҚࡶ̐Қࢂ˱ࢶࢉࢇۓΟଭѰࢇΟ
؈ԻૡɼଜЕʨࢇ߅ТԂ؆˓ࢇԂЕࢇіࠠԻ̛ࢂડԻૡɼଜࠑЬ


ŘҬԂ۰ٖଞ˳ࡵΧଞیୣ߾ʠ࣯ଜы࠹˲ࢉ۴ˬیҚࡶઞęࢇіࠠԻ̛ࢶĚԻࢉ
ݥଜˈؑউࡵˬଜԮଜࠑЬ


ᒀ㉸#⮘Ⱐᣤ#Ꮐⷈ᬴ⷄ#„ⷄ#㜐ጰ#ⷘⰘ【“#ⴀῼῌ#በ⤬㮨ᒀ#ⵔ㯄❬#㮬#⛼ᷜ“ⷄ#ⷄ#㊋ቔⰠ#ⷘⰘ
⤅ᤘᤴ1#+⽡ḅ,#ⰄᒸⰠ#㍭ⶔ#₤ጰ#㮬Ꮌ❭Ⱐ❬#≴ⷄ#✘ᨔậ#ᜄᜄ#㸁㉸Ṵ㸂ⷠ➈Ậ#❬ⷘⰄᨔ#⵰ṍⶨ#

㖤⸑ⷄ᬴ⶔ#≬⮔ᷨ#៣ጰ#በᨕ㮨ᣤ#ⷼ≈ᣤ#ጰᤸ㮸ᨔ#ⷚⰄ⋔ῼዜ#㮨ᣤ#⯡ⷕᤘᤴ1#⤰⏐ᤨ᬴ⶐ#ᑈ
Ⱐዜ#ⷄ⯌ᒀῌ#ወⰘ⤅ᤘᤴ1#ᑈᣤ#⟤】㮨ዜ#㸃ⴀῼ#⏑㮬Ⱐ❬ᣤ#ቩⶐ#⛼✑ⶔ#ቐ〔#⛼᬴ᷜ“#✄#⡨#
ⷘ【ⳤ1#ᤴῈ#⏔ᤴᣤ#Ⱆ⮰#⋔ῼᣤ#ዀⳤ1㸄㮨ጰ#†㮨ᣤ#ዓⷄⰘᤴ1#㊈ⶌẬ#ቔᤸ㮬#ⷌⷄᷝᤘᤴ1#

?ᐐ㯵ⶨ#⮰ቐ/#93ㄍA#


ࢇіࠠԻ̛ࢶփҚ̛ࠪěࣰࡸࢂଭऑĜ
Řߔ۴ࢉࡈ߾۰ࢉଟܹҞࢇٖଞࢂࢠ߾۰Χଞ߾ʠ࣯ଜЕ࠹˲ࢉ۴ˬیҚࡵࣗˬձࡢଞ۴ˬیɼ߅Ф̐Қ
˕ęʋࡵۘیĚࡶɼएए߉ࡵԻࢉݥѸ߹ЬࢇԜଞֻֻࡵݡҘ̛ܹ߾˓ࡳԻΟΟЕ߾ࢽ˕חݪ۰Ѧࢉଥ
ܹكЬ

᥉⤰ⶐ#Ⲭ#㮬ᎽⰠ#Ⲥ⟜B#ˀ#ⷠ❰⛼Ⱅⶔ#㮨ᒀ#ⵔ㯄#Ⲥ⤅ᤘᤴ1#
Ⰸ⏐㞀#ⰼᒀⰠ#✄ጰ#ⷘ⟜B#ˀ#⤽㒰#ប#⹔⏐㞀ⷕᤘᤴ1#
᥉⤰ⶨ#】Ⱅⶐ#ↄⰗⷄⱴB#ˀ#ᛨᣤ#⍄ⴠⰠ❬#ⷌ㮨ጰ#ⷘ⤅ᤘᤴ1#
᥉⤰ⶐ#᥉⤰ⷄ#⍄ᣤ#ⰼ⮔᬴Ⱐዜ#ⷠ⍈⽌ⶨⰠ#ᥐ㯄#ቐῄ㌴⟜B#᥉⤰#ⷠ⤰ⷄ#ⷠ⍈⽌ⶨⷠⳤB#ˀ#⮔ᤘⱴ1#ᛨᣤ#㮽✑#ⷌⶔ#㮨ⱐጰ#
⮔ↄዓᨔ#⟜⵰㮨【#⮚⤅ᤘᤴ1#
Ⲭ#᥉⤰ⶐ#㮬⍅ⶔ#ⷕⰘ⟜B#ቔ㋹㯙ⵔῌ#㮨Ṵᣤ#ዓⷄ#⮔ᤘⱴB#ˀ#⮔ᤩᤘᤴ1#ⴀῼᣤ#㮔ⳤ㮨ᤴጰ#✭ቑ㮰#ᮜ#ⷌ⍈#⍅ⷵⶔ#ⷕⶔ#⡨#
ⷘ⤅ᤘᤴ1#
ᑈḼ#Ⲭ#᥉⤰᬴ⶐ#Ꮔ#⟝Ⱐ#⡸Ⰴ#ⷘⰘ⟜B+⤴Ậ#ⴀῼቐ#ⷘᦨ#ፃⶐ#Ꮔ㋨Ṍ#✭ጌⰘᤴ1,#ˀ#᥉⤰᬴ⷄ#ⴀῼ#⡨ថⴠ#ዄⶔ#㉸【
㮨ⱐᒀ#ᮜↈⰠ#ⴀῼቐ#ⷘⶔ#ፃⷄ#ⰖⰘᒀ#ᮜↈⷕᤘᤴ1#
?㮬#⡨ថቐ#ዺⶐ#6បቔⶨ#⏑㮬#㨼Ậᒀ/#64ㄍ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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ࢇіࠠԻ̛ࢶփҚ̛ࠪěࣰࡸࢂଭऑĜ
Řଞ˲ࢷࢪкݤ૦ԻɼѸ߹ы࠹˲ࢉ۴ˬیҚࡵֻѿࡶࢽ˕ࢂחݪʠЕіࢇҶ˓ࡳԻ࣯߭ऑओࡵח
ęࢂ࣯قĚࠪęɾĚ߾˗ଞʨࢇ߹Ь


Řкٖݤଞ˳߾ʯЕěɼպ ۰ߦ ࢂ࣯قĜԂЕࢇࢂݥіࠠԻ̛ࢶѦࢢ࣑ࢇݥବˈ࠹˲ࢉ۴ˬیҚࢂ࣑ࢢ
ձ̐Қ߾ʯࡢࢶࢉʨࡳԻࢉݥଜࠑЬҬԂ۰ࢇҚࡵ߅Ԏࢉࡈ˕ʋࢇࢽࢶܹʃҚ˕ଡ͉ۢଜ
ʯଜࠑˈࣗˬѰࠇࢇݤԜଞ֑ԃ߾۰ࢿࢢձɼଜˊବЬ


⋰⮔㤈´⣴#ፐᎼⷵᤨፌ#ᛨᣤ#⯍#53⃕ⶨ#㮬Ꮍⷈ#㒨⹑#⡨በ᬴ⷠፌ#㮸ᔨ#⋔⣴㨈ⶌẬ#❬ⴈⰽⰠ#ᨔ㉹㯘ᤴ1#
#
㸃᥉⤰ⶐ#⮔】ᨔ#ᤴῈ#ዄⶔ#ቐ【ጰ#ⷘ⟜B㸄㮨ጰ#Ⱈᤴ1#⤰⏐ᤨⶐ#⤰ፅ㊕ⶔ#⍄ⰼ#⽌Ⱈᤴ1#+⽡ḅ,#㸃⮔$#᥉⤰ⷄ#

ᒀᨔῌ#㯄$㸄㮨ጰ#ᑈᣤ#⤰⏐ᤨⶔ#≬ᒈẬ#⛼Ⱆⷄ#㉸❬#⤰⏐ᤨⶐ#⟠ⶔ#ᤴ㒨➸ጰ#㊕ⶐ#ᮕⰠ#Ⰴ⺜ᤴ1#
?㮬#⡨ថቐ#ዺⶐ#6បቔⶨ#⏑㮬#㨼Ậᒀ/#69/#7;ㄍA#





ࢇіࠠԻ̛ࢶփҚ̛ࠪěࣰࡸࢂଭऑĜ
ŘࢇঈԠ࠹˲ࢉ۴ˬیҚࢂΧଞیୣ˱ࡳࡕ۽Ի۰ࢂࢽ̐ࡵ۽ҚࢂଭѰࢇΟ؈ࠪЕطʎԻ˓
ࢂ࣯قࠪࢂ࣯ۏԂЕࢇіࠠԻ̛ࢂоվ߾ࢇی۰ࢉݥѸ߹Ь

Řٖଞ˳ࢂࢠ߾۰࠹˲ࢉ۴ˬیЕݦҚࢂ˓ѰձࡪएଜЕіଗࡁଞଢչࡢࡶ۽ଜЕ࣑ࢢ
ࠑࡳֲˬࡵୱଥߞଜЕоۘࢇ߹ЬҬԂ۰ٖଞ˳ࡵЬߦଞ؏ࡶئଥࢇіࠠԻ̛ࢶ
Ի۰࠹˲ࢉ۴ˬیձˬୱଜ̛ࡢଥϠԯଞЬ

ⷄᣤ#ⴀῼῌ#ᎄẽ㷠#⻀ⷡⶔ#ᤴ⤬#㮨ᒀ#ⵔ㯄❬#ᑈ᷼ᦨ#ዓⷕᤘᤴ1#+⽡ḅ,#ፅ✀#᥉ⴠⷄ#ⴀῼ#㮬Ꮍ#⡨ថẬ#
ቐⷵ㮨ጰ#❬ⴠↈⶔ#Ⳉⴀጰ#ᛨ❬ᣤ#Ꮍቐῌ#ⵔ㯄❬ᣤ#❬ⴠⷄጰ#ↄⰗⷄጰ#ᤴ#㮔ⳤ#Ⱆᤴᣤ#ᭁ#ᤴῈ#᥉ⴠⷄ#
ብᏜⶔ#≬ᨩ㮨ⰼ#❴⍅⤬㛴ᤘᒜ#‘㒸ᜄ#⻀ῌ#ᒸᵸῼጰ#‘ᣤ#ዓቩⷄ#ᘈ≌#ⱀᑉ1#ᑈ᬴ⶨ#⯌⒔㮬#✑✑1#
+⽡ḅ,#⛼㜔ⶐ#ⷄṗዜ#᪤ቡ㮨ⰼ#≬⮕㮨ጰ#⮕㯙ⶔ#❬⤄Ⱆⷄ#㯙㮨ᣤ#ዓⷕᤘᤴ1#㮬ᎽⰄῌ#ⷨ#⮜ጰ#ⷘᣤ#᪠#
⡨ថᣤ#ⷄ᬴ⷄ#⽌ጰ≫ᣤ#⡨ⷡⰠ##㸃⮔/#⮔/#㉸ῼ᷌#㮬Ꮍ†ⶔ#℀ᷠᦤ᷌㸄#㮨ⱐ⤅ᤘᤴ1#
?ᐐ㯵ⶨ#⮰ቐ/#98ㄍ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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ࢇіࠠԻ̛ࢶփҚ̛ࠪěࣰࡸࢂଭऑĜ
⡨በ᬴ⷠⶔ#ᥐ✑ⶌẬ#㸃⹔㯵㸄#⛼Ⱅⷄ#≴ⶌẬ#ጔ⟝ᩨⰘᤴ1#ᛨᣤ#Ꮖ⽌ፌ#ቘⰠ#៉㍘ቐ#ᩬ#⛼᬴ᷜⷄ#ⵔ㱡
ፌ#〘㊕ፌ#㲈㠅ⶔ#ℋ#ዼ#ⷠ㨼ⷠᒀ#✑㜬ቐ#ᩨጰ/#ᑈ᬴ⶨ#⛼ጰ≹⤭ⷄ#ᑈ᬴Ⱐዜ#‴⤬ቔ#㲉ᨕ㮨ዜ#⨯⮔៣ᣤ#ፅ

✀᥉#㤉⡨⳹Ⰴⶨ#≤ᤴ#⟝Ⱐ#⒰⺈᬴#ᮜᒜ【#ᑈ᬴ⶨ#⹔⤰ⷄ#᛬㜐#᥉㮨ᣤ#Ꮌⰽ〘#ᛨᣤ#፡ግⶔ#【㕬⍄⮨ᤴ1#
#
ᑈᣤ#ጷ#ⴀῼቐ#ᑈዓⶔ#⮜ዜ#㯄⽌Ⱈᤴ1#ⴀῼᣤ#ⶔ#㋽㯘ᤴ1#ˀ#ⴀῼᣤ#ዀᒀᒜ【#ⱴᣠ᷌#Ꮌⷈ᷐#⤬ᡀⷄ#㪬㱔
㮬#ᥐẬ#㸃Ⱐ❬#⟬ⷄ#ᛨⱼ#ᨔẬ#ⷄ#†᷌㸄ⷘⰘᒀ#ᮜↈⷄⰘᤴ1#ˀ#ᑈḼᛨ#ᥐ⻜ᣤ#ⴀῼⰠዜ#⤰Ꭰ⏐㞀#
₌⹐#㮨ᒀẬ#㮨ጰ#ⷠ⍈⽌ⶨⶨ#⌡㨠Ⱐ#ፐ㮨ⰼ#ᒄ#❴Ꭰ⻀ⶨ#ብⱀⶔ#㯘ᤴ1#ᬬ᭤Ⰴ#ᑈⶨ#ብⱀⷄ#ᚭᛨⷠ#ⴀῼᣤ#ᤴ
⤬#ⶔ#ቔ㋽㯘ᤴ1#ᑈḼⷠ#ⷄ⋘Ⱐᣤ#ⶔ#㮬#⯡ᨩⷄ#ᜄ៣⮨ᤴ1#
#

?ᒀᛨᒄ#ዸⴈ/#;6/#<6ㄍA#

Řࡢࢉࡈ߾۰ߊܹҞࢇٖଞ˳ࡵࢷࢪࣸࢂˈࡶଥࢇіࠠԻ̛ࢶԻࢉݥଞ࠹˲ࢉ۴ˬیҚ
ࡶݦҚࢂěଢչࢶ˃ĜԻѰࡢ̛ੁݤଥϠԯଜࠑЬ




ࢇіࠠԻ̛ࢶփҚ̛ࠪěࣰࡸࢂଭऑĜ
ŘࢇԜଞֻࢇ߾ࢺࢽࢇݡհʨࢇԻěࣰࡸࢂଭऑĜࢇԂˈଟܹЬ


Řࣰࡸࢂଭऑࡵଞ˲ࢷࢪࣸࢉϗࡖࢊٕਫ਼ࡖࢊࢉ˲ࢂָࠆ߾ࢇی
૦ԻҚ˕࠹ˬ˗Қ̐չˈ۽ऐܹѦձ૦ଡଞɾࢇ૦ԻҚࢇփ૦ࠪˈࡶۏएΟࣸ
ʈऑ̧एࢇծЕ̟ଞ˲߾۰ɼࢠଵ߆ଞएࠇࢉߏԼʈࡶ̟ۑࢂضɼԻओԜ߲߭٠ࡵ

ࡢࠪϾؿԂࡶܖʤ߹ыNPࢂʈࢿଭऑࡶࢊ৵ЕЬ

ŘěࣰࡸࢂଭऑĜࢇԂЕָঢ়ࢇ٠ࡵ̧вࡵଭऑѦࣸ߾ࣰࡸࢇҚࢇݦҚࢂࣰࡸࡳԻ̐

̟߾ࢶࡶΧˀ̛ҶࢇחЬɾܹҚࢂࢉଡʠࢂ߅یएˁ߾ࢇծЕ˷࣯ս˕ࢂߟ૽ࢇ
ʠࢂ߷Еۘଢ଼̐չˈࠒଜѦձࠝծΰչЕଞ߾ܖ۰ଭ˳ଜЕ˕ࢽ߾۰ܹքࡵ૦
ԻҚ˕۽ऐܹѦҚࢇیଜࠑ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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ࢇіࠠԻ̛ࢶփҚ̛ࠪěࣰࡸࢂଭऑĜ
Řࣰࡸࢂଭऑ߾оଞঈॳଞ̛Լࡵքࡵ̛ܹ߾۰˓ࢶࡳԻΟΟˈЬઞěԊࢇĜԻٙչЕࢠܕ
ࢂփଭࢇЬܹ࣑ࢢଞЬ


⡨#⏐⻁ፌ#⏘㏹⏔㮬#ⱑ⯡#ፅᑙᨔ#ↈቐ#ᩨ【“#㸁㯙〔㸂#ᑈ#ⷠ㌄ᨔ#⏔⃕#ⴀῼ#㒬Ꮌ᬴ⶨ#⽍ፌ#ፐጔቐ#ⷘ
Ⱈᤴ1#“ⷌ#ቔ⡨᬴ⷄ#ᮜᮜẬ#⢼ዜ#㯄⽌❬#⹑᥉㮬#⟝ᨔẬ#ዜ#㰘᷍㯄#⽌Ⱈᤴ#㤐Ⱆⷄ#ⴀῼⶨ#⏘⥝㮬#㒬
Ꮌ᬴#⽡#✑᥉⡨ቐ#ⴀῼⲐ#㮸ᔨ#ⰼ㯙ⶨ#ᚭⰠ#ᨔ㮰#⡨#ⷘⰘⶔ#ዓⷄᤴ1#ⱑ⯡⤴⻀Ậ#⠰⯍㯄【ጰ#ⷄ〘Ậ#㷨ⷄ#ᤴ#
⒰⺈#⋔ #⏘⥝㮬#ⴀῼ#㒬Ꮌ᬴ⶐ#ↄ❬ⴄ#ᘘⶔ#ᘈᣤ#ℍ⵰⌡ⷠ㋨Ṍ#⒔㤐ዀῼ❬#ᤴ⤬#ⷠᒀ#ⷠῼᒜ【#ᮀ᷌ⱴᒀ#
ⵔ㯄#㰘ⴀ⹑ᥤᣤᧀ/#ᑈᨩ⮘#ቔ⡨᬴ⶐ#㍭ⶌẬ#ᑈ᬴ⶨ#㰘ῼῌ#㘱㘱#㉜ῄ⃀#⮮ⶌẬ#≐Ⱈᤴ1#
?ᛨⶨ#⏑㮬#㨼Ậᒀ/#85ㄍA#


Řߔ۴ࢉࡈঈԠࣰࡸࢂଭऑ߾۰ЕքࡵΠࠝɼ؈ۢଜЕіࢇҚࡵɼ८߷ࢇۑیѹʨࡳԻࢷଥऑЬ
̐չˈࢇ˕ࢽ߾۰քࡵ࠹˲ࢉ۴ˬیҚࠇࢇ֍ࡶࡸࣰݤଞЬ




ࢇіࠠԻ̛ࢶփҚ̛ࠪěࣰࡸࢂଭऑĜ
Řࢇ˕ࢽ߾۰࠹˲ࢉ۴ˬیҚࡵࢶˈڸփ߅ТԂ߾ߒݦоଞࠟʉ࣏Ղࡶкଜֲˈࢂۑࢂۓ
߅ɼʯѹЬ


㸃Ⲭ#᥉⤰ⶐ#₈ῼῌ#⡩ⷄ【#⮚⟜B#᥉⤰ⶐ#⃗#✄ⷄⱴB#᥉⤰ⶐ#ቐ㟸´#⤰ⷠⳤB#㭔ᷡ⣴#⛼ᷜⷄⱴB#ˀ#ⱘ/#ᛨᣤ#㭔
ᷡ⣴ⷈ#ቐ㟸´#⤰⏐ⳤ/#ᑈῼጰ#ᛨⷄᣤ#ⰼᬰ᪠#✄ⷄⱴ1#ˀ#㮬ᎽⰠ#ⱸ【#Ⰼ‘ᛨ#᩠⟜B#ˀ#8;ប#ᩨⰘ⤅ᤘᤴ1##
⮔#ᑈṌ#᥉⤰ⶐ#Ⰼ‘#⮘#ⷘⰄ❬#㋬᥉Ⱐ#ቐደᏀ1#㮨ጰ#ᑈᣤ#⒔ⴓⶌ⃀#†㯘ᤴ1##
?㮬#⡨ថቐ#ዺⶐ#6បቔⶨ#⏑㮬#㨼Ậᒀ/#66ㄍA#

ŘࢇঈԠ࠹˲ࢉ۴ˬیҚࡵٖଞ˳߾ࢂଥθࢷࢇԂЕۘଢ଼߾ܖ۰ݦҚࢂ˃Ի૦ۺଜ̛ࡢଥୱࢇ

ଗࡁଞęࢇіࠠԻ̛ࢶĚԻ۰ࢉݥѸ߹ЬЬݤֆଥଞ˲ࢷࢪࣸ࠹˲ࢉ۴ˬیҚࢂࢽ̐ࡵ۽Қࢂ
ࢇۓΟଭࡢɼ߅ФࢇіࠠԻ̛ࢶડ߾ࢂଥٕࠆѸ߹Ь̐չˈ̐Ѱ߇Χଞیୣࢂ˱ࡳࡕ۽Ի࣑ࢢଜы
࠹˲ࢉ۴ˬیҚࡵě࠹˲ࢉ۴ˬیĜࢇԂˁ˃ࢉࢂݤ۴ࡶφ߭۰ΟࠪЕЬհěĜԻփҚ߭एʯѹ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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ࢢࡶ˓ࡪଜЕҚࢂ˓Ѱ
Řࢠ߾۰ϢࢂବҞࢇ࠹˲ࢉ۴ˬیҚ߾ʯ૦ԻܹࡈۢࢂܕшΟ߅ɼࣰࡸࢂଭऑࡵЯܻଞࢷࢪࣸˁଵ
ଜЕˈࢇۘࢂʨࢇ߹ЬθࢷࢇԂЕࢇіࠠԻ̛ࠪ̐߾ܖ۰ࡪएѸЕěଢչ࢞ࢂ۽оĜɼ࣯ࠆؿЕ૧ԯ߾ࢂ

ଥʎࢉࢂیࢇݡֻ˕ۓԂएЕěࢷĜࢂ˕ࢽ˕ѦЬծए߉ߑЬ

ŘࢇҶ૦Իܹࡈࢂࡸࣰࠪܕଭऑ˕ࢽ߾Еࣗˬ˲ࢶ˕ط۽ΟࢇձӨ߭φ߭ЬߦଞیԆҚࢇֻࠆࡪࠒࡶۓ
ଥΟɾЬ

✭⃕ⶔ#ⷓᣤ#⛼᬴ᷜⷄ#„ⷄ#✭ᒀᒀ#⹔ⷈ#ⷄᮜ#ⴀῼⶨ#⡨⳹⟜Ⱐ#ⷘᣤ#⛼᬴ᷜⶨ#Ꮍ⹑/#⻕Ꭰῌ#⟜ቬ㮨ᣤ#ዓⷄ#⻛ⶔ#
ᬿ⥆⤅ᤘᤴ1#Ꮍ⹑⌔Ậ#⍄#㭔ᷡ⣴+4<⃕,/#⮔ⷌᷬᬬ/#ⱑᎽ/#≈Ꮍ/#ⱴ⣴㤈Ṙⷌῼ⮔1#⣴ⵔ⣴/#ᨕⷌ/#⊁ጔ#Ḽ⤬⮔/#㞀

㛴/#ᑈῼጰ#ᛸ㮬ⶨ#㒨ቐ#⃗#⏔ፌ#ⴀῼ#ⳈᎠፐ᬴ⷄ#ⷘⰘ⤅ᤘᤴ1#⻕ᎠẬᣤ#㋬⽌Ꭰ/#➁ፅ㳜/#በῼᎠ/#ⷵẬᎠ/#Ꮌ➈Ꮐ/#
Ḽ⤬⮔#Ꭰ/#㳜Ꭰ+ⷄ⣼ᷜᎠ,/#ⷄᥐᎠ/#Ⳉⷈ#ᭁⷄ#ⷘⰘ⤅ᤘᤴ1#:7⃕#⽡#;⃕ⶐ#Ⰴ ⮔ⷄⱐጰ/#49ቬⴤ#ᩬ#ባ᛬⮔ⷄ
ቐ#⋴ⷠ≌ⷄⰘ⤅ᤘᤴ1#
?ᐐ㯵ⶨ#⮰ቐ/#;3ㄍA#####




ࢢࡶ˓ࡪଜЕҚࢂ˓Ѱ
ŘࢇҚࢂ˓ѰЕ߲ଚࢪࢷִؿ૦ԻԂЕࢺࡶࢿ࠹ଜˈЕઞطଞ˓ࢺࡶॸࡶܹ߷߭ࢉؿЬଜएփࢇҚࡵࣰࡸࢂଭऑ˕૦
Իܹࡈ߾ܖۓࢂܕ۰ࢉࢂࣰࡸࡶּʸଜˈ̛ԼଜֲࢢࡳԻࢉଥě߯ࣁɼЕݦѦࣰࡶܹЬЕݨیĜࡶ˓ࡪଜЕ˓Ѱ
ձࢇՔʯѹЬ

ቩⶐ#ᛰ#44ⴤ#6ⷌ/#⹐ទ#ↄẅ#⊁ጔ#Ḽ⤬⮔ⷈⷄ⃀#ቐ⻁ᨔ#Ⱆጰ#ᛨ᷌ᨔ#Ⱆⷄ#㲌ⷠ#⛼ᣤ#㮬#ቐṸ㮨ጰ#ⱀẬ㮬#ⰼⷈᨔ#ⰽ⤬#✄⮨ᤴᒀ⍄ᤴ
ᣤ#⽍Ⱐ#ቐᒜⴄ#⤅ⶌẬ#℈ⶔ#〘〘#᚜⃀#⮮ⶌẬ#ወⰄቐṴጰ#ៈṵ㮨ጰ#ⷘⰘᤴ1#ⷄ⏔ⶐ#ⷌ⽌ⷌ#⹔Ⱐ#⤼ⷵ‘⒔ῌ#ⷌⶌ㖀ⶌ⃀#【ᑘᨔ#
ᑈថⶨ#⤼ⷵⷄ#ᦤ#ⷄ✑#【㝁㮰#⡨#Ⱆᣤ#✑㜬ⱐᤴ1#+⽡ḅ,#ⷄ#ᤴ⤬#❬᪨Ḽ❬#ᒈⶔ#ወⰄ⯌#㮨ᒀ#ᮜↈⰠ#ᬰ#⛼ᷜⶐ#ᤴ⤬#㏬≬㯘【“#
„ⶐ#⛼᬴ᷜⷄ#⒔㤐ዀẈᤴ1#ᑈṗ【“#⌔#⡨#Ⱆ【$#ᑈṀᧀ#ⴀῼⶨ#ቐṸ㮬#Ḽ⤬⮔#ⰼⷈⶐ#Ⰴ᭤Ⱐ#ⷘ【B#+⽡ḅ,#ⷄ#ⰼⷈⶨ#⒔㊈㮬#⽍Ⱐ#
ᥐ㯄❬ᣤ#⹘ᥐ⹑ⷈ#㒸ↅⷄ#በ⮨ᒀ#ᮜↈⰠ#Ⰴᯰ㮬#㏤㑱≦Ⱐ#㮰#⡨#ⰖⰘᤴ1#✑㋨㡼➁ⷄⷈ#≬ፌ#ᑈ⍄ᤴ#ᦤ#„ⶐ#✑㋨ῌ#≫ⶐ#‘ⶌẬ#
㮽✑#⮮ⶌẬ#ወⰄ⯌“#㯘ᤴ1#ᑈṗ【“#ⱘ⡨ᤨᔨ❬#ᬰ#ዓⶔ#⍄⤬ጰ#㰴⮔ῼ➸ጰ#ቔ】㮨➸ⶌᤘ#ᦤ#≤ᷔ#ዓⷄ#ↄⰗⷄደᣤቐ1#
?㮬#⡨ថቐ#ዺⶐ#6បቔⶨ#⏑㮬#㨼Ậᒀ/#86ㄍA#


Řଞ˲ࢷࢪкࢉ˲࠹ݤ۴ˬیҚࢂ̛ܹձۑִؿѰՎ۽ऐҚࢂࣰࡸ˕ࢽ˕ࢂۓցएւֻ߾ݡоଞ̛߮ࡶ۰ܽଜˈЕ
ࢺࡵ߭Գए߉ʯܹكЬڸփ߅ТԂࢇҚࡵה߅˕ݦԞ˗ࢇ߷एփଡ͉߅ۑࡶۓʇыیԆҚࢂࣰࡸѦଡ̛͉߮ଜˈ
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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ࢢࡶ˓ࡪଜЕҚࢂ˓Ѱ
ŘࢇঈԠЬհیԆҚࢂࣰࡸࡶ̛߮ଜˈߕѦଜЕֻࢇࡵݡଥ˗˃ΟࢇіࠠԻ̛ࠪʋࡵࡁࢉࡶφ߭۰ěࣰࡸĜࢇ
ԂЕࡪ˓ࡶݨیଞ̐Қࢇ˓Ѱձ۽ଜˈ߅ۑࡶۓɼˈЕֻࡳݡԻܹكЬ


ŘࢇЕࢉࣗѦ߯߭ѦࣗˬѦΟࢇѦЬծˈࣰ߭ߞଟࡋָ࠹߾Е߅הʨѦ˓ࡪଜए߉Еέ۴Қ˕˓Ѱ
ձࢇՔ߭ߞଜЕֻ߾ݡоଞٗ۱ଞߊ૨ܕր̛ ݛ$OSKRQVR/LQJLV ࢂϢࢂ֑ԃ߾۰ۢɽଥܹكЬ

Ř̐߾Ҭծִęଢչࢶ˓Ѱė˱ࡕ۽ɽࢂࢿࢽୃࢢࢇݦଜ̛փଟҬղࢉ˓жԽࡶɼऑ̐չˈɽࢂ
Ϡԯ˕ࠊࢽࡶܹଜࠆੌʎࢉੁݤЕ̛߶یࡶɼऑ˓ѰėࢂԻ߾ӖЬհ˓Ѱɼ࣑ࢢଞЬଢ
չࢶ˓Ѱɼଞॷ߶ࡶऑଭଜЕࠪࣸ߾۽ѸЕ˓ѰɼЕі̐ʨࢇԻ߅הʨѦ˓ࡪଜए߉ࡵی

ԆҚࢂ˓Ѱėࣰࡸ˕ěࣰ߭ߞଟࡋָĜࡶࢿ࠹ଜִ߅הʨѦ˓ࡪଜए߉ࡵیԆҚࢂ˓ѰėࢇЬĚ ߊ૨ܕ
ր̛ࠇ̎۽̡ݛaु ࢇҶࢂěࣰ߭ߞଟࡋָĜࡵΟࠪࡪ˗ଞʨࢇѹЬࢇԜଞ˗˃߾ܖ۰
ࢂࣰ߭ߞଟࡋָ߾оଞʃɽࢇЯएΟԻଜࠆ̖ձЬհیԆࡳԻԂؿѦԼփҖЕʨࡵ߅Т
Ь ߊ૨ܕր̛ ुࠇ̎۽̡ݛ



ࢢࡶ˓ࡪଜЕҚࢂ˓Ѱ
Řߔ۰ۑߊق૨ܕր̛ߊ ݛ૨ܕր̛ࢂ ࠇ̎۽̡ݛϢࢂ߾ҬԂ૦Իܹࡈࣰࠪܕ
ࡸࢂଭऑ˕ࢽ߾۰۽ѹ˓ѰࠇݤθࢷࢇԂЕࢇіࠠԻ̛ձࡳԻࢉ˕Οࢂ˱ط

ग̛ձଥ۽ѸЕěଢչࢶ˓ѰĜࢂ߾ࢽ˕۽۰࠹ܕкଞʎࢉҚ߾ࢂଥ۽ѹӖЬ
հ˓ѰࢂֻࡳݡԻܹكЬईࢇіࠠԻ̛ձଞࢷ˕ࢽ߾۰یԂएʯѹʎࢉҚࢂ
˓ѰԻܹكЬ


Řࢇ˕ࢽ߾۰࠹˲ࢉ۴ˬیձٸՁଞ૦ԻҚࡵݦҚѦ˓ࡶ؇ˈݪए߭ЕࣰࡶܹЬ
Еࢢࢂࡪ˓ࡶݨیଜЕ˓Ѱձ۽ଜʯѹЬࢇҶ˗ࡪ˕ݦଞࢉڸփ߅ТԂ˗ה

ଞࢉҚࢂࣰࡸࡶ̛Լ̛߮ଜִ۰ݦѦ̐ԥʯѺܹЬЕࢇ˕ݨیіࠠԻ̛߾ࢂଥ˱
طग̛ѹଢչࢶ˓ѰࠪЕěЬհĜ˓ѰձփҚ߭ɼʯѸЕʨࢇ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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ࢢࡶ˓ࡪଜЕҚࢂ˓Ѱ
Řଞ˲ࢷࢪࡶˁଵଞ࠹˲ࢉ۴ˬیҚࢂ̛ܹ߾۰ΟΟЕࢢࡶ˓ࡪଜЕҚࢂ˓Ѱ߾۰Е߅Ԏࠪʋࢇ
ěஜĜࢇΟěˈࠉܖоĜ߾˗ଞֻ߾ݡоଞ۰ܽࡶ߭Գए߉ʯॸ߅ܹكЬ


Ⰴ᭤Ậ#⍄ᜄᣤ#ዓⷈ【ᣤ#ῄ【“#ⷄ#ᯰᛸⷄ#⻛ⶐ#〥⻀#ቩ⮨ᤴ1#ⴀῼᣤ#㶼ⶔ#ᩨ㊎ᣤᤴ1#ⷠ⵰1#❭≹ᩬᤴᣤ#ዓ$#ᑈ
ṗ【“#ⴀῼⲐ#㮸ᔨ#✭㲬㮨⃀#ጰ㠅ⶔ#ቩⷄ#ᛨᡘ#ᑈ⏔᬴ⷄ#ᯰᛨ⤬ᣤ#ዓⶔ#⍄⃀#⻀ᑘⶐ#❽❽㮬#‘ⷄ#ᬬᤘ#ⷄዓⷄ#
⮔‘ᨔ#ⷄᒀ⤼Ⱐ❬#ⴀḼᛨᣤ#ᑈ#ↄⰗⷈ#⮔ᤜቐ$#+⽡ḅ,#ᑈḼ㮬#⏔᬴ⷄ#ᯰᛨ⤬ᣤ#ዓⶔ#【㕬⍄ᣤ#ⴀῼ᬴ⷄ#Ⰴᰋዜ#
⮔㭤ⶔ#ᣠᛌ【#⮚ⶔ#⡨#ⷘᤸ#†ⷈቐB#
#
⏘⥝㮬#₥ᶸᬬ#⡨ថᤨ$#ᑈ⏔ⶐ#⽍ⶨ#㯙〔ⶌẬ#㱥Ⰸ㮰#⡨#Ⱆᣤ#ጰ㠅ⶔ#≫ⶌ➸ᤴ1#㋨Ⱐᣤ#ᨩἜ#㨼Ậ᬴#⽡#㭔ᷡ

⣴#⛼ᷜⶌẬ#⤬ⷡ㯄❬#⮔ⷌᷬᬬ#⛼ᷜ/#≈Ꮍ#⛼ᷜ#ᑈῼጰ#ⱴ⣴㤈Ṙⷌῼ⮔#⛼ᷜⷄ#㉸ẐẬ#ᑈ⏔ⶔ#⏐㏥㮨ጰ#ወⶔ#⡨#
ⷘⶔ#ᮜᒜ【#ወⰘᤴ1##
?㮬#⡨ថቐ#ዺⶐ#6បቔⶨ#⏑㮬#㨼Ậᒀ/#<5/#78ㄍA#





ࢢࡶ˓ࡪଜЕҚࢂ˓Ѱ
Řࢢࡶ˓ࡪଜЕҚࢂ˓Ѱ߾۰ΟΟЕஜࢇΟˈࠉܖоࢂֻ߭ࡵݡӊʯɼМଞʨࢊ̧"


ŘࢇԜଞ˓Ѱ߾۰Еঊ࣯ˬࡵߒݦшࢇۘ؆˓ࢇԂЕęࣗˬࢶࢇіࠠԻ̛̛˱Ě ʈࢉঋु
Ի۰࣑ࢢଜए߉ЕЬࠝԮ̐ҚࢂˈݛԜࡋࢇࡶۓଥଜˈ߭اΤܹࡳֲࢇࡑ˕ࠉоଟܹʯ
ଜЕࢉࢶݥࢂֻࡳݡԻΟЬ

ⴀῼ᬴ⶨ#✑ፐ᬴ⶐ#᛬㨽㯄⺜ጰ#㲈⟱ⴠ᬴ⶐ#㲉㯄⺜ᤴ1#ᑈ᬴ⶐ#ⴀῼⰠዜ#㸃Ⓒῼ#Ⓒῼ#⹔〔㮨⤬ⱴ1#ᑈṗ【#
⮚ⶌ#᥉⤰᬴ⶔ#⽍ⷄደ⟜1㸄#㸃ᛨᣤ#ᦤ#ⷄ✑#ወⶔ#⡨ቐ#Ⱆ⤅ᤘᤴ1#⽍ⷄṴ#⽍ⷄ⤬ⱴ1#ᦤ#ⷄ✑ⶐ#Ⓒῼ#ወⶔ#
⡨#Ⱆ⤅ᤘᤴ1㸄᷌ጰ#ⴀῼ#ፐᎼⷵᤨⶐ#⽌⹐㮨⃀#†⭐㮨➸ᤴ1#ᑈῼጰ#ᑈ#⏔ⶐ#㸃⽌ᤨ/#ᛨⶨ#⽌ᤨ##⼔ῌ#⳹❬
㯄⽌⤽⤬ⱴ1㸄᷌ጰ#⃗⋘ⷄጰ#≨⍅㮨➸ᤴ1#ⴀῼᣤ#❬Ậ#⳹❬ῌ#㋽㯘ጰ#➁ᤨᔨ#ᒀᨔῌ#ᬬẈᤴ1#+⽡ḅ,#ᑈ⏔
ⷄ#⻛⮔㮨➸ᦨ#ᒀᨔↈⶔ#ᒀⴄ#Ⱆᣤ#⟜ῼẬ#≨⍅㮨➸ᤴ1#
?㮬#⡨ថቐ#ዺⶐ#6បቔⶨ#⏑㮬#㨼Ậᒀ/#7<ㄍ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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ࢢࡶ˓ࡪଜЕҚࢂ˓Ѱ
⮔$#ⷄ#ፅ✀⽌ⶨ᬴ⷠⶐ#ⴀῼⰠዜ#Ⰼ‘ᛨ#㲉ᨕ㮬#ቘ≤ῼ⮔✀ⶔ#ᒀⰄⱴῄዜ#㮨ⱐᣤ【$#
ⴀῼ#❰Ꭰ⛼᬴ⶐ#ⷄ#ቘ≤ῼ⮔ⶨ#47㋨ῌ#᪠#ዺⰘᤴ1#ᛨᣤ#⽌ᤨᔨ❬#ⷄṗዜ#„ⶐ#㶼
✭ⶔ#ᒀⰅ㮨⤬Ⰴ#ⷈቔⰠዜ❬#⯡⤼ⶨ#ⷠ⵰ῌ#≥㜘㮨ᣤ#ⷄ#ⷤⷈↄᨔ㮸ⶔ#⻕⤭⤬㕬#⽌
⤬ጰ#ᱠ㮬#ⷈቔⶌẬ#㮨ⰼᑘ#Ꮬṵⷄ#‘ᥐẬ#㶤ᬬᣤ#ᨔᎼቐ#ᩨ【#⮚ዜ#㮨⤬ᒀῌ##

?㮬#⡨ថቐ#ዺⶐ#6បቔⶨ#⏑㮬#㨼Ậᒀ/#96ㄍA#

ŘࡢࢉࡈࡶଥࢉଟܹҞࢇࢢࡶ˓ࡪଜЕҚࢂ˓Ѱ߾۰ঊ࣯ˬ
ݦࡵߒݦҚࢂˈࡶ߭اΤ̛ܹձԂЕɾࢸଞஜ˕ЬकࡶɼМଜʯ
ଜЕࢉࢿ̛ࢶݥԻࡈଞЬ
G


ࢢࡶ˓ࡪଜЕҚࢂ˓Ѱ
ŘࢇԜଞֻڸݡփ߅ТԂ˓Ѱ߾ࢉܖоଞؑԮձɼМଜʯଜЕֻܹك߅ॸݤࠇݡЬ


ⰼ᬴ⷠⶐ#⏘ⶔ#ᮠ#ⷡⶐ#≹Ⱐ#ⷠῼῌ#ⷱ⮨ጰ/#ᤴ#⹐ទⶔ#⽌Ⰴ❬#₉Ⱈᤴ1#⋰⮔㤈´⣴#ፐᎼⷵᤨⶐ#⤬#ⷰⰠ#
ᬬẈጰ#ᤴ#ᛰ#⮔㒸ᒜ【#⽌ↄ➸ᤴ1#⮔㒸#⤭⛼Ậᣤ#⻀≵ፌ#⊀㏤Ꮍⶔ#⽌Ⱈጰ#ⴀῼ#᪠ᣤ#⊀ቐ#‴ⴀ#ጰ㥰ᒀ#
ᮜↈⰠ#ᎽⰠ#†⮔❬#Ⓒῼ#₉Ⰴ#㒨ⴰᤴ1#ⴀῼ#⛼ᷡ㮨ⱼ#ፐᎼⷵᤨⶐ#⮔ↄ#⤭ᨔ#ⷕⰠ#ᥐṴጰ#㮨【#⮚ⶌ➸ⶌ
⃀/#㸃ⷄዓⶐ#ᛨⰠዜ#ↄ#„ⶌᤘ#⻐#‘⤬【ⳤ1㸄#㮨❬#⛼≬ⶔ#ᛨⰠዜ#ዄ#⽌➸ᤴ1#ᜄቐ#ᑈ⏔ⶨ#㋽ⶔ#ዀ
⹘㮨ⱐᦤᤘ#ᑈ⏔ⶐ#ᤴ⤬#ᛨᦤḼ#‘⤬᷌ጰ#ⴀᒀ➸ᤴ1#ᑈᷨ❬#ᛨᣤ#‘⤬ᣤ#㋩㯘ᦤᤘ#ᑈ⏔ⶐ#“⻁㯄#㮨ⱐᤴ1#
ᑈ⏔ⶐ#⻀ᑘ“#ⷱ⡨➸ⶌ⃀#㮽✑#᥉⤰#ⷠ⤰Ⱐ#ᥐ㯄❬⍄ᤴᣤ#ᤴῈ#⛼᬴ᷜⶨ#㮔ⳤⰠ#ᦤⴁ#⤰ግⶔ#⭀➸ᤴ1#ⷄḼ
㮬#ጰ㠅ⶨ#ᛨᛰⶔ#⍄ᜄ⤬⃀#᥉⤰#ⷠ⤰ⶨ#✭⃕ⶐ#ⷄ≈#㮨ᣠᤨᔨ#≤㒨⤰ᬿⷄ#ᛨⶨ#✭⃕ⶔ#⵰【⤬㛴ᒀ#ⵔ㮬#ᑈ
⏔ⶨ#ៈṵⶐ#᪠#⊀Ậ#ᣨⰘᤴ1##
?㮬#⡨ថቐ#ዺⶐ#6បቔⶨ#⏑㮬#㨼Ậᒀ/#79ㄍ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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ࢢࡶ˓ࡪଜЕҚࢂ˓Ѱ
ŘЬݤֆଥࢢࡶ˓ࡪଜЕҚࢂ˓Ѱ߾۰ঊ࣯ˬط˱ࡵߒݦग̛ձɼМଜʯଜЕࢇіࠠԻ̛ࢶ
࢞оɼ߅ТЬࠝԮए̖ࢂۘଢ଼ࡶࢇଥଜˈφ߭۶ܹЕஜ˕Ьक̐չˈ̐˕ࢽࠉܖоձɼ

МଜʯଜЕ̛ࢿԻࡈଜˈЬईࢢࡶ˓ࡪଜЕҚࢂ˓Ѱ߾۰ঊ࣯ˬЕࢇԜଞࢊࢂ˕
ࢽ߾оଞࢉࢶݥࡳԻ۰ࡈଜˈЬ

ŘࢇԜଞࢉࢶݥࡶφ߭۰˱ࢶࢉଭѰࡳԻΟΟЕߦۘ߾۰Еˈࡶ؇ЕیԆҚࢂěࢂۓୣـĜ
ɼМࢇԂЕֻࣱࠆؿࡶݡЬЬݤֆଥࢇԜଞࢉܹࡵݥѦҚ߾ʯЕߒݦѰЬհیԆҚ߾ʯЕࢂ
࣯ࠪݥʋࡵ্ִ߾۰ࢂۓୣࡶـɼМଜʯଜ̛ࡢଞ˓ѰࠉܖоࢶଭѰࡳԻࢇ߭एЕʨࢇЬ

ŘࢇঈԠࢢࡶ˓ࡪଜЕҚࢂ˓Ѱ̐չˈଞ˲ࢷࢪࡶˁଵଞ࠹˲ࢉ۴ˬیҚࢂ߾ۓ۰ঊ࣯ˬ
ࢂࢢୃࡵߒݦٙ߇߾оଞஜ˕ЬकࢇֲѰࢂۓ˕ۓࢉࢶࢇ߾ݤୣࡢࡶـଞࠉоձɼМଜʯଥ
࣯ЕࢉࢶݥࡳԻࡈଜЕʨࢇЬ




ցֲ
ŘˈقЕଞ˲ࢷࢪ࠹˲ࢉ۴ˬیҚࢂ̛ܹձࢇіࠠԻ̛ձଞփҚ̛ࠪࢢࡶ˓ࡪଜЕҚࢂ˓Ѱࢇ۽ԂЕ
্ִ߾۰ۑߑؿЬ

Řଞ˲ࢷࢪࡵ̐Ѱ߇Χଞঊ࣯ˬ߾ʯɼࢠળˤࢶࢉˁଵࢇ߹Ьଞ˲ࢷࢪ߾оଞঊ࣯ˬୣࢂࢠࡵࢂࢪࢷ˳ݫϢչࠑЬ
ࢇϢչЕঊ࣯ˬɼθࢷओ۰ࠪ̐ળۢٗࡵיЯओ۰ձʠࢂࡳࢶݥࢂהԻܹࡈଜʯѸЕ֩৲ТऋࡳԻࡈଜࠑЬ ۴
ु 

Řଜएփ࠹˲ࢉ۴ˬیҚࢂ̛ܹձଥۑقଞ˲ࢷࢪкݤঊ࣯ˬЕߦɼࢶࢉֻࢉؿࡶݡЬ
Řঊ࣯ˬЕࢷࢪࢇԂЕࢢࢂۘଢ଼߾ܖ۰ࢇіࠠԻ̛˃߾Ҭհ˱طग̛ࢂࡕࢉࡶࢿ˓ଜࠑЬӖଞࢇձଞփҚ̛

ࠪʋࡵӖЬհࢢࢂٻɼѸ߹ЬѰࢢ߾ݤۘଢ଼߾ܖ۰ଔଥҚࢂࡶۓୣـଜˈ߅ۑʀܹЕଜЕஜ˕ɼМ۽
ࡶࢿ˓ଥ࣯߹ЬӖଞࢇ˕ࢽ߾۰ࢢۘଢ଼ࣸ߯ࣁɼݦѦࣰࡶܹЬЕ߾ݨیࡶҁࢢࡶ˓ࡪଜЕҚࢂ˓
Ѱձ۽ଟܹʯଜЕֻ߹࣯ࠆؿࡶݡЬ


Ř̐ԥЬִଞ˲ࢷࢪ˕ʋࡵࢢۘଢ଼ܖঊ࣯ˬձٸՁଞࣗˬࢂ̛М˕ࢂЕߞ߭ࢇ߸הࡵ"̧ࢊ߸הଟ̧"ࢇіࠠԻ̛
Ի۰ࢂࣗˬࢉɼ"ࡳۓԻ۰ࢂࣗˬࢉ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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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외국인 선교사 수기 연구
- 전쟁 중 종교를 통한 타자 만들기와 타자들의 공동체(윤인선, 가톨릭대) ; 토론문

김 윤 선 (고려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전쟁 당시 죽음의 행진(1950.10.31∼11.17)에
참여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수기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대한
연구는 어느 분야에서나 자료의 빈약함으로 아직도 연구의 어려움이 많고, 그 성과 역
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선생님의 연구는 연구 대상만으로도 그 가치가 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고, 전쟁 당시 선교사들의 수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발로,
이 발표의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우리는 분단시대,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겪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
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재난서사가 생존에 대한 위협과 갈등을 보여주는 데서 그
치지 않고, 정신적 가치, 구체적으로는 종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였
다는 점에서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께 연구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전제로 선생님 발표에 대해 몇 가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
다.
우선 본 발표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 남한 천주교의 피해를 물적 인적 측면에서 정리
해 주셨습니다. 이 점도 좋았는데요, 특히 인적 피해는 무엇보다 해방 이후 남한 지역
의 천주교가 반공집단으로 결집된 데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은 공감이 됩니다. 특히 전쟁
시기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방인보다는 남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그들을 타자화했지만, 그들은 타자
화된 집단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재난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거듭났다고 선
생님께서 이 논문을 통해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기존 논의에서 그들의
전쟁에 대한 수기나 언급을 타자의 시선으로 기록된 전쟁 경험으로 간주되고,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교회와 서구 진영의 적대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에 반하
는 혹은 적어도 새로운 해석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읽혔습니다. (제 이해가 맞다면) 현재
당시 한국인으로서의 수기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선교사 수기를 한국인 더
축소한다면 한국 종교인의 수기로 확대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그 차이를 무화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서 제 식견의 부족 탓이기도 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발표의 마지막 문제제기인데요, 사실 서론에서도 언급하셔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주목하고 싶었지만, 선생님께서도 논문 말미에 언급하시면서 일단 발
표를 마치셨습니다. 재난 혹은 고난을 통해 외국인 선교사들은 타자가 아닌 한국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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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자로서 남한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난
을 함께 하는 공동체로 거듭난 것이 당시 선교자들의 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라
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언급하셨듯이, 재난 상황에서 종교의 기능과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 남한이 아닌 북한에 남아있는
(?) 혹은 북에서 죽은 선교사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신 텍스트를 보니, 수녀와 신부, 혹은 여성과 남성
의 차이가 읽히는데요, 혹시 이런 직분이나 성차에 따른 특이점들은 발견하신 부분은
없는지도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자료를 발굴하여, 값진 연구로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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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선<한국전쟁 외국인 선교사 수기 연구>에 대한 토론문

송 주 현 (한신대)

윤인선 선생님의 발표문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이 글은 한국전쟁 당시 종교인과

민간들에게 행해졌던 참혹한 억압의 상징이었던 ‘죽음의 행진’에 참여한 외국인 선교사
들이 남긴 수기의 의미와 가치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선교사들의 진실
한 기록이었던 수기를, 이데올로기라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프리즘을 걷어내고 희망과
연대, 배려와 회복을 꿈꾸는 진실한 신앙인 공동체의 거울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는 식민 경험, 좌우 대립, 전쟁 등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체
험적 진실을 토로할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체험을 다룬 수기문학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소설적 진실
과는 다른 차원의 현실과 사실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연구는 참으로 값진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전쟁수기 연구들은 한국인들에 의해 쓰여진 것들이 대부분이었습
니다. 이것들은 일정부분의 자기검열, 반공이념의 통로를 거친 것이었습니다. 혹은 당
시의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던 이들을 공격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방식 또한 많았
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의 생존의 논리에 초월한(도리어 죽음을 공유
하는) 공동체가 갖는 체험적 진술의 진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 대상으로 삼은 외국인 선교사 수기의 가치는 이데올로기에 희생되지 않
은, 주이전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며 그 소명에 응답하는 진실한 공동체의 소산이라
는 점에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데올로기의 희생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요, 하나는 선교사들의 수기가 그들의 본국에서 성전(聖戰)의 논리와 한국전쟁의 정당
성을 확보하는 (반공 강화의 논리) 측면, 또 하나는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적
타자화, 혹은 구별짓기의 계기를 만드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대상으로 삼으신 선교사들의 기록 역시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희생
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록이 전쟁의
처참함을 생생히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또한 그들에게 가해진 전쟁의 억압적 상황을 극
심하게 그려내면 그려낼수록 우리는 그 가해자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기를 따라 가보면 이는 폭행을 자행한 북한군으로 좁혀집니다. 더군다나 대상
텍스트들에 나타난 북한군의 모습은 더없이 잔혹하고 냉혹하게 그려집니다. <귀향의 애
가>, <한 수녀가 겪은 3년 간의 북한 포로기> 등을 보면 북한군에게 사상을 이유로 가
차없이 모욕당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수기가 아무리 진정
성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 수기가 읽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공의 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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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하나의 기록은 그것을 기억하는 시점에서 필
연적으로 재구성된 결과, 즉 현재의 욕망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에
게 가해진 모욕이 컸던 만큼 그들에게도 그들에 대한 반감이 자연스레 투영되지 않았을
까요?
이 논문의 연구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살리기 위해서는 체험을 기록하는 입장에서든,

그 체험을 읽는 독자에게든 ‘이데올로기적 잣대를 뛰어넘는’ 어떤 의미지점들이 텍스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인데요, 도리어 저는 이 텍스트들 역시 이데올로기의 자장 안에
서 해석되고 기존의 반공논리를 강화할 여지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이 논문의 대상 텍스트인 수기는 ‘한국전쟁의 특수한 경험’을 ‘외국인 선교사’의 시
선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 수기에 나타난 6·25 전쟁 경험의 서술은 세계 어
느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든지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환
경적 고난, 신체적 고난, 자율성의 침해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저는 이 수기에는 전쟁이라는 보편성의 문제, 종교의 체험과 고백이라
는 보편성의 문제를 넘어선 어떠한 특수성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
엇이 될는지요? 이들 수기에 나타난, 혹은 새롭게 해석되거나 전유된 한국사회, 혹은
한국전쟁의 특수성이 있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특수성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날 때 이들의 수기는 종교고백서로서 뿐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비추어볼 수 있는 중요한 거울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3. 3장에서 선생님께서는 죽음 앞에 선 선교사들이 타자로서의 자신들을 극복하고 결국
은 재난을 공유하며 삶의 회복을 위한 희망과 연대를 가능케 하는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들이 ‘타자들의’ 공동체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데올로기의 잣대로써 타자화된 존재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타자가 아닌 신앙 공동체가 아니었던가요? 만약 과거에 서로 타자
였던 이들이 죽음과 재난을 공유함으로써 비로소 이전의 타자로서의 관계가 공동체로서
의 관계로 전화(轉化)된다면 그것은 ‘타자들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

부터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정서와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그것과 무관하게 주어
진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고 있었”던(발표 슬라이드 #8) 이들이 아닌가요? (제가 문맥과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부족한 이해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4. 발표문 마지막에 적으신 몇 가지 질문들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대로 적어보

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과 같은 재난 상황 속 천주교를 비로산 종교의 기능과 의
미는 무엇일가? 혹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데올로기로서의 종교인가? 삶으로서의 종교
인가?” 너무나 크고 어려운 질문인 줄 압니다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혹은 착안하신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발표하시는 중에 어느 정도 표현되었다면 답
변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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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서의 파국과 메시아적 사유의 가능성
-대중음악에 나타난 멜랑콜리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김 정 현 (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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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대중문화의 인식론적 가능성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1)에서 벤야민은 영화의 인식론적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한
다. 당대 문화 전반에 걸친 벤야민의 폭넓은 미학적 고려를 통해 본다면, 그가 위 논문
에서 중요하게 검토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대중문화’의 새로운 인식가능성의 문제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를 벤야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들의 술집과 대도시의 거리,

사무실과, 가구가 있는 방, 정거장과 공장들은 우리를 절망적으로 가두어놓은 듯이 보
였다. 그러던 것이 영화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감옥의 세계를 10분의 1초 다이너마이트
로 폭파함으로써 우리는 사방으로 흩어진 감옥 세계들의 파편들 사이에 유유자적 모험
에 가득 찬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우리는 확대촬영을 통해서 ‘어짜피’ 불분명

하게 보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혀 새로운 물질의
구조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2)

대중문화에 대한 벤야민의 인식론적 측면3)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금의 시공간, 즉 ‘현

1)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발터 벤야민 선집 2』, 최성만 옮김, 길, 2009.
2) 위의 책, 83면.
3) 이는 벤야민의 미학적 사유로서의 ‘알레고리’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 알레고리적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우의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모든 언어를 은유로서 평가하는 폴드만과 자끄 데리다의 입장
- 특히 ‘로고스’에 대한 비판 - 과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벤야민에게는 이들보다 깊은 인식론적 측면이 있
다. 그것은 바로 “우의적인 것의 본향인 원죄적인 타락”을 극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벤야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특권화된 비밀스러운 지식, 죽은 사물들의 영역에 대한 자의적인 지배, 헛된 희망의 주관적인
무한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단 한번’의 비상으로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 비상으로의 우의
적 침잠은 객관적인 것들의 마지막 판타스마고리아를 일소하고 전력으로 자력에 의지해서 더 이상 지상 사물 세
계 속에서 유희적 연극적으로 가 아니라 하늘아래 진지하게 자신을 되찾는다. (…) 그 궁극적인 대상들은 우의로
반전되며, 이 궁극적인 대상들은, 그것들이 제시되는 장(場)인 바로 그 허무를 충족시키면서 부인한다. 마찬가지
로 우울의 지향성은 궁극적으로 해골(바리타스 정물의 해골화와 같은 - 인용자 주)을 바라보는 것을 충성스럽게
고집하지 않고, 그러한 충성을 저버리고 부활을 향해 비약한다. 이것이 우울한 침잠의 본질이다.”(발터 벤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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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도시’를 “절망적으로 가두어 놓은듯” 한 감옥과 동일하게 사고한다는 점이다. 이
러한 차원에서 대중문화(혹은 영화)는 이 감옥과 같은 무가치한 일상의 세계를 ‘폭파’하

고 우리를 “유유자적 모험에 가득한 여행”으로 초대한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어짜피’
불분명하게 보”일 뿐인 현실과 일상의 세계들을 능가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새

로운 물질의 구조들”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알레고리적 가능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벤야민에게 있어서 ‘예술’ - 또는 문자화나 문학화의 범주4) -이 가지는 메시아적 가

능성의 양상은 그의 알레고리 개념이나 멜랑콜리적 세계관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사유들은 존재론적 여건으로서 폐허적 현실을 어떻게 다시금

혁명적 인식으로서의 ‘현실’로, 혹은 ‘순수한 가능성’의 영역5)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
인가에 대한 질문이 내포되어 있다.6) 이러한 측면에서 벤야민이 영화의 중요한 기능으

로 언급하고 있는 ‘촉각적인 지각’이란 개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벤야민은 이를

“예술 작품은 (…)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각적 환영이나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음향구조물이기를 그치고 일종의 포탄이 되었다. 이 포탄은 보는 사람의 눈과 귀에 와
닿는다. 그것은 촉각적 성질을 획득하게 되었다.”7)라고 규정한다.

그가 ‘촉각적’이라고 말하는 것의 본질은 단순한 지각의 층위를 가리는 것과는 무관하

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것, 즉 이 세계가 폐허임을 감추는 허상을 무너

트리고, ‘포탄’처럼 강렬한 정신적 충격으로 깨어나게 이끄는 힘인 ‘알레고리적 성찰’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벤야민의 미학론은 일차적으로 익숙한 시간과 공간을 낯설
게 만드는 인식이며, 동시에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세계의 ‘정상성’이 폐허적 세계
이자 낡은 인식론적 대응물에 불과했다는 점을 사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벤야민
의 미학적 관점은 멜랑콜리커(Melancholiker)들의 궁극적인 시선이 메시아적인 작은
문, 혹은 어딘가에 숨겨진 ‘유토피아’에 대한 간절한 갈망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결코 분리되어 사고될 수 없다.8)
벤야민의 사유에 따른다면 멜랑콜리커는 오히려 현실보다 꿈의 세계에 더욱 익숙하고

4)
5)

6)
7)
8)

『독일 비애극의 원천』, 조영만 옮김, 새물결, 2008, 313면) 여기서 말하는 우울, 즉 멜랑콜리의 본질은 바로 세
계를 폐허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이 세계에 주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담론적 로고스들( 그것은 벤야민의 언급처
럼 해골의 세계, 죽음과 무의미의 세계에 속한 것일 뿐이다) 을 붕괴시키고 그것을 새로운 인식가능의 영역 즉
‘부활’로 이끌어 올리는 ‘성찰’의 측면이다.
발터 벤야민, 「사진의 작은 역사」,『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역, 민음사, 2005, 252면.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김항 옮김, 새물결, 2009, 166~167면 참조. 아감벤의 경우 법의 폭력적 지배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간을 '예외상태'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아감벤의 정의에 따르면 '법'의 세계는
그 자체가 하나의 '픽션적 상태' 즉 본질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하나의 명명된 규칙과 체계라는 점을 언급한
다. 그러한 점에서 아감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정으로 정치적인 행위란 폭력과 법 사이의 연계망을 끊어내
는 행위뿐이다. 그리고 오직 그렇게 해서 열리는 공간에서 시작해야만 예외상태(법의 권력이 가장 최고조에 이
르른 상태) 속에서 법을 생명과 연결시키던 장치를 작동중지시킨 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을 수
있게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순수한' 법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다. 벤야민이 말하는 '순수한' 언어나 '
순수한 폭력'이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수잔 벅모스,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김정아 옮김, 문학동네, 2004, 261면.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앞의 책, 89면.
이는 벤야민의 언어 인식의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 이에 대해서는 수잔 벅모스, 앞의 책, 295~311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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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하다.9) 우울 혹은 멜랑콜리의 개념을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상 혹은 현

실이라는 세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사유방식이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아감벤식으

로 말하자면 ‘법과 정당성 그리고 폭력’의 세계, 혹은 데리다 식으로 ‘형이상학적 로고
스’의 영역, 그리고 푸코식으로 ‘미시적 규율담론’으로서의 일상은 멜랑콜리적 개념 하

에서 일종의 재난적인 ‘파국’이자 ‘폐허’로 인식된다. 그러한 영역을 붕괴시키는 멜랑콜

리적 미학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인식론적 혁명’ - 이 혁명은 제도를 탈취하여 자신들
이 지배의 영역을 점유하는 전통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과는 다르다 - 과 이 세계에
‘진실’로 존재해야만 하는 유토피아에 대한 가능성을 지향하는 사유체계로 파악될 수 있
다.

이러한 벤야민의 ‘멜랑콜리’적 인식론은 대중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 지평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우선적으로 말해둘 것은 대중문화의 ‘철학’이 보이지 않는 것일 뿐, 존재하

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메시아적 시간에 속한 잠재적 가능성은 보이지 않은
채 읽혀지지 않지만, 그것이 읽혀질 수 때 비로소 새로운 인식론적 영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는 대중문화의 영역인 대중음악 가사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시도는 그들이 갖는 인식론적 가능성의 문제를 ‘멜랑

콜리’와 ‘알레고리적 성찰’이라는 범주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논의
의 편의를 위해 멜랑콜리적 세계관에 의해 분석될 최근 인디음악의 범주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며, 또한 그 접근방법으로 ‘인식론적 측면’ 즉 텍스트의
문맥이 갖는 은유적 차원10)에서 접근할 것임을 명기에 둔다.

2. 멜랑콜리적 파국으로서의 도시 : ‘늪’의 양가성
그램 질로크가 지적하듯이 벤야민에게 ‘도시’라는 공간은 매우 다양한 양상들이 복합적

으로 걸쳐져 있는 ‘양가성’의 시공간이다.11) 본고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가사는 바로 자
우림의 <꿈>(원곡: 조용필)이다. 본고가 <꿈>을 우선적인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이

유는 이 노래의 가사가 일상과 현실이 속해있는 ‘도시’라는 공간적 속성에 대한 인식 가
9) 발터 벤야민, 「얘기꾼과 소설가」,앞의 책, 174면. 벤야민은 여기에서 ‘꿈’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
한다. “꿈이 육체적 이완의 정점이라면 권태는 정신적 이완의 정점이다. 권태는 경험의 알을 품고 있는 꿈의
새이다.”
10) 폴 드만, 『독서의 알레고리』, 이창남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0. 15~36면 참조. 폴드만은 이러한 차원에서
문학, 혹은 언어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을 ‘은유’로서 규정하면서 “관념적 의미는 실제적인 의미가 된다”고 언
급한다. 즉 데리다와 동일한 관점을 공유하는 폴 드만에게 언어의 본질적인 차원은 일반론적이고 정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법의 차원이 아니라 그 언어들이 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수사학적이고 형상적인 언어가 보
다 본질적이다. 즉 “수사학은 논리를 중단시키고 지시적 착란의 변덕스러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며, 이러
한 차원에서 폴드만은 “수사학적이고 형상적인 언어의 잠재성을 문학 자체와 동일시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11) 그램 질로크., 『발터 벤야민과 메크로 폴리스.』, 노명우 옮김, 효형출판, 2005, 58~59면 참조. 그램 질로
크는 도시에 대한 벤야민의 인식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폴리는 영속적 폐허이며, 새로움 없음의 고향이
다. (…) 폐허 개념은 미로라는 표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도시가 흩어짐과 몰락의 공간이라는 생
각은 도시 공간에 관한 벤야민의 저작에서 되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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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에 대해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꿈>이 제공하는 주요한 은유적 맥락들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노래 속에서 ‘도시’는 하나의 세계이자 동시에 ‘숲’이자 ‘늪’인 동시적 양가

성을 가진다는 점이 확인된다. 숲이자 늪인, 동일한 도시 공간에 대한 양가적 사유는
일상으로서의 ‘파국’을 맞이하는 패배자들과 죽은 자들, 즉 멜랑콜리커의 시선 속에서
도시-이미지가 어떻게 변용되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길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 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길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자우림의 <꿈>에서 일차적으로 주목되는 바는 도시라는 공간에 익숙할 수 없는 이방인
의 시선이 제시된다는 점이다.12) 기실 대부분의 예술 텍스트에 있어서 도시란 이미 주
어져 있으며 익숙하고 달라질 것 없는 ‘자연’과도 같은 ‘주어진’ 시공간이다. 그러나 벤

야민처럼 ‘이방인’의 시선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도시는 “화려한 곳”이지만, 본질적으로
“춥고도 험한 곳”으로 사유된다는 점을 검토할 수 있다. 도시의 이방인들은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일상의 공간인,
친숙한 도시는 그들에게 ‘적대적’이며, 그들이 머물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하기

에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도시의 골목을 초라하고 음울하게 헤매일 수 밖에 없
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 가지만, 이들은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인다.
말하자면 이들은 돌아갈 ‘고향’조차 없는 도시를 헤매이는 멜랑콜리커들인 셈이다.

이러한 이방인들, 즉 낯선 타자들인 멜랑콜리커들은 ‘괴물’로서의 도시 혹은 일상 그

12) 위의 책, 120~129면 참조. 벤야민 역시 도시의 시공간에서 ‘진실’을 포착하기 위해 ‘이방인, 외국인, 아이’의 시
선으로 도시를 ‘새롭게’ 바라본다. 즉 “도시를 슬픔과 경이의 장소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아이(이방인- 인
용자 주)로서 도시 속에 있어야 한다. (…) 어린아이는 보는 사람과 본 것, 주체와 대상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렌즈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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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자신의 생존을 보증하지 않는 파국으로서의 도시를 체험한다. 그들이 체험하는
도시의 시공간이란 본질적으로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는 절망과 고통으로 경험된다. 이때 그 헤매임의 시공간에서, 멜랑콜리커들의 걸음걸
이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고통은 도시가 자신들의 꿈이 이룩될 자연인 “숲”인지, 아

니면 자신들을 파멸과 죽음과 절망으로 이끌 “늪”인지 확정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
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방인들의 인식 속에서 ‘도시’는 그러한 숲이자 늪

인, 혹은 늪이자 숲인 양가적이고 복합적인 시공간이다.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왜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

한 길 이 길을” 걷는 자이다. 이방인들, 일상 그 자체가 파국인 멜랑콜리커들은 왜 “괴

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들이 가진 고통의 원인은 파국적인
일상의 고통과 재난적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

의 마음과 꿈’을 알아주는 ‘저기 저 별’의 영역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때 텍스트의 은유

적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별’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고향’과는 다른 가치를 갖는다는 점

에 있다. 요컨대 ‘별’의 세계란 인간이 파국과 재난으로서의 도시가 아닌 편안하게 머무

를 ‘고향’과도 다르다. 멜랑콜리커들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인간과 달리 도시를 떠나

고향에서 쉴 수 없다. 그들은 말하자면 빛나는 ‘별’의 세계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것
이다. 확실하게 주어져 있지 않고 명료하지 않지만, ‘별’만이 알고 있는 나의 마음과 꿈
을 위해 멜랑콜리커들은 “괴롭고도 험한 길”을 힘들게 걸어가는 것이다.13)

이러한 ‘별’의 세계 혹은 그 영역들은 멜랑콜리커들에게 폐허처럼 주어져 있는 현실의

너머, 혹은 순간순간 마주칠 수 있지만 인식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

견’해야만 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이자 순수한 ‘존재가치’의 영역으로 규정될 수 있다. 멜

랑콜리커에게 ‘별’의 세계는 재난과 파국으로서의 도시인 폐허적 세계를 부정할 근본적
동력원 - 이것은 벤야민이 말한 성좌 즉 ‘콘스텔라치온’과 관련된다14) - 인 ‘꿈’의 세계

와 등가적이기 때문이다.15) 요컨대 역설적으로 ‘현실을 폐허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

식하며 꿈의 세계를 보다 본질적으로 사유하는 멜랑콜리커들은 파국적 재난의 도시나
평온할 고향이 아닌 오직 ‘꿈’의 세계의 가치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우림의 <꿈>은 멜랑콜리와 우울의 근본적인 성격을 추측케 한다. 멜랑콜리커
13) 알렝 바디우, 『조건들』, 이종영 옮김, 새물결, 2007, 203~205면 참조. 바디우는 이러한 관점에서 ‘진리’는 선취
적인 것 즉 우리의 지평 속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성하고 언젠가 도달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철학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즉 “진리의 모든 선취
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지식의 실천적 덕목에 의지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는 “중단의 체제 속에서가 아니라 예외의 체제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사고가 거리를 두고 영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좌를 “결정 불가능한 것을 소멸의 요소 속에서
다루는 오래 계산된 산정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4)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위의 책, 23~27면. 벤야민은 「인식비판론 서설」에서 “진리는 (…) 개념의
지향성 속에서 규정된 인식의 대상”이 아니며, “경험계를 통해서 자기의 규정을 얻는 어떤 의도로 존속하는 것
이 아니라 이 경험계 본질을 그야말로 ‘각인’하는 위력으로 존속한다고 설명한다. 일체의 현상성으로부터 벗어
난 존재이면서 유일하게 이러한 각인의 위력에 고유한 존재”이다. 그것은 사물 속에 파편적으로 존재하지만, 우
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각각의 대상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원존재, 원흔적, 아담이 부여한 최초의 순수한
언어를 복원하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다.
15) 수잔 벅모스. 앞의 책, 224~2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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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방식은 ‘꿈’의 세계의 파편들을 찾으며 그것에 의해서만 현실을 사유한다. 약간
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해보자면, 그들은 헤매임을 감내하는 자이자 별의 유토피아를
더욱 친숙하여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즉 멜랑콜리적 사유의 가능성이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이해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현실 속에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거나 드러나 있지 않는 또 다른 가치체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울,
즉 멜랑콜리적 세계관의 사유가 파국적 일상과 폐허적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인식론적 태도를 이해하는 것에 있다.

3. ‘반복’되는 TV의 세계와 와 ‘아닌 것’ 사이의 간극
그러나 ‘꿈’이 부재한다는 것은 멜랑콜리커들을 절대적인 절망과 우울에 빠트리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멜랑콜리적 사유의 층위에서 보자면 ‘현재’의 세계란 보드

리야르의 시뮬라시옹처럼 ‘진리(적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처럼 행세하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16) ‘시뮬라시옹’의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은 무한히 증식하지만, 그것은 모

두 동일한 차원의 반복일 뿐이다. 일상이란 재난, 현실의 모든 익숙하고 당연한 행위들
은 반복되는 의미없이 죽어있는 세계의 일부분일 뿐이다. 요컨대 일상이 멜랑콜리커들
에게 근본적으로 파국인 이유는 니체의 영원회귀의 개념처럼 그것이 끊임없는 동일성으
로 반복되어 어떠한 차이도 양산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상은 도시에
대한 벤야민의 사유처럼 폐허와 지옥으로서의 현실 그 자체로 인식된다.

이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중인 ‘현실’을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바로 무한 반복의 시뮬라

시옹, ‘TV’를 통해 알레고리적으로 제시 될 수 있다. TV로서, 영원히 반복되는 세계는

하나의 ‘모나드’로서의 이 세계에 대한 자화상이다. 그렇기에 장기하와 얼굴들의 <TV를

봤네>는 일상이라는 시공간이 어떻게 폐허적일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이 아닌 것 사이의
간극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하나의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될 수 있다.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TV를 봤네 아.아.아. 그냥 봤네
TV 속 사람들은 기쁘다 슬프다 말도 잘 해 아.아.아. 참 잘 해
무슨 드라마든 쇼프로든 코미디든 뭐든 간에 아.아.아. 뭐든 간에
일단 하는 동안에는 도대체 만사 걱정이 없는데
아.아.아. 만사 걱정이 없는데
왜 자막이 올라가는 그 짧디 짧은 시간 동안에는
하물며 광고에서 광고로 넘어가는 그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시간 동안에는
아.아.아. 아.아.아.
결국 나는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TV를 봤네
그냥 봤네
16) 장 보드리야르, 『시뮬라시옹』, 하태완 옮김, 민음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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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면 난 참 웃음이 많어 아.아.아. 참 많어
TV 속 사람들의 별스럽지도 않은 농담에도 아.아.아. 이렇게 웃음이 나는데
왜 자막이 올라가는 그 짧디 짧은 시간 동안에는
또 보다보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서
채널만 이리 저리 돌리다가 꺼버리고 나면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TV를 봤네 그냥 봤네
TV 속 사람들은 기쁘다 슬프다 말도 잘 해 참 잘 해

장기하와 얼굴들의 <TV를 봤네>는 일상이라는 동일하며 반복적인 시간이 어떻게 작동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지젝의 언급처럼 이는 일차

적으로 ‘상호수동성’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TV가 인간이라는 존재 대신 웃
어주며 스스로의 불길한 수동성을 앗아가버리듯, TV를 시청하는 일상의 인간은 단지
“그냥” 보며 존재할 뿐이다.17)

그렇다면 가사 속에 제시된 ‘TV’ 속의 세상은 어떠한 세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체 속에서 혹은 일상보다 더 일상같은 화면 속에서, 그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

과 다르다는 점이 우선 주목된다. “무슨 드라마든 쇼프로든 코미디든 뭐든 간에” 그들은
기쁘다 슬프다 말도 참 잘하는 명랑한 사람들이다. 이 TV 속 세계는 멜랑콜리커들 처
럼 상처도, 걱정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존재론적 본질없이, 다만 웃고 떠들며
즐거워 하는 자들이다. 말하자면, 이는 ‘행복’하다. 요컨대 이 ‘즐거움과 행복’에 대한

동경 때문에 밖에서 TV 속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눈이 시뻘개질 때가지 TV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바라봄의 시선 속에서 “일단 하는 동안에는 도대체 만사 걱정이 없는” TV속 세계는

현실을 헛된 가상적 행복으로 포장하는 하나의 알레고리적 우화로 이해될 수 있다. TV
속의 행복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 웃음이 많”은 것이며, “TV 속 사람들의 별

스럽지도 않은 농담에도 이렇게 웃음이” 난다. 말하자면 TV 속의 세계는 아늑하고 평화
로운, 말하자면 유토피아의 행복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세계이다. TV 속에서 재현되는

일상이란 이미지란 말하자면 ‘행복’ 혹은 ‘명랑’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동일한 것들이
무한히 반복적하는 세계 자체인 셈이다.

그렇기에 이 재난적인 일상의 반복과 어떤 사소한 차이를 갖는 다른 시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검토할 수 있다. 반복동일성의 세계로부터 단지 ‘약간’ 일탈해 있는 시간이란 가

사에서 제시된 표면적 의미처럼 단순히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TV 속의
반복되는 동일성들의 세계를 보다보다 지쳐가는 어떤 시간 혹은 “하물며 광고에서 광고

로 넘어가는 그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TV를 봤네>를 해석
17) 이러한 단지 ‘그냥’이라는 수동적인 태도는 해당 곡의 뮤직비디오에서도 장기하의 TV를 보며 웃는 표정을 통해
제시되는 것이기도 하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TV의 위치에서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 구성되어 있다. TV에 비춰진
주인공(장기하)의 얼굴은 TV속의 사람들의 웃음을 그대로 따라하며 너털웃음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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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가사에서 제시된 바 대로, 이 ‘없는 거나 다를바 없는 시간’이란 양적으로 많은 시간이

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광고에서 광고로 넘어가는 그 없는거나 다를바 없는” 순간적이

고 찰나적인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국적인 혹은 재난으로서의 일상 그
자체의 시간과는 다른 ‘차이’가 생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순간적인 시간에서만 가능

하다. 왜냐하면 이 순간적인 시간 속에만이 비로소 TV 속 세계가 가져다 주는 ‘웃음’이

멈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18) 즉 TV 속의 세계가 일순간 멈춰져 있는, ‘광고에서 광고로

넘어가는 그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이 짧은 시간은 역설적으로 TV 속의 세계를 동일
성의 시간으로부터 ‘낯선 것’으로 이탈시키는 것이다.

이 희미한 그리고 ‘무가치해’ 보이는 순간적인 시간은 일상 자체를 파국과 재난으로 사

유하는 멜랑콜리적 사유에 비춰볼 때 유의미하며 근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
면 이는 동일성의 세계로부터 차이를 생산하는, 새로운 인식으로서의 가능성이 부여되
는 시간이다. 그 짧디 짧은 시간은 TV 밖에서 TV속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결정
불가능하며 비규정적인 다른 시간의 가능성을 존재하게 만든다.19) 그렇기에 “왜 자막이

올라가는 그 짧디 짧은 시간 동안에는 / 또 보다보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서 채널만
이리저러 돌리다가 꺼버리”는 시간은 멜랑콜리적 세계관의 층위에서 볼 때 오히려 가장

핵심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TV의 정상적인 사용가치, 즉 ‘법’이 부여하는 목적론, 혹
은 TV 속 세계가 부여하고 있는 무의미한, 행복스러운 웃음을 ‘정지’시키며 파괴하는
진리의 시간인 것이다.
언급한 바 대로, TV가 아닌 시간은 일종의 흔적과 같은 시간이며, 사유와 인식을 통해
파악되지 않는다면 이해될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에 해당한다. 마치 벤
야민이 언급하는 ‘아우라’와 같이, TV 속의 세계를 시청하는 기나긴 시간 속에서 이 시
간은 일순간의 찰나처럼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이 짧은 0.1%의 ‘없는 거나 다를바 없
는 시간’은 99.9%의 TV 속의 시간을 ‘정지’시킴으로서, 무한한 동일성의 반복인 일상을

붕괴시키는 시간으로 사유될 수 있다. 그 무력하고 희미한,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시

간’ 속에서 비로소, 지금 여기의 현실이란 폐허성이 비로소 성찰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요컨대 폐허적 세계를 부정하고 꿈의 세계를 추구하는 멜랑콜리커가 이해하는 세
계의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이와 같다. 일상 속에서 존재하는 거의 인식될 수 없는 이
일상이 아닌 시간이야 말로 무력하지만, 그 어떤 ‘폭탄’보다도 강력하게 재난으로서의
파국을 맞이하며 현실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 실제로도 이 순간적인 시간이란 가사는 뮤직비디오상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이때 비춰지는 주인공(장기하)의 얼
굴은 첫 번째에는 웃지 않는 무표정한 침묵의 표정으로 카메라(TV의 위치)를 쳐다본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TV
를 시청하는 평범한 웃음이 아닌 과장되고 격한 몸짓으로 웃는다. 침묵과 과장이라는 이 이중적 태도는 모두 정
상적이고 일상적인 TV의 시간에 대한 일탈의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 조르조 아감벤, 『남겨진 시간 』, 강승훈 옮김, 코나투스, 2008, 46~53면, 참조.
아감벤의 경우 이 “~이자 ~이 아닌 것”의 어법의 너머에 ‘메시아적 소명’이 존재한다고 언급한다. 즉 소명에 의
해서 현실적이고 표면적인 사실들(‘~이다’라고 명명함으로서, 그 언어의 논리적 체계 하에 굴복하는 것)의 차원
을 모두 ‘무화’되어버린다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명명함으로서, 그 언어의 논리적 체계인 ‘법’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이처럼 ~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용가치, 즉 ‘법’과 정상성, 혹은 로고스
의 영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식불가능성의 ‘진리’를 도출시키는 과정과 동일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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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허로서의 세계 그리고 ‘행복’의 역전적 가능성
일상으로의 파국과 재난을 사유하는 멜랑콜리적 인간에게 폐허로서의 지금 현실은 바

슐라르의 언급처럼 ‘무채색’이자 무균질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니체적으로 언급해보
자면 무의미한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원회귀’의 지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멜랑

콜리적 세계관은 이러한 세계의 무의미성을 깊숙이 숙고하고 그로부터 존재해야 하는
메시아적 시간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 중심적이다. 아감벤의 개념을 빌려 언급하자면 메

시아적 가능성은 ‘~이자 ~이 아닌 것’의 형태를 통해 도래할 수 있다. 즉 ‘~이자 ~이
아닌 것’의 층위는 양가적이고 다층적인 시간‘들’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 근본적 가능성

의 시간을 탐색하고 의미화하는 것인 셈이다. 벤야민이 「역사철학테제」에서 언급한

바대로, 과거의 ‘매초 매시간이 메시아가 들어올 작은 문’이었다는 지적은 그러한 다층
적인 시간‘들’에 대한 사유를 통해 이해 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파국과 재난으로서의 일상적 세계는 항상 자신의 목적성을 실현하며 그 어떤
예외적 차이들을 존재하지 않게 한다. 합리적인 자본의 생산과 소비라는 규격화된 시스

템의 외부는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배제될 뿐이다. 자본주의적인 ‘합리적 모더니티’의
층위는 지속적으로 노동, 즉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시간만을 인간에게 강요한다.
이러한 합리적 시간은 멜랑콜리커들에게 무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현실에 틈입해 들어온다. 사회화 과정의 하나로서의 졸업과 ‘취업’은 바로 그러
한 사회의 정상적 영역에 포섭되는 하나의 대표적 과정이라 할 것이다. 푸코의 신체권
력에 대한 지적처럼 우리는 그것을, 이 폐허적인 세계를 마치 정상처럼 받아들이고, 제

도와 권력과 폭력을 스스로에게 습관화시킨다. 이것이 일상으로서의 재난이자 폐허의
시간 속을 사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 폐허적 시간을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유는 근
본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권력과 담론으로 점철된 세계
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하나의 인식론적 태도로부터 가능하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에서 보여지듯이 정상적 세계가 부여하는 행복이 아닌 메시

아적인 가능성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멜랑콜리커들의 시선은 세계를 ‘미친 세상’으로

규정한다. 그 우울의 시선은 합리적 모더니티가 부여하는 정상과 행복 그리고 자본의
축적이라는 세계 ‘너머’를 바라본다. 말하자면 <졸업>은 벤야민적 개념 하에서 메시아적

세계의 출현이 어떠한 사유로부터 출현할 수 있는지 혹은 ‘씌여지지 않는 것을 읽는 태

도’가 어떻게 메시아적 가능성을 말하지 않으면서 현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텍스트
로 규정할 수 있다.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쫓기듯 어학연수를 떠나고
꿈에서 아직 덜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짝짓기에 몰두했지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팔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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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께 잊지 않을께 널 잊지 않을게
낯설은 풍경들이 지나치는 오후의 버스에서 깨어 방황하는 아이 같은 우리
어디쯤 가야만 하는지 벌써 지나친 건 아닌지 모두 말하지만 알 수가 없네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팔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께 잊지 않을께 널 잊지 않을게
이 미친 세상에 이 미친 세상에 이 미친 세상을 믿지 않을게
이 미친 세상에 이 미친 세상에 이 미친 세상을 믿지 않을게
(후렴부분 반복)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에 비춰진 일상과 현실의 세계는 한마디로 처참한 곳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앞서 <TV를 봤네>가 반복동일성의 무한한 회귀를 매우 명확
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듯이,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에 비춰진 일상적
세계란 ‘멍청한’ 행복이 넘쳐나는 곳에 불과할 뿐이다. 즉 멜랑콜리커의 사유 하에서 폐
허로의 세계란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인간들로 가득

하다. 그렇기에 “꿈에서 아직 덜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게 끝날듯 짝지기에 몰두”하

는 위선적 행복이나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이는 양가적인 선택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선택 불가능한 것이다. 이 세계는 말하자면 우울하고 어두우며
서글프다.

이는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찾고자 하는 ‘신비로운 가능성’에 의해서가 규정되는 것이

아닌 돈과 월급봉투 그리고 ‘직장’이라는 일상, 즉 파국과 재난의 세계 속에 ‘노예’처럼

팔려가는 현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이 바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적 세계관에 해당하며 모든 인간에게 ‘평범’으로 강요되는 ‘미친세상’의 근본적인 정체인
셈이다. 이 미친 비정상성이 오히려 ‘정상성’과 보통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세계로 존재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멜랑콜리커들은 세상을 ‘낯설은 풍경들이 지나치는 것’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다. 말하자면 이들에게 현실이란 시공간은 “어디쯤 가야만 하는지 벌써 지
나친 건 아닌지 모두 말하지만 알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 폐허적 세상 속에서 멜

랑콜리커들은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다. 그 폐

허적 세계 속에서 가능한 행위는 다만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
는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글픈 작별의 인사를 나누며,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

야 ”한다고 말하는 것, 이 미약하지만 단순한 언표의 의미와 정체가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표현은 텍스트의 처
음 부분에 제시된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과 희망’일 것이다. 말하자면 부재하고 있는

‘가능성과 희망’은 <꿈>에서 제시된 별의 세계, 그리고 <TV를 봤네>의 ‘광고에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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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넘어가는 찰나의 시간’과 등가적 의미를 갖는다. 자신의 자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는
폐허적 세계가 자신을 끊임없이 속박해오는 상황 속에서, 꿈의 세계를 바라보는 멜랑콜
리커는 ‘미친 세상’을 살아나가는 혹은 벗어나는 세계를 끊임없이 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별의 세계이자 메시아적 시간으로 통칭될 수 있는 희미한 가능성은 바로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반복)”와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게(반복)”라는 구절의 심층적 은유를 통해 의미화 될 수 있다.

멜랑콜리커가 또 다른 멜랑콜리커에게 보내는 하나의 ‘약속’이라 규정할 수 있는 ‘행

복해야 해’와 ‘잊지 않을께’라는 언표는 단순히 표층적 의미에서만 파악되기 어렵다. 이
는 멜랑콜리커에게 지금 여기의 세계 속을 살아나가는 혹은 벗어나는 방식이 어떻게 가

능한가를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 미친 세상을 믿지 않는 것’이며,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것’의 차원에 속하는 행동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만이 가

능하다. 노래의 후반부에 지속적으로 청자의 감정을 고조시키며 잔잔하게 반복되는 “이
미친세상을 믿지 않을께”란 구절은 바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친 세상’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현실적으로는 무의미한 행동으로 치부될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의 마지막에 반복되는 “행복”이란 단어는 초반부에 등장하는 “내일이면

세상이 모두다 끝날듯 짝짓기에 몰두”하는 행복과는 다른 차원에 속하며, 그것은 ‘그 어

떤 신비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차원에 가깝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후자의 행복은 꿈의
세계 혹은 ‘메시아적 가능성으로서의 희미한 행복’의 층위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너’를

잊지 않고 네가 어디서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상으로서의 파국적 세계
의 영역을 벗어나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가능성을 존재케 하려는 의도적 언표이
기 때문이다.
요컨대 세상의 허위성, 괴물과도 같은 미친 세상이 멜랑콜리커를 잡아먹으려 하고, 그

것에 잡아먹힐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 불가능한 형태로 남아있는 ‘신
비로운 가능성’인 (또다른) ‘행복’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어디에서라도 행복해야 한다’는

말의 본질적 층위이다. ‘너를 잊지 않을께’란 표현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행복이 존재해

야만 한다는 진술은 파국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미친세상’을 정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그 자체로 주어진 것이다. 즉 “이 미친 세상을 믿지 않을께”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미친 세상’의 어디에 있더라도 진정으로 ‘너는 행복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사회의 제도와 ‘정상성’의 영역, 취업과 직업, 그리고 돈이라는 합리적 모니티로
서의 자본주의적 가치체계 속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로부터 부여된 행복이 아닌, 너를 잊지 않음으로서 존재하는 행복이란 아

주 작은 약간의 ‘가능성’으로 주어진, 존재해야만 하는 ‘진실’된 행복의 영역이다. 그것

은 헛되고 미약한 푸념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이 ‘믿지 않음’은 미친 세상의 정상성에

포섭되어 있는 “우리 속물들과 동물들의 삶을 ‘단지 약간’ 변화시키”20)는 희망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하나의 ‘의지’를 내포한다. 이처럼 ‘단지 약간’21)이라는 덧없고 미약하지

20)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10, 472~4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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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러나 이 미친세상을 무화시켜 버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행복’은 중요

하다. 그 속에는 ‘약함’으로부터 출발할 지더라도, 그 너머에 현전해야만 하는 잠재적이
며 새로운 메시아적 세계에 대한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미친 세상에 종속되지 않은 채,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단순

한 ‘마음’,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은 바로 지금 우리의 폐허적 현실로부터 시작된다. 그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중단’시키
고 새롭게 다른 영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통하는 시작점이 열어주는 역전

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복에 대한 기다림의 행위 속에서 만이 멜랑콜리커들의 우울과
슬픔의 시선이 향하는 궁극적인 ‘메시아적 구원’의 세계에 대한 ‘약속’이 존재할 수 있

다. 벤야민의 지적처럼 메시아적인 시간에 대한 약속은 파국과 재난으로서의 일상, 또
는 지옥으로서의 세계 속에서 절대 포기되지 않는 것이자,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계명’처럼 존재하는 신적 폭력의 층위에서만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22)

5. 나오며 : 메시아적 시간의 잠재적 가능성
우리에게 대중문화, 혹은 대중가요란 무엇인가. 흔히 말하듯이 그것은 ‘아이돌’ 산업
즉 일반적이며 상업적인 현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자우림의 <IDOL>23)에서처럼 그것
은 ‘어디까지나 비현실적인 헛된 망상’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김윤아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그래도 나는 꿈을 꾸잖아 이상한 이 세상에서도 /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
을 흘기는 네가 난 더 불쌍해”라고. 사실 ‘미친’ 세계 속에서 차라리 꿈을 꾸지 않는 것

이 진정으로 불행한 것이 아닐까. 이처럼 이상한 이야기로 가득한 세계에서 “인간은 때
로 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증오와 몰이해로 살인을 저지르고 / 타인의 불행,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은 / 내 것이 아니니까 아랑곳하지 않”24)는다. 이 잔혹한 폐허적 현실 속에
21) 아감벤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메시아적 권능은 오히려 ‘약함속에 실현되는 힘’에서 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르조 아감벤, 『남겨진 시간』, 위의 책, 158~166면 참조.
22) 이 계명의 개념에 대해서는 발터 벤야민, 『폭력비판을 위하여 - 발터 벤야민 선집 5』, 최성만 옮김, 길, 2009.
참조. 여기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 신화적 폭력과 맞설 수 있는 ‘신적 폭력’의 개념이다. 벤야민의 개념에
따르면, 이러한 신적 폭력은 우리에게 ‘자연법’의 형태로서 부여하고 있는 죄를 파괴하고, 하나의 절대적인 ‘계
명’만을 인정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대해서 벤야민은 “죽여도 됩니까?”라는 질문과 “살인하지 못
한다”라는 대답으로 설명한다. 이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죽여도 됩니까?”라는 법의 영역 속에서 가능한 것은
“죽여도 된다”이기 대답이기 때문이다. ‘법’에 의한 말살과 종속, 이것이 바로 ‘정상’적이고 현실적인 신화적 폭
력, 즉 법의 지배 영역이다. 그러나 그것을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대답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정상’으
로 규정되는 전쟁과 폭력의 법적 규칙, 즉 정상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바깥 즉 새로운 가능성을
성찰하게 해준다. 벤야민은 이를 “성화된 발현”이나 “살아있는 자의 영혼”으로 지칭하는데, 그러한 계명의 법칙
은 우리가 의문시 하지 않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정상’의 영역을 붕괴시키고, 그 내부의 본래적 속
성인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을 돌출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23) 자우림의 <IDOL>가사는 다음과 같다. “아무 것도 모르고 유치한 감상에 빠지는 게 아니야 / 어디까지나 비현
실적이라는 것 쯤 누구보다 잘 알아. / 그래도 나는 꿈을 꾸잖아 이상한 이 세상에서도 /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을 흘기는 네가 난 더 불쌍해. // 달콤한 데 빠지는 게 뭐가 나쁘단 건지 헛된 망상에 빠지는 게 뭐가 나쁜지
/ 나는 사랑을 할 뿐이야, 쇼가 계속되는 동안. 아이돌 // 세상이 날 꿈꾸게 해주지 않으니까야. / 현실이 내게
아프게만 다가오니까야. / 아무도 상처입지 않아, 너는 나만의 아이돌”
24) 자우림의 <EV1> 가사는 다음과 같다. “기묘한 얘기 하나가 있었어. EV1이라 불리던 차의 얘기. / 이제쯤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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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능성은 도대체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 지를 벤야민의 메시아
적 가능성은 질문하는 것이다.

요컨대 파국으로 가득 찬 폐허적인 일상, 혹은 주어져 있는 ‘법’과 ‘정상성’이라는 규칙

성의 세계는 기실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에 ‘헛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멜
랑콜리적 인식과 사유는 일상과 현실을 매초 매순간 파국과 폐허로 경험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 지옥을 넘어서는 동시적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멜

랑콜리적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학적 핵심은 아감벤의 지적처럼 ‘정지(파괴)’

와 ‘구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진실을 알레고리적으로 읽어내는 것이다.

멜랑콜리적 인간 혹은 그 사유의 층위는 결과적으로 ‘꿈’ 혹은 잠재적인 메시아적 가능

성을 인식하고 구현하는 것이 가장 핵심에 있다. 대상과 세계, 텍스트의 존재를 새로운

‘원천’으로 다르게 읽어내는 알레고리적 방법론은 결과적으로 보면 주어진 보편성과 자
명성을 넘어서서 인식 가능한 새로운 영역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다.25) 벤야민의 미

학적이며 정치적인 사유의 바탕은 바로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그에게 ‘세계’는

니체의 영원회귀처럼 영원히 반복적인 무의미한 세계이자, 그 폐허를 극복할 ‘순수함’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벤야민의 알레고리적 성찰과 멜랑콜리의 핵심에는 이러한

폐허 속에 잠재된 ‘순수함’의 본질을 다시금 현현시키는 것, 그것만이 진정으로 정치적
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벤야민의 알레고리가 궁극적으로 “그것이 표상하는 것이 존재한 않음”이자 동시에 “그

자체와는 다른 무엇”이라는 점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26) 우리에

게 파국으로서의 세계는 ‘역사의 천사’가 바라보는 폐허더미들과 천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폭풍이 동시에 공존한다. 그것은 무의미하며(~이며) 동시에 무의미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아닌 것)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들이 겹쳐있는 형상인 셈이다. 그렇기에 멜랑콜리적

세계관은 언제나 우울의 이면에 불가능한 희망을 잠재적으로 형성하는 것이자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사유의 과정을 통해 성립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
다. “누군가를 아무런 희망 없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아크

등」)”27)고 했던 벤야민의 표현을 빌리면 멜랑콜리적 세계관과 메시아의 잠재적 가능성
아마 알고 있겠지만 이 세상은 이상한 얘기로 가득하지. // 아직은 달릴 수가 있었는데 / 사막 한가운데로 버려
진 / 빨간색 초록색 EV1, 거짓말이라고 해줘. / EV1 EV1 EV1의 이야기. // 인간은 때로 신의 이름을 외치면
서 증오와 몰이해로 살인을 저지르고 / 타인의 불행,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은 / 내 것이 아니니까 아랑곳하지 않
지. 마치 당연한 것처럼. /(…)/ 모순과 부조리와 눈물, 아무리 외면해도 세상은 처음부터 그런 곳이었어. / 진
짜 이유를 말해 줘요, 아무리 비참해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말해 줘.”
25) 가스통 바슐라르, 『불의 정신분석』, 김병욱 옮김, 이학사. 2007, 13~21면 참조. 바슐라르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믿는 영역이 사실은 허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이 객관적이라고 믿어버린다. 하지만 그 대상은 이미 우리의 그 선택 자체
에 의해 우리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 이상의 뭔가를 우리에게 가리키게 되며,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기
본 생각들이라고 믿는 것은 대개 우리 정신의 미숙함을 털어놓는 고백들이다. (…) 검증되지 않는 그 확신들은
정신이 논증의 노력을 통해 집적해야 하는 정당한 명료성을 어지럽히는 기생하는 빛들과 같다. 우리 모두는 저
마다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확신들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두가 친숙한 경험
들과의 접촉에서 형성되는 정신적 습관의 경직성을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최초의 직관들에 대한 자기
도취를 파괴해야 한다.”
26)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최성만 · 김유동 옮김, 한길사, 2009, 350면.
27) 발터 벤야민, 『일방통행로 - 발터벤야민 선집1』, 김영옥 외 옮김, 길, 2007,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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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는 결국 다음과 같이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희망은 앉아서 손이 닿지 않
는 어떤 열매를 잡으려고 팔을 들어 올리고 있지만 잡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 희망은
날개를 갖고 있다. 어떤 것도 이보다 진실할 수 없다(「피렌체 세례당」).”28)
본고가 분석한 위 세 텍스트들 속에서 드러나는 멜랑콜리적 세계관과 미학적 사유의
핵심에는 결과적으로 예술이 이 세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현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각각의 대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즉 예술의 범주에는 좋고 나쁨이란 판단이 아닌

오직 ‘진정한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만이 있을 뿐이다. 모든 텍스트, 또는 벤야민 식
으로 말해 문학화 혹은 문자화의 영역 속에는, 영원한 동일반복성으로서의 폐허와 지옥
이자 동시에 “매초 매초가 언제라도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만 문”29)이 존재한

다. 그 동시적이고 양가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신적 폭력’을 통해 가능성으로서만 존재
하는 메시아적인 사유가 벤야민의 총체적 사유 구조인 셈이다. 그가 파울 클레의 <역사

의 천사>를 통해 말했던 ‘죽은 자들을 불러일깨우고, 또 산산히 부서진 것들을 모아서
다시 결합시’킬 천사의 존재는 바로 이러한 사유구조를 통해서만이 설명될 수 있는 것
이다.

28) 위의 책, 128면.
29) 발터 벤야민, 「역사철학테제」,『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앞의 책, 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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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서의 파국과 메시아적 사유의 가능성｣에
관한 토론문

이 지 은 (서울대)

김정현 선생님의 글은 대중문화에 나타난 인식론적 가능성을 벤야민의 사유를 빌려

탐색해보고자 한 논문이었습니다. 특히, “대중문화의 ‘철학’이 보이지 않는 것일 뿐, 존

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3쪽)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중음악 가사에 대한 철학적 성찰
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첫째, 이 논문은 “재난적 일

상”, “일상으로서의 파국”, “폐허적 세계”가 대중음악 가사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자

우림의 <꿈>), 또 그러한 세계에 틈입하는 가능성의 시간(장기하와 얼굴들, <TV를 봤
네>), 폐허의 역전 가능성(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을 “재난적 일상”, “폐허”로 인식하는 것이 대상 텍스트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현실 인식이 작품을 통해 논증
되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제된 것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논문은 ‘멜랑꼴리적 세계관’으로 텍스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
으로 대상 텍스트의 세계 인식이 이와 상통하다는 것이 증명된 후에 논지를 전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텍스트 속에서 세계를 폐허로 인식하고 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둘째, 대중음악의 가사를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은 이 논문의 강점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 ‘대중문화(대중예술)’의 특수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
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대중문화(대중예술)’의 정의를 논할 수는 없겠으나, 대중문화는

그것이 향유되는 시대적 맥락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서는 각 작품의 컨텍스트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가령, 김윤아의 <꿈>은 조용필의 <꿈>
이 원작인데, (가사가 동일하다 할지라도)두 노래의 ‘이방인의 시선’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지, 김윤아의 <꿈>은 원작의 의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노래
를 다른 두 작품과 동일하게 놓을 수 있는 것인지(<졸업>과 <TV를 봤네>도 문화사적
맥락에서는 다른 시대에 위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궁금합니다. 또, 1)의 질문과

연동하여, 세계를 “재난적 일상”, “폐허”로 인식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실제
현실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혹, 이것은 세 작품의 시대
적·문화적 맥락이 삭제되었던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
니다.

「일상으로서의 파국과 메시아적 사유의 가능성」에 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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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서의 파국과 메시아적 사유의 가능성
-대중음악에 나타난 멜랑콜리적 세계관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최 호 영 (경북대)

김정현 선생님의 발표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는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벤

야민의 관점에 기대 대중음악가사에서 일상을 ‘폐허’(파국)의 알레고리로 형상화하고 있

는 점과 그러한 일상에서 메시아적 세계를 출현시키고 있는 점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음악가사를 통해 멜랑콜리적 세계관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점이
재미있었습니다. 이 토론은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제안하고 싶은 점을 위주
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1. 대중문화 중에서 여러 장르가 있을 텐데, 왜 그 중에서 ‘대중음악가사’인지가 궁금합
니다. 발표자께서는 서론에서 이 논문의 시각을 명시하기 위해 벤야민의 대중문화에 대
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는데, 벤야민은 주로 ‘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왜

이 발표에서 ‘대중음악가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대중음악
가사가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장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중음악가사가 대중들의 무의
식을 적절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의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앞의 질문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발표에서 대중음악
에 접근하기 위해 왜 “텍스트의 문맥이 갖는 은유적 차원”에 주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

다. 각주에서 폴 드 만의 은유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이보다 왜 ‘텍스트 문맥’
에 따른 접근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벤야민이 언급한
영화에서 또한 대사, 즉 시나리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음향(효과음), 화면 등 다양
한 요소가 어우러져 한 편의 예술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중음악에서 또한 가사가 중요하지만, 이외에 세션 구성, 보컬의 특성, 편곡 등 여러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 본론에서 총 세 개의 대중음악가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텍스트의 배열방식을 시 텍
스트와 같이 배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는 행과 연의 배치에 따라 환기하는 의
미가 달라질 수 있는, 상당히 섬세한 구조물이라 할 수 있는데, 가사를 시 텍스트와 같
이 배열한 의도가 있는지요? 또, 현재의 배열방식과 달리 배치할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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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으로, 이 발표에서는 대중음악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을
부분적으로나마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발표에서
다루고 있는 자우림, 장기하와 얼굴들, 브로콜리 너마저는 인디 밴드라는 공통성이 있
지만, 세대적 차이, 밴드 자체의 스타일, 곡 스타일 등 여러 측면에서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똑같은 일상을 다루더라도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 환기하고자 하는 메시아적 세계의 층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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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리 문학의 신적 폭력과 파국

홍 주 영 (공사)

I. 서론
김동리의 ｢산화｣(1936)1)는 <백로>(1934, 조선일보)와 ｢화랑의 후예｣(1935, 조선

중앙일보)에 이은 그의 세 번째 신춘문예 당선작이며, 金東里라는 필명으로 발표하기
로는 처음 작품이다.2) 단편으로서 탄탄한 미학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김윤식은 김동리가 ｢화랑의 후예｣를 통해 ‘이태준의 에피고넨’이라는 박태원의 혹평

을 받고 ‘전인미답의 새로운 소재’를 추구하여 창작된 작품이 ｢산화｣였다고 평한다. ‘숯

구이’ 소재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 요구하던 미학인 토속주의 내지 조선주의에 부합
하는 것이되, KAPF가 표방하는 ‘사회성’을 동반하는 것이며, 이는 당선을 목적하여 추
가한 것으로 훗날 개작에서 사회성이 쉽게 소거되었다는 것이다.(73-79)
김윤식의 평가는 종합적인 것으로서 후속 연구자들은 각 부분들을 구체화시킨다. 산
신사상에 대한 연구(김주현 282-286), 유토피아적 자연으로서 산촌에 대한 연구(오양
진), 1930년대 토속주의의 민족주의적 성격에 대한 연구(조현일), 초기의 사회주의적인
경향성에 대한 연구(김주현 418-420), 개작에 대한 연구(김복희) 등이 그러하다. 이러
한 연구들은 대개 김윤식이 펼쳐놓은 논의의 자장 안에서 연구를 심화하는 것에 해당하
되,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에는 답보 상태로 보인다.

본고는 ｢산화｣를 풍수지리적 소설로 재조명함으로써, 해석의 장을 넓히고자 한다.

김동리가 조선의 전통사상을 소설화하는 작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공리로서 새로운
진술이 아니되(이동하, 방민화), 본고가 드러내보이고자 하는 것은 김동리가 전통사상을
창작방법론으로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김동리는 풍수의 원리를 이용하
여 ｢산화｣의 공간적 배경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인물을 창조하고 사건을 전개시키기
도 하며(홍주영 73-75), 총체적인 파국을 예고하기도 한다.
이상의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 2장에서는 풍수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살펴보고, 그 원
1) ｢산화 1판｣은 1936년 1월 4일부터 1월 18일까지 13회에 걸쳐    항
에 주의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회는 김동성(金東星)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1~2
회는 신년호 부록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10회는 1월 15일 석간 6면에 게재되어 있다. ｢산화｣는 1판에
서 2판으로 오면서 상당 부분 개작되었고, 3판의 개정은 현대어로 수정한 수준이라 편찬 과정에서 편
집자가 손을 댄 것일 수도 있다. ｢산화 1판｣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회차만을 기재한다.
2) “<신동아>는 ｢동아｣의 당선자만을, ｢조광｣은 ｢조선｣의 당선자만을 밀어주는 경향이 현저했던 것도 사
실이다. (중략) 기관마다 응모를 해서 모든 관문을 하나씩 다 정복해 나가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고 나
는 혼자 생각했던 것이다.”(｢연거푸 당선되다｣ 141) 이같은 김동리의 태도는 매우 패기 있는 것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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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구현된 공간으로서 ｢산화｣의 배경을 분석하며, 풍수가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에까
지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김동리가 가진 공간인식의 모
성적 성격과 전통적인 풍수사상이 가진 모성적 특성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이후, ｢산화｣

의 주제가 ‘신적 폭력으로서의 파국’의 성격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자 한

다.
산화(山火)가 부자와 빈자 혹은 착취자와 피착취자와 같은 인간세계의 모든 것을 멸
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저항성을 중심에 둔 기존의 논의들은 인간세계의 내부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김동리의 작가의식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산화｣에서 찾을 수 있는 자생적 풍수의 원리
서울대 지리교육학과 교수로서 풍수를 연구한 최창조는 한국의 풍수사상에서, 풍
수란 살 집이나 도읍을 정하는 양기풍수(楊基風水)와 묏자리를 정하는 음택풍수(陰宅風

水)로 구분되며, 조선조 초기까지는 도읍을 정하는 양기풍수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음
택풍수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말한다. 그는 풍수서의 다종다기함과 많은 풍수가들의 쟁
론에도 불구하고, 풍수지리설의 내용과 논리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하며
체계화를 시도한다. 공히 용(龍), 혈(穴), 사(砂), 수(水)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시하며, 이
에 더해 음양, 오행, 방위가 중시된다는 것이다.(한국풍수 21-24)
그는 풍수를 학문적으로 정의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Yi-Fu Tuan 등 서
양 학자들의 지리학을 참고하여, 풍수란

“陰陽論과 五行說을 基盤으로 周易의 체계를

주요한 論理構造로 삼는 中國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地理科學으로, 追吉避凶을 目的으

로 삼는 相地技術學”이며, 이것이 후에 “孝의 觀念이나 샤머니즘과 結合되어 利己的인

俗信으로 진전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土地觀의 表出”이라고 한다. 그는

풍수에는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坐向論, 形局論理”가 사용되며, 풍수가들은
대개 이중 어느 한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쟁론한다고 평한다.(32)
간룡법은 산(=龍)의 맥을 보는 것이며 조산(祖山)으로부터 혈(穴)까지 오는 용맥(龍

脈)의 좋고 나쁨을 살피는 방법이다. 장풍법은 명당 주변의 지세에 대한 풍수이론을 통
칭하는 말로서, 주로 장서(葬書)를 따라 물을 얻고 바람을 막는 것을 요체로 한다. 득

수법은 산을 양, 물을 음으로 보아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하며, 정혈법은 혈
(穴)을 잡는 것으로, 혈은 음택(陰宅)의 경우 시신이 땅의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고,
양기(陽基)의 경우 거주자가 삶의 대부분을 사는 곳으로서, 인간의 경혈에 비유된다. 좌
향론은 나경(羅經)으로 그 방위를 잡는 것을 말하며, 형국론은 땅의 형세를 보는 것을
말한다.(33~30)

｢산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태평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뒷실이네 가족이 사

는 200호 마을은 집마다 농사를 짓고 겨울엔 숯을 굽지만, 극심한 빈곤에서 놓여나지
못한다. 이는 원체 흉작이 잦은 고을인 데다가, 숯의 수매자가 숯가마가 있는 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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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이기도 한 윤참봉이라는 단일 인물이며, 또 그의 고리대에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윤참봉은 키우던 황소가 아침 소죽을 먹고 죽자, 머슴 실수로 무슨 독한 약
이라도 들어간 게라고 머슴의 새경을 황소 값만큼 주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머슴도 빌
고 일가도 올해가 윤참봉 환갑이니 인심을 쓰라고 하는 통에, 머슴에게는 송아지 값만
물리고 소고기를 마을 사람에게 싼값에 팔기로 한 것이다.3) 마을 사람들은 이를 먹고
집집이 죽어나간다. 위기가 고조되면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고, 운
문산의 숯굴에선 불이 번지며, 남쪽 홍하산에서 산불이 내려온다.

이러한 사건이 진행되는 ‘뒷골’이라는 공간은 ‘뒤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서, 그

준거점은 마을의 남쪽 산인 운문산(雲門山)이다. 소설에서는 뒷골의 북쪽 지세에 대해서
는 어떤 정보도 나타나지 않는 반면, 남쪽의 지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로 추정이
가능하다. ‘운문’은 ‘구름의 문’4)이라는 뜻으로, 운문산의 해발고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어둠다. 어느듯 해빛이 없다. 산중이란 본래 그러커니와 이 운문산(雲門山) 뒷
골엔 더욱 오후해가 절반이다. 낮이 짐짓한 해가 산마루에 걸리엇가는 이내 밤이 되어
버린다. 황혼도 없다.”(2회)라는 대목에서도 운문산이 마을보다 상당히 높음을 보여준
다. 운문산 너머 남쪽에는 홍하산(紅霞山)이 있는데, 산이 멀리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
높이 역시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풍수지리에서는 마을의 앞산을 ‘안산(案山)’, 그보다 더 앞의 산을 ‘조산(朝山)’이라고

하는데, 둘은 그리 높지 않아야 하며, 특히 안산은 앉은 책상처럼 예를 다하듯이 단정
하게 있어야 한다. 이는 혈에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모인 생기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이재영・박종을 165~166)

<그림 1: 운문산의 숯굴과 홍하산의 형국을 보여주는 1회의 삽화>

3) 이 대목은 1947년 을유문화사 간 단행본에서는 병이 들어있던 황소가 죽었고, 이에 백정에게 줄
이문도 남길 요량으로 직접 도살하여 소 값만 남길 수 있도록 실비로 팔아치울 생각을 했으나, 이
낌새를 알고 군청 축산계원이 감시를 하여 소를 땅에 파묻었다가, 이를 다시 파내어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산화 2판｣ 103)
4) 2판부터는 ‘
雲紋山’
(구름 무늬의 산)으로 그 한자가 바뀐다. 이는 운문산과 홍하산의 풍수적 기능을
더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산화 2판｣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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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화｣의 안산인 운문산과 조산인 홍하산은 너무 높다. 이는 소설공간인 뒷
골의 풍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오행설 중 목생화(木生火)의 원리를

응용하여 “낮으로 보면 구름같이 아스라한 홍하산(紅霞山) 머리에 불이 보인다. 나무 가
지가 바람에 마찰되어 송진에 불이 나는 것이라 한다. 어떤 때는 아주 여러 날식 타고
잇다.”(2회)라고 하여, 소설의 초입부터 제목인 산화=산불과 관련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길한 지세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최창조에 따르면, 남쪽에
높은 산을 둔 대표적인 고을로 함안이 있다. 함안은 남고북저(南高北低)의 지세로서 풍
수적으로는 꺼리는 곳이다.(자생풍수 461) 우리나라는 겨울이 춥고 북서풍이 많이 불
기에 취락들은 남쪽을 향해 발달했는데, ｢산화｣의 뒷골처럼 함안은 그와 반대되는 환경
인 것이다. 이에 함안의 풍수적인 단점을 보완하고자 비보(裨補)를 한 것이 그 남쪽 높

은 산의 이름을 여항산(餘航山)으로 고친 것이다. “산이 높은 남쪽을 뛰어넘는다는 뜻의
사투리인 餘 자와 배 航자를 써서 여항산(餘航山)이라 일컬어 산이 낮아 배가 건너갈
수 있다”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다.(462)

그러나 ‘뒷골’의 조산(祖山)인 홍하산은 그 의미가 붉을 홍(紅)에 노을 하(霞)여서, 산

의 높이를 낮추는 어떠한 의미도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뒷골을 둘
러싼 사(砂)5)를 따졌을 때, 남(南)-주작(朱雀)이 갖고 있는 불(火)의 기운이 강하다는
데 있다. 안산과 조산이 높기도 하거니와, 그 이름마저 ‘붉은 노을’이기에 이는 불에 기
름을 붓는 격이라고 할 만하다.
산그늘이 많이 지는 북사면의 동네라면 일조량이 적어 습하기도 하고 눈도 늦게 녹
아 물 걱정이 없을 듯한데, 뒷골은 가뭄이 심하게 들어 기우제를 지내야 하는 마을이
다. 소설의 주인공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태평이(=뒷실이)가 생각하길, “저 소터개벌로

나가서 이쪽 서으로 갈라저 오는 물을 저쪽 큰내로 몰고 저쪽 새바디로 넘어오는 물은
그쪽 산밑으로 보낸다.”(5회)라는 것은 가물기 쉬운 뒷골에서의 신산한 삶을 살다가 갖
게 된 소박한 몽상일 뿐이다.
풍수적으로는 안산인 운문산과 조산인 홍하산의 화기(火氣)가 뒷골로 넘어오는 것을
막을 개천이 마을 남쪽에 있어야 하는데, 소설에서는 개천의 존재가 등장하지 않을 뿐
더러, 뒷골은 원체 물이 귀해 “뒤ㅅ골에는 흉년도 자질다.”(1회), “그러케 세(혀)가 빠지

도록 해놔도 하늘이 비 안주니 헐수는 없드라마”(3회)라고 할 정도로 기후가 가문 곳이
다. 거기에 마을 사람들은 윤참봉의 고리대를 갚느라 운문산에 굴을 파고 불을 내어 숯
을 굽는다. 온통 불의 기운이며, 화기에 화기가 더해진 형국이라 소설은 산화(山火)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뒷골(=뒷실)을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비보(裨補)하는 것은 바로 ‘뒷실이’

라는 사내의 존재이다. 마을 이름과 그곳에 사는 사람이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은 조상
재래의 명명법이거니와, 뒷실이가 뒷골을 살게 한다는 것은 “어느 가물든 해 이 골 대
5) 사(砂)는 모래를 뜻하는 한자이지만, 풍수에서는 혈(穴) 주위의 전후좌우에 있는 산을 일컫는다. 장풍법(藏風
法)의 사신사(四神砂)는 북-현무,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을 말한다.(한국풍수 35) 이는 모래 위에 그
림을 그리면서 풍수를 설명하던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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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그가 산제(山祭)를 지냇드니 그날 밤으로 비가 쏘아젓다”(5회)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 그가 수기(水氣)를 대표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뒷실이란 그의 택호요 그에게는 또 태평이란 별호도 잇다. 이 별호는 누가 처음으로 부르
게 되엇는지 이제 그 자신도 잊엇으나 그것으로 그 위인이 얼마나 청처짐하고 세상일에
등한한가를 짐작할 수 잇다. 그는 철이 든 이래로 아즉 목소리를 도도아 사람과 시비를 캔
일이 없다 하며 (하략) (1회)
그는 또 천황씨 목덕 지황씨 화덕 태평씨 수덕이란 말을 늘 생각한다. 어느 가물든 해 이
골 대표로 그가 산제(山祭)를 지냇드니 그날 밤으로 비가 쏘아젓다 하야 태평씨 수덕이란
말이 나왓는데 그는 이말을 자꾸 궁구한 결과 자기도 천황씨 시절에만 낫으면 그때까지
미간된 황지를 많이 일으리라고 믿게 되었다. (5회)

태평이라는 별호를 생각하면서 뒷실이는 자신이 천황씨 시절에만 있으면 그때까지

미간된 황지를 많이 ‘일으리라고’(註. 일구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자신의 별호이기도 한

태평씨의 수덕은 오행설에 의하면 수생목(水生木)이라 하여, 천황씨의 목덕을 융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산화 2판｣에서는 뒷실이의 이름이 ‘찬물이’로 바뀌어져 뒷실이가 수
기(水氣)를 담당하는 존재임이 더욱 확실해진다.6)
뒷실이가 균형을 잡고 있는 뒷골의 생태계는 윤참봉의 탐욕에 의해 위기에 처한다.
참봉 집안은 마을 사람들의 생산물을 독점적으로 수매하고, 고리대를 놓아 처참하게 수
탈하며, 겨울에는 숯을 구워 빚을 갚으라 한다. 큰 아들은 고리대를 하는 한편, 첩을 두
고 가게를 내어 가공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왜소주를 팔고 뽕나무를 키워 마을 아낙
들을 시켜 누에를 치게 한다. 둘째 아들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생산된 숯을 타 지역
으로 독점 유통하며, 마을 사내(송아지)의 부인과 놀아나고 있다. 이런 악행을 행하다
못해 이제는 상한 고기를 팔아 마을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다.
온 마을이 상한 쇠고기를 헐값에 사서 먹는다. 뒷실이네 일가도 할머니가 한 광주리
가득 사온 소고기를 고음국(곰국)으로 끓여 먹으려 한다. 뒷실이의 장남 한쇠는 역겨운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나와 숯굴로 일하러 가고, 집에서는 고음국을 먹은 한쇠
어미가 죽은 아이를 낳고, 할머니와 한쇠 어미, 그리고 뒷실이까지 쓰러진다.

한편 숯굴로 올라간 한쇠는 송아지 아저씨와 “｢참 아저시 어제ㅅ밤 홍하산에 불 밧

능교?｣ / ｢시방도 저기 타네｣”(10회)라는 대화를 하면서 숯을 꺼내 묻는 일을 하는데,
밤에도 보인다고 하는 홍하산의 불은 더 이상은 ‘붉은 노을’이 아닌 것이어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6) “뒷실이란 그의 택호요, 그에게는 또 찬물이란 별호도 있었다. 이 별호는 누가 처음으로 부르게 되었
는지는 모르나 그의 위인이 찬물처럼 단맛도 쓴맛도 아무런 까닭이 없다는 뜻이었다.”(｢산화 2판｣,
86) 이때의 ‘찬물’은 ‘차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참물’의 변형일 수도 있다. 초의
선사의 ｢다신전(茶神傳)｣에서 아무 향이 안 나는 물을 진수(眞水) 즉 ‘참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후자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최성민 101) 김동리는 1936년 ｢산화｣가 당선되기에 앞서,
1935년에 차로 유명한 경남 다솔사에 머문 적이 있다. 이는 ｢산화 1판｣을 쓸 때 이미 김동리가 차와
관련되어 물의 성질을 구분할 심미안을 가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김주현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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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중에 윤참봉이 숯굴로 올라온다. 윤참봉은 한쇠네가 개인적으로 숯을 팔았다
하여 숯굴 일을 뗀다. 그리고 마침 죽은 아이를 낳은 엄마의 소식을 형에게 전하러 온
작은쇠는 자신의 검둥 강아지를 보고 집으로 데려가려 하다가, 그것을 이미 자신의 것
이라 생각하는 윤참봉의 곰방대를 맞고 정수리가 뚫어져 피를 흘리며 고꾸라진다. 한쇠
는 숯을 꺼내던 벌건 쇠갈퀴로 윤참봉을 찌르고 작은쇠를 업고 마을로 내려가는데, 집
으로 가는 길에 홍하산의 산불이 보인다. “홍하산엔 낮에도 불이 뻗어 나갓다.”(11회)라

는 것은 파국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장치이다. 한쇠가 집으로 돌아와 “죽어가
는 자근쇠를 눕혀놓으니, 할머니와 어머니 아버지가 뚱뚱 부어 죽어가고 있다. 한쇠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12회) 결국 수기(水氣)를 담당하는 뒷실이(태평이)의 눈에 육독
으로 인한 “또다른 정기”가 흐르게 된다.

태평이는 비교적 덜 심한 편이엇다. 그러나 그의 눈에 또다른 정기가 흘럿다. (중략) 어머
니는 한쇠가 자꾸 우는 것을 꾸짓는듯이 그의 얼굴은 점점 엄숙하여졋다. (중략) 한쇠야,
이것아, 불상해라. 원수갑고 살어라이, 어린 것아! / 한쇠는 어머니의 얼굴이 엄숙하게 자
기를 꾸짖는 듯한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엇다. 그는 자기가 너무 어랜애같이 울기만 한 것
을 깨달엇다. 그는 다시 날카롭게 빛나는 두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앗다. (중략) 이리하
여 집집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웨치는 소리가 우뢰같이 밤이 깊어갈수록 산ㅅ골에 높어
젓다. (13회)

｢산화｣ 최종회(13회)에서 원수를 갚고 살라는 어머니의 유언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은 이 소설을 자본가/지주(윤참봉)에 대한 노동자/농민(한쇠)의 저항서사로 읽는 근
거가 된다.

<그림 2: 최종회(13회)의 삽화>

산에 잇든 사람들은 모도 마을로 내려왓다. 숱굴마다 불이 낫다. / 어떤 사람은 한쇠네 숱
굴에서 먼저 불이 날러 여기저기 벌은 게라 하고 혹은 어느 사람이 일부러 노흔 것이라고
도 하엿다. // 불은 삽시간에 뻗어 합하고 합한 불은 골을 건너고 등을 넘엇다. // 불과

함께 바람이 일어낫다. 바람은 흙을 이르키고 나무가지를 꺽으며 광한(狂漢)의 정열로 벍
언 불우에 춤을 추엇다. / 홍하산ㅅ불은 하늘을 사른듯이 별빛 죽은 검은 허궁에서 운문
산마루를 향해 나려온다. // 사람들은 골목마다 숙설거렷다 어느듯 그들은 불과 바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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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아우성을 치며 한곳으로 몰려들엇다. 그들은 입입이 윤참봉이 약을 먹여 죽은 소고
기를 팔엇다는 것과 그의 둘재 아들이 송아지의 처를 속여서 화물자동차에 실고 달어낫다
는 것과 그가 자근쇠의 머리를 뚫어주어서 자근쇠는 피를 쏟고 죽엇다는 것을 웨치며 그
의 집으로 향하엿다. // 바람은 점점 그 미친나래를 떨치고 중독자의 비명은 높어가고 골
목 사람들의 아우성은 끊이지 안코 산ㅅ불은 억울한 혼령들의 저주같이 뻗어나갓다(13
회).

마을의 불안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뒷실이마저 육독이 들어 사경을 헤매니, 수기
(水氣)의 상극(相克)에서 놓인 화기(火氣)가 범람하는 것이다. 우선 누군가의 숯굴에서
불이 난다. 이는 숯을 만들기 위해 막아둔 숯굴을 깨어 숯을 못 쓰게 하는 파업과 같은
행위이며, 여러 불이 합하여 골을 건너고 등을 넘는다는 것은 산불이 산에서 산으로 번
진다는 것을 뜻한다. 운문산의 불과 뒷골 사람들의 분노가 충천하자, 홍하산의 산불도
“하늘을 사른듯이 별빛 죽은 검은 허궁에서 운문산마루를 향해 나려온다.”(13회)

Ⅲ. 모성적인 공간인식과 신적 폭력으로서의 산화(山火)
이 장에서는 김동리가 갖고 있었던 풍수지리설의 성격을 추정하기 위해, 풍수사상이
갖고 있는 모성적인 기원과 김동리의 다른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김동리의 공간인식
이 가진 모성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산화｣의 산불이 가진 의미
는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산화｣의 공간창조에는 풍수라는 전통사상이 개입되어 있으며, 풍수는 인물들의 행

동과 사건의 전개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학연구는 대개 ‘이 작품은 풍수라는 전통사상을

담고 있다.’라는 진술에서 그치지만, 전통은 결코 단일하지 않으며, 그 한 맥인 풍수에
도 다양한 계보가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김동리의 풍수 사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
었는지를 추정하여 보는 것은 작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풍수사상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정리는 총독부 촉탁인 무라야마 지준(村

山智順)에 의해서 수행되었다.7) 그는 조선의 풍수(1931)에서 풍수가 가진 모성적 성
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로부터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로 인식되어 왔고,
풍수설이 발생한 중국에서부터 지모(地母) 관념이 전승되어 땅을 “인간을 생육하는 여
성, 즉 어머니로서의 능력”에 기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땅을 어머니로 보기 때문
에 자연히 자식으로서 유아적 태도를 취하는, 과학 아닌 신앙이라는 것이다.(26~27)
무라야마 지준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최창조는 도선 관련 문헌의 위작성과 세
속적 이해를 극복하고자, 도선이 비정한 명당들을 실제 답사하는 식으로 자생풍수의 성
7) 무라야마 지준의 풍수학 연구는 조선의 풍수를 미개한 풍속으로 보는 관점, 조선의 풍수에서 음택 풍
수가 주종이라 보는 관점, 조선의 풍속을 여성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다.(무라야마 지준
26-27) 조선 지배의 방법론을 취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연구의 관점 그 너머에는 일본의 그것을 현대
적이고 현세적이고 남성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시선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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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연구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도선풍수는 철저히 <어머니인 땅>이라는 개념을 가
장 주된 출발점으로 삼는다.”(｢자생풍수 115)라고 하면서, 널리 알려진 기존의 풍수에
서 太祖山-中朝山-小祖山이라고 주산의 용(龍)을 부계적으로 읽어내는 것과 달리, “주

산이 바로 어머니이다. 이 어머니인 산, 엄뫼까지 이어지는 (중략) 말하자면 어머님의
가계를 살피는 일”(115)을 자생적인 풍수라 말한다.
명당이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모름지기 땅과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조화가 가

장 중요한 것으로서, 그 방법론은 ‘본능’과 ‘직관’과 ‘사랑’이라고 한다. 그는 일반적인
무라야마 식의 평가와는 달리 조상의 덕을 보고자 하는 음택풍수는 그야말로 잡술에 불

과한 것으로서 한국적인 풍수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평한다. 아울러 그는 도선의 흔적
을 답사한 바, 도선이 진실로 힘쓴 것은 명당을 찾아다니는 일이 아니라, 병든 땅을 찾
아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비보(裨補)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밝혀낸다.(118~121) 최
창조의 이런 작업은 풍수학의 근원을 지모신앙과 음양학의 결합에서 찾은 이병도(이병
도 22)를 계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화｣의 뒷골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병든 땅이다. 그 땅에 겨우나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뒷실이의 수덕(水德)이다. 그리고 뒷실이를 이 소설 공간에 배치하여
비보(裨補)를 한 것은 작가 김동리이다.
이번에는 김동리의 공간감각, 그 원체험으로 들어가 보자. 이를 위해서는 김동리가
태어나 성장했던 경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경주에서도 반월성은 장년의 김동리가 경
주를 방문할 때마다 들르던 곳으로 그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래 인용문은 소설에서
발췌한 것이지만, 액자의 밖에 있어서 작가의 목소리에 가까운데, 그 목소리는 다른 무
엇보다도 반월성에 끌린다고 진술한다. 김동리에게 반월성은 존재론적인 유적인 듯하다.
나는 지팽이를 천천히 내두르며 반월성으로 발길을 옮겼다. 계림(鷄林), 첨성대(瞻星臺)
안압지(雁鴨池)가 다 그 부근에 있지만 나는 언제나 반월성까지 가서야 안심이 된다. 반월
성에 무어 그리 두드러진 고적(古蹟)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 석빙고(石氷庫)가 거기 있
지만 그것이 첨성대나 안압지 보다 더 신기할 까닭은 조금도 없다. / 그러면서도 내 마음
은 언제나 반월성으로 끌리이니 이는 어찌된 노릇일까. 이유는 물론 나도 모른다. 덮어놓
고 반월성의 흙과 돌이 전부 천년전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이만 느껴지는 것이다. (｢반월
성에서｣ 194)

그러한 반월성에 대해서, 김동리는 문단 데뷔 이전인 1935년 <동아일보>에 김시종이
라는 이름으로 아래의 연작시를 발표한 적이 있다.
<廢地二題>
半月城*

金始鍾

半月城 허리를 끈허 보면 검고 허궁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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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속에 黃金이 묻히어 잇으리라는것은 人間의 로맨티시즘 입니다.
註* : 경주에 있는 반달 모양의 신라성. 월성이라고도 한다.

註** : 허궁 : ‘허방(땅바닥이 움푹 패어 빠지기 쉬운 구덩이)’의 방언(경북, 평북)
石求庫***
石氷庫는 半月城 허리를 끈은 곳에 잇습니다. 그것은 검고, 허궁진 半月城의 心臟입
니다.

내가 처음 石氷庫에 들어 간것은 어느 별빛 푸른 봄밤 어머니와 함께엿습니다.
내 어머니가 중질을 간것은 어느바람 부는 저녁 이엇다합니다

지금도 나는 어머니가 그리우면 가마니 일어나 石氷庫를 찾어갑니다. 나는 그 캄캄한

속에서 念珠를 걸고 袈裟를 입은 내 어머니가 찾어 올가 기둘여 봅니다

하늘이 아모리 푸르고 明朗한 날 이라도 내가슴은 언제나 어둡고 허궁저 잇습니다.
石氷庫는 검고 허궁진 半月城의 心臟입니다.
- 散文詩篇에서 註*** : 求는 氷의 오자로 보인다. 경주 석빙고는 얼음을 보관하던 곳으로 월성의 중
간에 있다. 얼음을 보관하는 풍습은 신라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며, 현존 석빙고는 조
선시대에 지은 것이다.

염세주의적 성향의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어머니는 ‘중질’8)을 하러 가서 부재한 상
태인데, 절에 간 어머니 모티프는 다른 작품에서 아버지의 구타로 인해 어머니가 집을
나간 모성 부재의 원초적인 상태와 결부된다.
어머니는 그녀(註: 초점화자)가 세 살 적에 어느 절간으로 중질을 간 것이라고만 믿고 있
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옛날엔 술을 잘 마시었고, 또 술이 취해서는 어머니
를 몹시 때리는 무서운 사람이었으리라고 은은히 생각하는 것이었다. (｢팥죽｣ 93)
어머니는 나중에 교회엘 나가게 되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사월(음력) 초파일 때마다 절
구경을 다니시곤 했다. (…)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을 따라 처음 절 구경을 간 것은 내
나이 세 살 때부터라고 하니 (…) (｢나의 유년시절｣ 14-15)

반월성은 성건동 김동리의 유년기 집(284-2번지)9)로부터 3km 떨어져 도보로 40분
이 걸리는 곳인데, 시의 화자는 왜 석빙고에 웅크려 어머니를 기다린다고 했을까. 김동
8) ‘
중질’
은 어머니 부재사태에 대한 시적 화자의 ‘
평가절하’
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9) 김동리의 생가는 성건동 186번지이고, 중형인 영봉이 결혼할 즈음 성건리 284번지로 이사했다.(김
정숙 58) 두 집은 지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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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석빙고를 모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을까.
신라의 왕성이었던 (반)월성은 보름달이나 완전한 반달이 아니라 초승달 모양으로서

그 앞에 물이 흐르고 있다. 반월성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석빙고는 “半月城의 心

臟”이며, 냉기를 보존하기 위해 안쪽으로 조금 낮게 파고 들어가 조성된 것으로, 시의
화자는 이를 “검고 허궁”진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 석빙고의 ‘허궁’(구덩이)에서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이다. 이 시에서 반복되는 ‘허궁’이라는 단어는 ｢술｣

(1936.8)에서 별 빛이 뚫고 오는 머나먼 우주공간을 뜻하며, ｢산화｣에서 “홍하산ㅅ불은
하늘을 사른 듯이 별빛죽은 검은 허궁에서 운문산마루를 향해 나려온다.”(13회)라고 되
어 있듯이, 홍하산과 운문산 사이의 아득함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에, 석빙고

에 들어앉아 어머니를 기다리는 그 ‘들어앉음’의 심리적인 깊이는 헤아릴 수 없는 듯 보
인다.10)
달은 여성의 생리주기와 차고 이지러짐의 주기가 비슷하여 대표적인 여성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태양이 남중하는 방위를 향해 다리를 벌리고 있는 듯한, 초승달 모양의 반
월성 그 한 가운데 움푹 들어간 어두컴컴한 곳. 얼음을 보관했다고 하는 습한 곳. 반월
성의 남쪽 현을 따라 물이 흐르는11) 공간적인 배치는 여근곡(女根谷)과 같이 여성의 신
체를 지형에 투사하는 신라인의 공간 인식 방법을 보여주며, 김동리는 이를 어머니와
결부시켜 사유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인/김동리가 보여주는 여성적/모성적인 공간인식에 최창조가 도선의 흔적을 밟
으며 한국의 자생풍수를 찾으며 얻어낸 모성주의적인 공간인식을 대비시키면 둘은 자못
근접한다. 우리가 사는 터전인 혈(穴)을 중심으로 한 풍수의 좌청룡 우백호는 석빙고를
중심으로 하는 반월성의 양 호에 비견되며, 이는 우리를 품은 어머니의 배(자궁)를 중심
으로 하는 양 다리와도 일견 통하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보자. 김동리는 “｢산화(山火)｣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먼 산의 불길 역시 내가 어릴 때 본 그 초파일 밤의 기억이라고
믿어진다.”(｢나의 유년시절｣ 19)라는 선문답같은 이야기를 적은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이
러한 진술은 김동리가 애써 자신이 이미 창작했던 소설에 존재하던 저항적 사회성을 삭
제하려는 언급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김동리가 김정숙과의 인터뷰(1989.10.16.)에서 “농민들의 울분이 행동으로 터

진 것을 불이 난 것으로 서술한 것”(김정숙 164)이라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산화｣가

농민의 저항을 표현한 소설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 두 해석은
작품이 가진 중층성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듯하다.
작품의 의미 자체가 중층적일 수 있다면 개작의 의미도 중층적이 될 수 있다. 아직

해명이 불충분한 ‘초파일 밤의 기억’에 주목해보자. 앞서 제시한 ‘허궁진 석빙고로 들어

10) 남성 주체가 여성에 대해, 특히 여성 성기에 대해 느끼는 매혹과 두려움은 그것이 갖고 있는 강한
기원적 주권성과 현재적 타자성에 근거하는 면이 크다. 이문정에 의하면 이같은 양상은 여성 성기에
대한 남성 중심적 문명의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혐오 또는 공포스러운 것을 배척하는
‘아브젝시옹’이라는 정신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1) 남천(南川), 문천(蚊川), 사천(沙川) 등의 이름을 갖고 있다.

218

2018년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학술대회

앉음’의 심리적 깊이는 ‘중질’을 혼자 간 어머니의 부재와 연관되는 바, 그것이 김동리

문학의 원초적 경험이라면, ｢산화｣의 산불을 엄마와 ‘함께’ 절에 갔었던 “어릴 때 본 그

초파일 밤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모성과 합일된 충만한 상태라는 점에서 김동리 문
학의 또 다른 원초적 경험일 수 있다.
여섯 살 나던 해다. 역시 초파일이었는데,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 나는
어머니의 가슴에 기대 앉은 채 황홀한 행복감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었다. (…) 나는 생애
에서 아직도 이 분황사의 초파일 밤보다 더 진한 행복감을 경험한 일이 없다”(｢나의 유년
시절｣ 15~18).

그가 적은 ‘초파일 밤의 기억’이란 구체적인 기억이라기보다는 어머니를 따라 나선
초파일의 사찰에서 연등과 법문을 어머니와 함께 했을 때의 나르시시즘적인 행복감을
말한다. 이렇게 부재함으로써 엄청난 공허감을 안겨주고, 존재함으로써 황홀한 행복감
을 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어머니’이다.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공포의 권력(Powers of horror)과 검은 태

양(Black Sun)을 통해 말하길, 어머니와의 이자관계를 지나 통일성을 갖게 된 주체에
게 그 기원인 어머니가 근접하게 될 경우, 주체는 강한 매혹과 함께 자신이 주체-이전
으로 환원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참고하면 어머니와 함께
있음으로써 느꼈다는 황홀한 행복감은 김동리에 대한 어머니의 주권성과 함께, 그 어머
니가 가진 치명성까지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치명성은 산불, 즉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고, 작품 안에서 꾸준히 위기감을 고조
하며, 결말 부분에서 인간세계의 모든 것을 멸할 듯이 내려오는 산불의 이미지와 연관
이 되어 있는 듯하다. 이는 치명적인 산불 표상과 유년기 모자합일의 이자관계에서의
충만함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산불의 치명성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개념인 ‘신적 폭력’과도 연

관된 것으로 보인다.12) 벤야민은 인간사회의 폭력을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으
로 구분한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설까지 곁들여 요컨대, 일반적으로
‘폭력’으로 해석되는 독일어 ‘Gewalt’는 폭력과 적법한 권력, 정당한 권위 모두를 뜻하
는 것으로서, 폭력에는 질서를 창출하는 법정립적 폭력과 이미 창출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보존적 폭력이 있다. 노동자의 파업, 전쟁, 정부에 대항하는 범법자, 경찰 공권
력 등 많은 폭력의 양상이 검토되는 중에, 대개는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이 복
잡한 양태로 착종되어 있다는 것이 중간 결론으로 주어진다.(데리다 17, 벤야민 149,
160-161) 이상의 인간 세계의 폭력은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는 등의 신비한 효과로서
12) 문학작품에서의 폭력 양상을 일련의 ‘
폭력이론’
으로 다룬 사례로는 노동욱이 있다. 그는 발터 벤
야민과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의 폭력이론을 검토함으로써, 아서 밀러(Arthur Miller)의 크
루서블(The Crucible)에 깔려있는 억압적 사회 구조로서의 객관적인 폭력에 주목하고(노동욱
82),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말하는 ‘
다수의 행동을 통해
획득되는 권력(power)’
에서 찾는다.(83) 본고가 다루는 신적 폭력은 이상의 모든 폭력 및 권력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그것은 인간세계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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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벤야민은 이를 ‘신화적 폭력’이라 명명하고, 이를 넘어

서는 ‘신적 폭력’을 요청하기에 이른다.(벤야민 162~164)

최종 심급에서 이 과제 자체는 다시 한번 신화적 폭력을 저지할 수 있는 순수하고 직접적
인 폭력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모든 영역에서 신이 신화와 대립하는 것처럼, 신화적 폭
력은 신의 폭력과 대립한다. 더욱이 신의 폭력은 모든 측면에서 신화적 폭력의 반대를 나
타낸다. 신화적 폭력이 법정립적이라면 신의 폭력은 법파괴적이고, 전자가 경계들을 설정
한다면 후자는 이것들을 경계 없이 파괴하고, 신화적 폭력이 죄를 짓게 만들면서 동시에
속죄시킨다면 신의 폭력은 면죄해주고, 전자가 위협한다면 후자는 내려치고, 전자가 피를
흘리게 만든다면 후자는 피를 흘리지 않고 목숨을 앗아간다.(164)

이를 테면, ｢산화｣에서 윤참봉 일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나가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적 원리에 합목적적인 도구적 합리성에 따라 금융업(고리대), 운수업(숯
을 나름), 유통업(소매점), 노동자 채용(숯구이), 임대업(소작) 등을 하고 있다. 이는 식
민지적 근대의 양상으로서, 법보존적 폭력인 일본 헌병 권력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것
이다.
이 질서를 흔든 것으로 뒷실이의 처가 남의 뽕나무 잎을 훔친 일이 있다. 이는 절도
라는 수단을 금하는 실정법적인 보존적 폭력에 대해 생존을 위함이라는 자연법적 목적
으로 갖고 저지르는 법정립적 범죄행위이다.(78) 이를 알고 뽕나무의 주인인 윤참봉의
큰아들 첩이 찾아와 “세상에 사람 사는법이 언제까지 제손으로 알뜰히 벌어 제것을 먹

는법이지남의것을 함부로 앗어 올라고 들어서야 하로 이틀도 아니요 허구한 세월에 어
이 발을 페고살수가 잇나?”(4회)라고 말하는데, 이는 법보존적 폭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뒷실이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뒷실이는 ‘태평이’라는 별호

를 얻은 이유처럼 윤참봉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착취’에 대해 함구하고 살았다. 그런

데, “평생 사람의 몸에 손질한 일이없다는 태평이가 뛰어 들어와 안해의 머리채를 잡어
뜰에 네치고 도리깨로 뚜드려 까므러트리게 되엇다.”(4회)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처를 구타함으로써 스스로 초월적인 입장에 선다. 이는 자신의 처와 윤참봉 큰아들의
첩을 내려다보는 메타(meta-)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소설을 뒷실이 중심으로 읽으면,
저항성 즉 신화적 폭력 차원으로 읽히지 않게 된다.

반면, 한쇠는 윤참봉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 착취’에 저항함으로써 어머니가 미완에

그친 법정립적 폭력의 입장에 선다. “맑고 높은 소년의 목소리”(1회)를 지닌 한쇠는 어

미가 해산할 때 먹을 양식을 사기 위해 숯을 장에 팔다가 윤참봉에게 숯일을 뗄 거라
했다고 말하며 눈빛이 빛나고, 소고기가 상했다는 것을 간파하고 죽음에 대한 예지몽을

꿀 정도로 감각이 살아있으며, “먹지못할것을 알면서 먹는것”(8회)에 대해 분함을 느낀
다. 그는 윤참봉이 곰뱅대로 작은쇠의 정수리를 내리치자 “불에 걸처두엇든 쇠갈키를

번개같이 잡어쥐”(11회)고 윤참봉을 찌를 정도로 두려움이 없다. 집으로 온 한쇠에게 남

기는 어머니의 유언은 “한쇠야, 이것아, 불상해라 원수갑고 살어라이, 어린것아!”(13회)

이며, 한쇠는 “어머니의 얼굴이 엄숙하게 자기를 꾸짖는듯 한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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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자기가 너무 어린애같이 울기만 한것을 깨달엇다. 그는 다시 날카롭게 빛나는
두눈”(13회)으로 어머니를 바라본다.
마을의 절반이 육독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운문산에 산불이 난다. 한쇠네
숯굴에서 먼저 불이 났다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가 불을 놓은 게라는 사람도 있는 것으
로 보아, 한쇠가 윤참봉에게 원수를 갚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법정립적 폭력
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한쇠를 주인공으로 읽으면 ｢산화｣는 매우 저항적인 서사, 신화
적 폭력의 서사가 된다.
마지막으로, 풍수의 관점에서 소설을 읽어보자. 풍수의 관점에서 산불은 뒷실이가

육독이 들어 남쪽의 화기(火氣)를 막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다시 ｢산화｣

를 뒷실이의 관점에서 읽게 한다. 뒷실이는 별호가 태평이일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목
소리를 높여 싸우는 일이 없다. 그는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
러나 균형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초월적인 입장에서 징치를 한다. 뽕잎 도둑질을 한
아내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이 그것이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뒷실이는 아
내의 억울함에 개의치 않는다.

｢산화｣(1판, 1936.1)의 ‘태평이/뒷실이’는 곧 ｢산제｣(1936.9)의 무위자연의 ‘들똥누기’

로 유명한 ‘태평이’로 재창작되고, 해방 후에는 ｢산화｣(2판, 1947.5)의 ‘뒷실이/찬물이’

로 태어나고, ｢산제｣의 ‘태평이’는 ｢산이야기｣(1947.9)의 ‘태평이’로 되면서 점점 더 ‘반

신(半神)’ 혹은 ‘의인화된 자연’이 되어간다. 이들은 범인(凡人)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으

며, 사람의 일을 두고 구분하지 않는다. 무관심한(indifferent) 것이다. 산불 또한 사람
의 사정에 무관심하다. 일단 생겨난 산불은 악행을 저지른 윤참봉 일가나 억울함을 떨
치고 일어선 한쇠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거나 가리지 않고 모두 휩쓸어버릴 것으로 보
인다. 산불을 마냥 저항적인 수준, 신화적 폭력의 수준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보다 쉽게 생각하자면, ｢산화｣의 산불을 둘로 나누어볼 수도 있다. 하나는 한쇠의

저항의 도구로 볼 수 있는 산불이다. 이는 운문산의 숯굴에서 나오거나 일부러 누가 불
을 놓거나 했기 때문에 생긴 불로서, 뒷골 사람들이 “불과바람과 같이 아우성을 치며

한곳으로 몰려들엇다.”(13회)에서 보듯 사람들과 불의 흐름은 윤참봉의 악행을 징치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멀리 주조 배음(背音)으로 주어져 예상되었던 파국의 현실화로서, 홍하

산의 산불이다. 그것은 “낮으로 보면 구름같이 아스라한 홍하산(紅霞山) 머리에 불이 보

인다. 나무 가지가 바람에 마찰되어 송진에 불이 나는 것이라 한다. 어떤 때는 아주 여
러 날식 타고 잇다.”(2회)라고 초반부에 제시되었다가, 10회에서는 파국의 직전에 “｢참

아저시 어제ㅅ밤 홍하산에 불 밧능교?｣ / ｢시방도 저기 타네｣”(10회)와 “홍하산엔 낮에
도 불이 뻗어 나갓다.”(11회)로 밤낮없이 타오르는 불로 가까워지고, 최후의 장면에서는

“홍하산ㅅ불은 하늘을 사름듯이 별빛죽은 검은 허궁에서 운문산마루를 향해 나려온
다.”(13회)처럼, 운문산과 홍하산의 경계를 넘는다. 이 산불은 한쇠와 뒷골 사람들의 분
노를 형상화하는 산불보다 그 치명성이 훨씬 더한 듯 느껴진다.
이렇듯 두 번째의 산불로서 홍하산에서 오는 산불은 윤참봉뿐만 아니라 뒷골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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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인간들의 세계 모두를 멸하는 힘을 지닌 것으로서, 인간의 가치에 좌우되지 않는

‘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폭력이 만들어낸 법정립적인 기능과 법
보존적인 기능이 착종되어 나타나는 모든 신화적인 효과들을 무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지
만, 그 자체로는 그 어떤 목적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신화적 폭력, 곧 통치하는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법정립적 폭력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법보존적 폭력, 곧 통치하는 폭력에 이용되는 통치되는 폭력
을 거부해야 한다. 징표이고 봉인이지만, 결코 신의 집행수단은 아닌 신의 폭력은 아마도
주권적인 것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벤야민 168-169).

이렇게 본다면, ｢산화｣ 개작의 의미도 달라진다. 그것은 저항적 사회성을 소거하길
원하는 보수주의자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기보다는, 해방공간 및 건국초기의 정치적
인 상황에서 자신의 작품이 너무 정치적인 방면으로만 이해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보다 더 깊이 설계되어 있는 의미를 발견해주기를 바라는 조심스러운 배려였을 수 있
다.

｢산화｣를 뒷실이 중심적으로, 풍수적으로 읽는 것, 그리고 홍하산의 산불을 총체적

파국 즉 신적 폭력으로 읽는 것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근대적인 것으로 평가
하고 ‘제3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고자 했던 김동리의 욕망에는 더없이 부합
하는 독법이라 할 수 있다.

Ⅳ. 결론
｢산화｣는 풍수지리적인 소설이다. ｢산화｣의 공간 뒷골은 풍수적으로 보아 화기(火氣)

가 많아 좋지 않으며, 이를 겨우 살게 하는 것은 수기(水氣)의 형상화로서 ‘뒷실이’의

존재이다. 그러나 죽은 소까지 고기로 팔아치우는 윤참봉의 악행으로 마을 사람의 절반
이 죽어간다. 뒷실이도 사경을 헤매는데, 이는 수기(水氣)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분노한 사람들은 불을 내고 윤참봉에게 복수를 하러 몰려간다. 마을이 혼란에 빠지자,
그동안 파국의 전조로 생각되던 저 너머 홍하산의 산불이 운문산으로 번져 내려온다.
한편, 최창조가 재구성하고자 하는 도선의 전통풍수와 마찬가지로 김동리의 공간인식은
모성적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김동리는 ‘산화’의 산불을 농민들의 분노라 해석하는 동시

에, 모자 이자관계의 황홀경에서 보았던 초파일의 연등이라는 선문답을 하기도 한다.
이는 폭력의 심급과 젠더성에 대한 고찰을 하도록 한다. 한쇠를 중심으로 읽으면 ｢산화

｣의 산불은 저항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뒷실이를 중심으로 읽으면 산불은 인간의 모든
것을 멸하는 모성적인 신적 폭력이 된다. 후자의 독법은 김동리가 제3르네상스를 추구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동리의 문학이 갖고 있는 공간인식을 모성적인 자생풍수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것
은, 거꾸로 모성적인 자생풍수 연구에 다음과 같은 이점을 줄 수 있다. 첫째, 김동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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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인식은 갓 골격을 잡은 자생풍수 재구성 작업에 살을 붙여줄 수 있다. 둘째, 주류
풍수는 땅을 어머니로 본다고 하면서도 주산을 선대의 할아버지-할아버지-아버지라는
부계로 파악하는 바, 그 계보성에 의해 음택풍수(陰宅風水)을 중시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는 반면, 모성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은 계보성을 약화시켜 양기풍수(陽基風水)를 중시
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전반적으로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가진
공간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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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리의 ｢산화｣에 대한 자생 풍수적 독법과
신적 폭력으로서의 파국’에 대한 토론문
김 지 혜 (이화여대)

홍주영 선생님의 발표문은 김동리의 「산화」를 자생 풍수지리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한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풍수지리의 이론과 섬세한 작품 분석을 통한 본고는 김동리 소설 연구
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이미 단단한
내적 논리를 갖추고 있음에도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개념을 빌려와 한쇠를 중심으로

읽을 경우 「산화」는 저항적인 신화적 폭력의 서사가 되고, 풍수지리적 관점, 즉 뒷실이를
중심으로 읽을 경우, 산불은 총체적 파국, 즉 신적 폭력으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본고의 관점에 대해 저 역시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발터 벤야민의 이론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에, 이를 ‘신화적 폭력’, ‘신적 폭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소설을 풍수적인 것으로 읽는 것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근대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제3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고자 했던 김동리의 욕망에는 더
없이 부합하는 독법(20면)”이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대주의(모더니즘 문학)와 사회

주의 모두를 물리치고 ‘생의 구경적(究竟的) 탐구’를 주장한 김동리의 문학론과 맞물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고에서는 김동리의 풍수사상이 갖고 있는 모성적인 기원을 작품 해석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원초적 경험을 줄리아 크리스
테바의 ‘아브젝시옹’ 및 이자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공포로 읽어낸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작품의 해석에서 여성인물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뒷실의 구타로 기운을 잃어가는 뒷실의 처가 독이 오른 소고기를 먹고 사산(死産)

을 하는 것이나 지혜로운 할머니 역시 굶주림에 상한 소고기를 가족에게 먹이는 것은 ‘어머
니’의 쇠락 혹은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며, “원수갑고 살어라이”라는 유언은 분노의 표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뒷실의 처가 기운을 잃어가는 것과 함께 불을 힘들어 하는 뒷실의
쇠락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뒷실의 폭행이 뒷실 처의 쇠락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뒷실의
쇠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음양의 조화가 깨어지고 음과 양이 쇠약해지는 것 역시
이 소설의 비극적 결말을 예고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이 소설은 ‘신’과 ‘인간’, ‘전근대’

와 ‘근대’, ‘양’과 ‘음’ 등의 이항대립의 쌍이 균형을 잃어버린 비극적 상황을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우문에 대한 현답을 바라며, 토론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동리의「산화」에 대한 자생 풍수적 독법과 신적 폭력으로서의 파국’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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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ker Poetry: A Case Study on the Impact of Religion on Literary
Production

Nancy Jiwon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 many Plays did Jesus Christ and his Apostles recreate themselves at? What Poets,
Romances, Comedies, and the like, did the Apostles and Saints make, or use to pass
away their Time withal? I know they bid all redeem their Time, to avoid foolish
Talking, vain Jesting, profane Babblings, and fabulous Stories …
William Penn, No Cross, No Crown (1669)
God is in all beauty, not only in the natural beauty of earth and sky, but in all fitness of
language and rhythm, whether it describe a heavenly vision or a street fight, a Hamlet
or a Falstaff, a philosophy or a joke …
Caroline C. Graveson (1937) included in Quaker Faith and Practice (2013)

As the polar thoughts above from two defining works about Quakerism demonstrate,
Friends’ attitudes to literature have altered substantially from the inception of the
movement in the seven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day.
Historically, creative writing was problematic for Friends because ‘[s]ome fundamental
friction seems to lie between the Quaker testimonies of simplicity and integrity and the
metaphoric, imaginative, carnivalesque spirit that so deeply informs artistic expression’
(Hood 2016: 2). However, wThis paper examines Quakers’ changing opinions about the
spiritual and moral goodliness of poetry in the context of internal religious ideas and
practice and external literary theories and trends.
Early Quakers and literary production
Early Quakers recognised the power of the written word. Viewing writing as
akin to preaching God’s word (Hagglund 2015: 32) – as Edward Burrough prophesied,
‘This is the day of thy Visitation, O Nation wherein the Lord speaks to thee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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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th of his Servants in word and writing’ (Burrough 1672: 12) – writing was
primarily understood by early Friends as a practical mechanism for communicating with
adherents and the wider public rather than as a devotional instrument or divinely
bestowed generative talent.
Perceiving that writing could be a tool for forging of the movement’s identity,
Quakers started publishing their messages in tracts, broadsheets and books in 1652
(Peters 1995: 1, 8). As the movement expanded and zealous adherents inscribed their
messages in rhetorical language, leaders called for the regulation of circulating works
recognising that injudicious content could lead to the Society’s misrepresentation and
disrepute. Thus, in 1653, George Fox cautioned Friends to ‘Write nothing but as you are
moved by the Lord, lest there be presumption, rashnesse, hastinesse, or pride and
lightnesse in your spirits…. Let none print any but what they can eternally witnesse’
(Farnworth 1653: 48). Unsurprisingly, given leaders’ emphasis on solemnity and truth,
early Friends eschewed genres of dubious sobriety and veracity such as ‘satire, light
verse, and drama’ (Wright 1932: 9), and privileged nonfictional prose (such as
proclamations; epistles; disputes; appeals for toleration; testimonies; and journals)
instead.
As such, there was little Quaker creative writing in the early years of the
Society. For instance, prior to 1660, ‘there was practically no Quaker verse printed’
(Moore 2005: 5). When used, it was often as a prophetic rather than artistic medium.
For instance, ‘A Declaration of Life and Power in Me’ (1659) -- a 115-line versification
of the scriptures describing Christ’s character placed at the beginning of Certain Papers
Given Forth in the Spirit of Truth which Witness against the Wisdom of the World and
Unrighteousness of Men …(1659) by Thomas Stubbs -- does not aim for formal
refinement; its lines do not keep to a regular metrical scheme or rhyme. Stubbs’s final
line: ‘Moved and written from the Spirit of the Lord by Thomas Stubbs called a Quaker’
indicates that verse was being used to articulate the Holy Spirit working through him
rather than indicate literary ability. As prophetic writers in other eras, such as William
Blake and Joanna Southcott, have done, Stubbs used the elevated language of verse to
communicate divine revelation poured through the lowly mortal (see Balfour 2000; and
Cho & Niblet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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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1660 to 1666, there was a brief flowering of Quaker poetry (Moore 2005).
Much of the poetry was apocalyptic in its warnings to sinners -- especially persecutors
of Friends -- but some works were also directed at Quakers, such as verses for pastoral
encouragement at Meetings (Moore 2005, 9). This phenomenon may have been inspired
by John Perrot’s poetry written while imprisoned in Rome by the Inquisition.1 Viewed
as a disruptive force by leaders, Perrot was eventually denounced by Quaker orthodoxy,
which Moore suggests may account for the waning of Quaker poetry in the later 1660s,
if verse became identified with Perrotism (Moore 2005: 8-9).
One poet influenced by Perrot was his associate Katherine Evans, who, along
with Sarah Cheevers, was imprisoned in Malta by the Inquisition from 1659 to 1663.
Their co-authored A True Account of the Great Tryals and Cruel Sufferings (1663)
includes a number of ‘victorious Hymns and Songs, and Praises, all in Verse’ by Evans
(Evans and Cheevers 2003: 140-46). These works are unexpected given that Quaker
worship is characterised by silence and vernacular hymnody was at an incipient stage at
this time (see Watson 1997 chapters 5 and 6 and Clark 2011). In fact, they offer a useful
reminder that ‘silence is not an end in itself but a framework providing a range of
activities that is believed to be incited by the present Christ’ (Jones 2013: 264).
Certainly, the hymns aim to articulate divine indwelling in the persecuted women and
verbalise the women’s steadfast Quaker faith to readers; for instance, one hymn, which
said to have been composed after rejecting an offer for release if the women kissed the
cross (Robinson 1715: 75-6), testifies to their Protestant faith in Christ’s atonement:
The Cross of Christ doth operate
Through every vein and vital part,
The heart and reins to cleanse from sin,
Of them that’s exercis’d therein. (Evans and Cheevers 2003: 145 ll. 45-48)
Evans and Cheevers, like other Quaker women, were enabled to participate in Friends’
textual ministry by two factors: Fox’s radical teaching that the Inner Light was equally
available to both sexes, and the scriptural authorisation of two texts: Paul’s
1His

verse was included in pamphlet accounts of his sufferings published between 1660 and 1661 and in a
46-page book of poems entitled
Quaker Poetry: A Case Study on the Impact of Religion on Literary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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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lamation ‘there is neither male nor female; for ye all are one in Christ Jesus’
(Galatian 3:28) and Joel’s prophecy (2:28-29), quoted in the Book of Acts 2:17, that ‘in
the last days, … your daughters shall prophesy … And also … upon the handmaids
in those days will I pour out my spirit’. Empowered by these beliefs, female Friends
authored around twenty per cent of all published seventeenth-century women’s writings
in Britain (Crawford 1985: 213).

As evidenced in first epigraph quotation, William Penn scorned poetry. His
antipathstance published in 1669 was not characteristic of British Reformed
Christianity. In 1667, John Milton had published Paradise Lost and George Hebert’s
The Temple (1633) had gone into nine editions by the same year. Yet, in its conscious
artistry and aural pleasures, Penn perceived poetry as a threat to Quaker religion.
However, not all Quakers shared Penn’s disdain, for Friends including Margaret Fell,
Thomas Ellwood, Lilias Skene and Mary Mollineux published verse during the
Restoration. For instance, Ellwood -- most famous for his belief that he inspired
Milton’s Paradise Regain’d (1671) -- inscribed his Quaker theology into poems on
‘Divine Worship’, ‘Inward Peace’, and ‘On Worship’, and published an epic poem near
the end of his life -- Davideis: The Life of David King of Israel: A Sacred Poem in Five
Books (1712).
Severe religious intolerance during the Restoration also impacted Quaker
literary production. As many as 450 Friends died in prison during this period (Allen
2013: 32). As ‘intemperate, inaccurate, repetitive works could discredit Friends’ (Hall
1992: 60) and add to discrimination, the compulsion to protect the Society’s reputation
reinforced the need for literary restraint. Seeking to curb injurious immoderation that
could lead to accusations of ‘fanaticism, sedition, or worse’ (Allen 2013: 35), Fox and
other leaders established an official body for regulating Quaker publications. Thus, in
1672, responsibility for monitoring the Society’s publications was assigned to ten
Quakers (Hagglund 2013: 483), and, in the following year, the Second Day Morning
Meeting was established with the aims of responding to criticism and scrutinising
Quaker-authored works (Wright 1932: 97). No text was to be published by a Friend
without the committee’s approval. The effect of censorship, as Wright has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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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he conservatising of the Society’s literary output; as Friends ‘became cautious
about circulating records of visions, prophecies, lamentations, healings, and fasts’
(Wright 1932: 98), publication of ecstatic writings went into sharp decline from this
period. Thus, at a historical moment when Quakers were starting ‘to codify some of the
nuance of a “simple” approach to religious posture’ (Lapsansky 2013: 336) -- for
instance, by imposing plain dress -- Quaker writings also pursued simplicity, truth and
emotional composure over artistry, imagination and fervour.

Early published books of discipline also denounced the reading of imaginative
literature. The 1802 book of discipline of British Friends reproduced advice from 1764
that every Friend, ‘under a consideration of the hurtful tendency of reading plays,
romances, and novels, and other pernicious books, … discourage and suppress the
same’ (Extracts from the Minutes and Advices 1806: 11-12). Similar warnings were also
reproduced in contemporaneous American books of discipline (see Philadelphia 1806:
18; New England 1809: 146; Baltimore 1806: 231-32; New York 1810: 401; Virginia
1814: 440 in Old Discipline 1999). Perhaps because poetry was not specifically
proscribed in books of discipline, the earliest Quaker adherents to seriously and
successfully pursue creative writing were poets.
Eighteenth-century Quaker thinking and practice is imbued in the verse of
Bernard Barton (1784-1849), who was known as ‘the Quaker Poet’. For instance, ‘The
Spiritual Law’ echoes primitive Quaker theology:
Say not the LAW DIVINE
Is hidden from thee, or afar removed;
That Law within would shine,
If there its glorious light were sought and loved. (Barton 1859: 346)

Quaker Poetry: A Case Study on the Impact of Religion on Literary Production

231

Other works reflect contemporary Quakers’ engagement with social justice; as Healey
has elucidated, eighteenth-century Friends’ ‘abnormal degree of introspection’ and
sectarianism paradoxically led to ‘a rediscovery of the beckoning social tasks of
humanity’ (see also Jones 1921: 314 in Healey 2013: 59). The Convict’s Appeal (1818),
for instance, protests against capital punishment:
Ye who profess the Christian name,
Since vested in your hands,
A Christian nation’s laws to frame,
Do what your faith commands.’ (Barton 1818: 15)
This poem – written in the same year that London Yearly Meeting was pressing the
case for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 its Epistles – is an example of Quaker
literary engagement with the politics of compassion, human rights and penal reform as
exemplified in the work of Elizabeth Fry (1780-1845) (see Nellis and Waugh 2013:
377-91). Of course, such practice dovetailed with the contemporary poetics of British
Romanticism; for instance, William Blake and William Wordsworth envisaged poets as
having prophetic roles protesting against socio-political abuses (see Balfour 2002), and
Percy Bysshe Shelley famously asserted in A Defence of Poetry (1821) that: ‘poets are
the unacknowledged legislators of the world’ (Shelley 1840: 57). Directly engaging
with first-generation Romantic poets including Charles Lamb and Robert Southey (see
Lucas 1893: 74-114, 165-66), Barton’s poetry concurred with their ideals.
Frustratingly for Barton, Friends remained suspicious of his verse despite its
inherent Quakerism. As he recalled in a letter, one Quaker minister, upon meeting the
poet, asked, ‘“What, art thou the Versifying Man?” On my replying … that I was
called such, he looked at me again, I thought “more in sorrow than in anger,” and
observed, “Ah! That’s a thing quite out of my way.”’ (Barton 1850: 47). Perhaps in
response to such close-mindedness, Barton wrote a vindication entitled ‘The Quaker
Poet. Verses on Seeing Myself so Designated’ in which he makes a canny case for
Quaker poetry by upholding the Society’s literary values. Turning the Society’s
arguments for restraint to his advantage, he argues that, ‘Chast’ning each soft emotion; /
And, from fanaticism free,’ the Quaker poet can produce verse removed of ‘The ferv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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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evotion! (Barton 1822: 1773 ll. 78-80). Here, Barton may have been criticising the
rise of Evangelical verse; for instance, popular hymns, such as William Cowper
(1731-1801)’s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1772) and Augustus Montague
Toplady (1740-1778)’s ‘Rock of Ages’ (1775) could rouse powerful emotion among
singers and readers. Barton presented a crucial role for the Quaker poet as a promoter of
the Society’s values and defender from erroneous enthusiasm.

Attitudes to literature became more complex in the nineteenth century after a
number of internal schisms led to the development of divergent traditions of Quakerism.
The most significant schisms were, in 1828, a Hicksite (liberal)/Orthodox separation,
and, in 1854, a Wilbur (conservative)/Gurney (evangelical) separation. All groups of
Quakers underwent great changes in the nineteenth century (see Hamm 2013), but at
different paces, and, consequently, multiple different Quaker stances began to co-exist
regarding the arts.
Leading Evangelical Friend Joseph John
Gurney, in his Thoughts on Habit and Discipline (1844), said that ‘there is
nothing more likely to unfit a young person for the duties and even the pleasures of the
common life, than the habit of living, by means of the novel reading, in the highly
painted scenes of an ideal world’ (Gurney 1845: 87-88). Instead, he advised that, ‘The
best and most harmless method of cultivating the imagination in children, is to bring
them to an acquaintance with the most eminent and exceptional poets … [:] [John]
Milton, [Edward] Young, [James] Montgomery, and above all [William] Cowper’
(Gurney 1845: 203-4). Gurney diverges significantly from earlier advices in
encouraging children’s creative thinking through literature, but he sanctions only poetry.
His privileging of verse is integrally linked to his theological stance, as all the poets he
recommended are literary lions of British Evangelicalism. Because, for Evangelicals,
the ‘notion of “apostolic community” was … interpreted … as fidelity to the teaching
of the apostles as set out in scripture, rather than in historical or institutional terms, as
fidelity to a specific ecclesial structure or community’ (McGrath 2015: 320),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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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lary poetry of non-Quaker Pan-Evangelicals, as well as the scriptural precedent of
Hebrew verse, authorised the reading and composition of poetry.
In fact, at this time, the most famous Quaker poet in history was rising as a
literary and political figure. Conservative Friend John Greenleaf Whittier (1807-92) was
not only one of the most published American poets of his era but ‘arguably the most
important Quaker writer of his time’ (Jolliff 2007: 153). Today, his abolitionist poetry is
taught regularly in American schools and his signature poem, Snow-Bound (1865),
‘stands as the definitive statement of the popular American conception of rural life
during the 1800s’ (Jolliff 2007:153). In Britain, ‘Dear Lord and Father of Mankind’ -- a
hymn excerpted from his ‘The Brewing of Soma’ (1872) -- is a national favourite that is
‘consistently among the top three in the BBC Songs of Praise polls’ (Jones 2010: 8). As
the work of a conservative Friend, this hymn is notable for its quietist message:
Breathe through the hearts of our desire
Thy coolness and Thy balm;
Let sense be numb, let flesh retire;
Speak through the earthquake, wind, and fire,
O still, small voice of calm!’ (Whittier 1873: 374)
Whittier’s Quaker theology in the hymn can be elucidated by the larger poem, which is
a protest against artificially stimulated religious enthusiasm. The titular ‘Soma’ refers to
a hallucinogenic drug mentioned in the Vedic hymns (the ancient scriptures of the
Hindu prophet Vashishta), which Brahmin priests drink for ritual purposes. For
Whittier, the artificial fervour stimulated by drugs and ceremonies -- which he perceived
as analogous with nineteenth-century churches’ use of music and rituals -- represents
the worst of religion (Brown 2008: 231). By denouncing false religious enthusiasm,
Whittier, here, fulfills Bernard Barton’s vision of the Quaker poet as regulator for truth
and peace. Also like Barton, Whittier engaged in social activism through his poetry, and
his abolitionist works are still renowned.2
The celebrated example of Whittier’s ethical verse set a powerful precedent among
Friends of all traditions in overruling historical concerns about the frivolities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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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lessness of verse.
In fact, by mid-century, neglect of the arts was identified a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decline of Friends. In 1858, Joseph Stevenson Rowntree won an essay contest on
reasons for the Society’s waning membership in which he asserted that ‘to ignore the
love of the beautiful in art or song, was not merely to throw away a weapon of
remarkable potency in awakening religious sensibilities, but also to curtail the basis on
which the Society rested, and to contract that narrow road which the Christian must
tread on his heavenward journey’ (Rowntree 1859: 48). In the decades that followed, all
Quaker traditions in Britain and America underwent reforms; however, the speed of
change and responses to different literary genres varied.

By the turn of the century, British Friends were moving to a stance of liberal
Quakerism and starting to consider creativity differently.3 In 1895, Evelyn Noble
Armitage published her edition of Quaker Poets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1896),
which articulated a fully liberal theology that: ‘God reveals himself thro’ every avenue
of nature and life’ (Armitage 1896: 5). Armitage’s collection is significant for its
sizeable representation of women writers. Twenty-six of the sixty-five poets are female,
and all but one are nineteenth-century personages. The substantial contribution of
women to this volume of religious verse accords with the wider authorship of
nineteenth-century devotional poetry. This trend is partly attributable to Tractarian John
Keble’s influential theory of the poetry as ‘the handmaid of Piety’ and poetry as ‘a kind
of medicine divinely bestowed upon man’ (Keble 1912: 22, 484). His ideas, which
rendered writing poetry comparable with the traditional female roles of tending and
nursing, authorised women’s verse-writing (see Francis 2004 and Mason 2004). Indeed,
many of the female-authored poems in Armitage’s collections are conventional of
Victorian women’s religious poetry. Elfrida Mary Crowley (1863-1892)’s
‘Transformation’, for instance, offers intimate meditation rather than public
proclamation utilising the language of love and feminine imager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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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love, an’ thou wert here,
Flowers would blossom and birds would sing,--Brown leaves, shrivelled and severe,
At this fall o’ the year
Would don the tender green of the spring!
Dear love, an’ thou wert here. (Armitage 1896: 71-72)

In recent decades, a new critical discussion has been emerging about the
affinities between Quaker unprogrammed worship -- in which the supplicant awaits
God’s revelation -- and the experience of writing poetry (Johns 2013: 260-273). The
most public exploration has been a BBC Radio 4 programme called ‘Listen to Them
Breathing’ broadcast on 30 August 2011 presented by Sibyl Ruth, which examined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writing poetry and Quaker worship. On the

programme, Philip Gross theorised that: ‘What happens in Meeting is not in the

first instance about creating words. It’s about holding a space with each other and I
find more and more that I am thinking of a poem as a thing made out of words and
silence’ (Quoted in Ruth 2011). In 2013, he explored such ideas further with

Laurence Lerner in a conversation that was published in Quaker Studies, and, in the
same year, Friends Quarterly produced a special issue on the subject of ‘Poetry and
Quakerism’ (Friends Quarterly 2013 (40:3)). Repeatedly in these discussions, Quaker
poets have reflected that ‘At the heart of writing poetry is that same kind of
listening [as at Meeting for Worship]’ (Gross and Lerner 2013, 114). In the

twenty-first century, Friends -- so long resistant to the arts -- are testifying pro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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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nsights about the ethical and spiritual dimensions of imaginative literature to the
world.

Final reflections on the Impact of Religion on Literary Production
In my today, I have suggested that Qupoetry offers English context,
literature (and specifically poetry) has historically been the greatest national cultural
achievement– England not known for Mozart or Rembrandt but for Shakespeare,
Milton and Wordsworth If Quakerism had become the dominant English religion in the
mid-seventeenth century, the history recounted today suggests that literary production
would have been suppressed severely under the Society’s theological requirements to be
plain, e and truthful, and itburgeoned again with the rise of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is suppositions, in turn, that the richness of English literary history is partly
owing to both the broadness of the Church of England – a result of the Elizabethan
Religious Settlement’s

– as well as the diversity of other religious cultures (such as

Dissenters) also participating in literary production.4

Indeed, studies by scholars including Isabel Rivers, David L. Wykes and Tessa Whitehouse have
started to re-assess the important literary contribution of Dissenting writers to English literary cult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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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on “Quaker Poetry: A Case Study on the Impact
of Religion on Literary Production”
Lee, Hyun-Ju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It is my pleasure and honor to present my comments on the
paper by Dr. Cho. In particular, her studies deliver an outstanding
analysis of the change in Quaker Friends’ literary attitudes to the
imaginative literature tracing the dominant religion of each period.
As a scholar who is interested in Charles Wesley’s hymns, I agree
with Dr. Cho’s conclusive words, “If Quakerism had become the
dominant English religion in the mid-seventeenth century, the history
recounted today suggests that literary production would have been
suppressed severly under the Society’s theological requirements to be
plain, egalitarian and truthful, and it would only have burgeoned
again with the rise of liberal Quakerism at the end of nineteenth
century.”(13) Nevertheless, after reading this paper, two questions
came across my mind; 1)“Does Dr. Cho think it is fortunate for
modern poetry readers that Quakerism was not a dominant religion
during the mid-seventeenth century?”, and 2) “Does Dr. Cho really
believe that the power and impact of the dominant religion can
dominate the literary production of a certain period ?” The second
question is especially appealing because I think far more literary
production against the dominant religion has survived than literary
production for the dominant religion, and the former has been
appraised more by the modern critics and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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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from Melancholy: Ecclesiastes and the Productivity of Vanity
Anton Hur (Ewha Womans University)

Melancholy and the Sin of Vanity
Maude resists the pressures to conform to the “Victorian sense of the finite
socially constructed ‘character’” (Riede 8)—again, the “characters” here being the
Angel in the House and the nun—by asserting her identity and legitimacy as a writer
through signaling her melancholy in her poetry. However, despite her artistic
satisfaction from writing such verses, it seems that Maude feels guilt over her literary
expressions of melancholy. In Chapter Three of Part One, she remarks: “How I envy
you . . . you who live in the country, and are exactly what you appear, and never wish
for what you do not possess. I am sick of display and poetry and acting” (273). This
brief remark reveals that Maude thinks of her work as engaging in mendacious
“display” and “acting.” Beyond this comment, Maude’s guilt is further articulated in
Chapter III of Part Two, where Agnes discovers Maude to be suffering from feelings of
religious unworthiness due to her writing. Maude even declares to Agnes that she will
not take the Eucharist the next day during Christmas services, and stops her cousin from
admonishing her: “Whatever your faults may be . . . you are trying to correct them; your
own conscience tells you that. But I am not trying. No one will say that I cannot avoid
putting myself forward and displaying my verses” (282). She believes that, if she were
more moral, she would not show her writing to anyone (or perhaps let others know she
writes at all).
Gilbert and Gubar, in explaining Maude’s reluctance and guilt, note: “here is the
worst, the most unforgivable sin, the ultimate female sin of vanity. Whether literally or
figuratively, a woman must never become enamored of her own image in nature or art”
(552). Maude clearly regards her allowing of the circulation of her verses to be an act of
vanity. The word “vanity” is key, as its Judeo-Christian connotations relate to the
spiritual dimensions of Maude’s agony, and to her subsequent feelings of guilt. Here,
the word “vanity” refers to “[the] quality of being personally vain; high opinion of
oneself; self-conceit and desire for admiration,” but can also can refer to “[that]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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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in, futile, or worthless; that which is of no value or profit” (“Vanity”). Vanity in
Maude appears to be a combination of both, as the composition of poetry for the
admiration of others is considered a “futile” act, because such selfishness and inflated
sense of self-importance traps Maude within her own prideful ego and distances her
from God. Rossetti’s own conception of melancholy hints at why Maude may feel the
display of melancholy or the poetic persona to be so problematic. Roe contends that
while Rossetti considered melancholy to be a “stylistic choice,” she differed with the
Pre-Raphaelite Brotherhood in their reverence of Keats’ melancholy because she was
more ambivalent about utilizing melancholy in her own work, as it conflicted with her
religious asceticism (42). Gilbert and Gubar also contrast Rossetti’s attitude towards
being an artist with Keats’s, asserting that Rossetti’s negative “consideration of
‘vanity’” was fundamental to her self-conception as “a fragile, vainly costumed lady,”
while Keats was imbued with the “masculine certainty” of being “a lord of creation”
(553). Therefore, it is possible to read Maude’s guilt, which is yet another aspect of
Maude’s melancholy, as resulting from the clash between her assertions of artistry and
Victorian religious norms.
The term “vanity” is prominently featured in the two sonnets that come just
before the conversation with Agnes mentioned above, and these two sonnets illuminate
Maude’s conflict between her desire to be an artist and her identity as a devout
Christian. Maude has written these sonnets to express the guilt she feels concerning her
“vanity,” or her display of literary ambition. The first of these sonnets that Maude
shows Agnes is a paraphrase of Ecclesiastes:
Vanity of vanities, the Preacher saith,
All things are vanity. The eye and ear
Cannot be filled with what they see and hear:
Like early dew, or like the sudden breath
Of wind, or like the grass that withereth
Is man, tossed to and fro by hope and fear:
So little joy hath he, so little cheer,
Till all things end in the long dust of death.
Today is still the same as yesterday,
To-Morrow also even as on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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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Until the ancient race of time be run
The old thorns shall grow out of the old stem,
And morning shall be cold and twilight grey.— (280)
Paraphrase of the scriptures was one of the methods nineteenth-century women writers
used to interpret and meditate upon theological themes (Landow 22; Taylor 12). This
melancholic poem is about the existential angst of having no escape from the
inevitability of death on Earth. Ludlow contextualizes the poem’s melancholy within the
point of Maude’s narrative, locating the speaker in “the place of uphill struggle rather
than at the peak of a grace-inflected understanding” (66); therefore, it is a poem
representing the conflict itself, and not its resolution. It is relentless with intertextual
references to Ecclesiastes, most notably the first line of the sonnet with the second verse
of the book: “Vanity of vanities, saith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Ecc. 1.2). It is clear that Maude intended for readers to pick up the allusion and
incorporate its meaning into the story. Ecclesiastes is a book of the Bible that explores
the meaning of life. In the end, it determines that, while wisdom is laudable, it is not
eternal, and suggests humans should live pious lives enjoying the gifts of God and
keeping the commandments. It is also a melancholic work, for as Maude’s sonnet
suggests, it talks about how everything must end, including nature and humanity itself.
Concomitantly,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11), which is a rephrasing of “I
have seen all the work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1.14). This reference in particular
seems to be pointing to a thematically relevant feature of Ecclesiastes, towards a
melancholic passage on the worthlessness of wisdom:
And I gave my heart to seek and search out by wisdom concerning all things that are
done under heaven: this sore travail hath God given to the sons of man to be exercised
therewith. I have seen all the work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nd, behold, all is
vanity and vexation of spirit. [. . .] For in much wisdom is much grief: and he that
increaseth knowledge increaseth sorrow. (1.13–14; 1.18)
At the end of wisdom there is only grief, and any attempt at wisdom is nothing more
than “vanity and vexation of spirit.” Through her pointed allusions to Ecclesiastes, and
her presentation of this sonnet to Agnes while simultaneously castigating herself for
putting herself forward and displaying her verses, Maude is indirectly declaring that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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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ry writing is an act of vanity. Her work has been nothing more than “old thorns”
that are “growing out of the old stem” (13), not even procreative flowers but sterile
thorns, pointing to her belief that her work is futile.
There is, however, a possibility that this sonnet is more than simply a depiction
of futility in this world, but is also a message of hope. The surface voice of the poem
may be melancholic, but the underlying voice is one of resolute control and persistence,
again, because of the exacting form. As discussed in the previous chapter, Keble
approved of the sonnet form because of its poetic utility for modulating emotion; the
melancholy of the poem is present, but contained by the measured meter and rhyme.
There is an overall iambic pentameter, accentuated by spondaic feet in key melancholic
images such as “long dust” (8), “old thorns” (13) or “old stem” (13). This controlled use
of the sonnet form indicates that underneath the melancholy and existential despair is a
speaker in control of her emotion.
A sense of artistic control can also be detected in the complex intertextual
elements of the sonnet. Maude seems to be incorporating the existential theme of
Ecclesiastes with the lines “all things end in the long dust of death” (8), which reminds
readers that eventually we shall all perish. However, Diane D’Amico demonstrates that
this particular poem, while mostly based on the voice of the preacher in Ecclesiastes,
also “weaves various biblical texts together to convey her own message” (26)—such as
First Corinthians, the Psalms, and Revelations—in order to link her poem with scripture
(27). While D’Amico mentions lines 2–3 as referencing the St Paul’s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Eye hath not seen, nor ear heard, neither have entered into the heart of
man”; 1 Cor. 2.9; D’Amico 27), the twelfth line, “the ancient race of time be run,” also
notably echoes the same book of the Bible:
Know ye not that they which run in a race run all, but one receiveth the prize? So run,
that ye may obtain. And every man that striveth for the mastery is temperate in all
things . . . But I keep under my body, and bring it into subjection: lest that by any
means, when I have preached to others, I myself should be a castaway. (1 Cor. 9.24–27)
Maude has deliberately directed the reader to these particular verses, and so the reason
why bears examination. A clue is the word “temperate,” which contrasts from the
gloom, or possible rage, of the existential melancholy of Ecclesiastes and “Vanity of
vanities, the Preacher saith.” The First Corinthians verses pertain to self-control,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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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o maintain a state of being “temperate” or to “keep under my body, and bring it
into subjection” lest one becomes a “castaway.” The precise form of Maude’s sonnet
possibly alludes to this sense of control described in First Corinthians. Therefore,
encoded within the melancholy, is a voice of faith that keeps to formalities and
practices, or exactly what she has “preached to others.” Thus, the discipline required to
compete in a race could mean both her religiously prescriptive poetry and her scriptural
“preaching” by which she exhorts others to live by.
The second sonnet she shows Agnes extends this underlying prescriptive theme.
It, too, on the surface is a narrative of the spiritual transcendence denied to the speaker,
with some lines of self-condemnation at the end:
I listen to the holy antheming
That riseth in thy walls continually,
What while the organ pealeth solemnly
And white-robed men and boys stand up to sing.
I ask my heart with a sad questioning:
‘What lov’st thou here?’ and my heart answers me:
‘Within the shadows of this sanctuary
To watch and pray is a most blesséd thing.’
To watch and pray, false heart? it is not so:
Vanity enters with thee, and thy love
Soars not to Heaven, but grovelleth below.
Vanity keepeth guard, lest good should reach
Thy hardness; not the echoes from above
Can rule thy stubborn feelings or can teach. — (281)
The sestet beginning with the volta at line nine gives us a self-condemnation of her
vanity, that her “false heart” makes her “grovelleth” for attention and approbation in the
secular world as opposed to letting her soar into heaven. This image of soaring, of
movement outward, recalls Isobel Armstrong’s comments about Victorian expressive
theory: “Expansion, movement outwards, the breaking of barriers, is the essence of
poetry and the essence of healthy poetry” (340). “Soars” is notable in such imagery of
outward movement, of a “healthy” speaker. It is contrasted against the speaker’s
immobility as implied by “the shadows of this sanctuary” (7), which may be with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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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but for the word “shadows” conjuring a place of solitary enclosure, and being
“below” (12) where “Vanity keepeth guard” (13) as if a jailer to a cell. The speaker is
prevented from moving out of this cell and into heaven, and trapped due to her vanity
within the prison of her ego. Armstrong paraphrases Arthur Hallam (1811–1833) by
saying, “the movement outwards into ‘energetic love for the beautiful’ was a moral
activity because it educated the self in a liberation from the bonds of the ego’” (360). In
this sonnet, the sin of vanity prevents the speaker from engaging in the “moral activity”
of moving outwards from the ego.
Similar imagery of “movement outwards” can be read from Maude’s other
melancholic poetry, such as in the following poem written after her accident:
Then in my wrath I broke the bough
That I had tended with such care,
Hoping its scent should fill the air:
I crushed the eggs, not heeding how
Their ancient promise had been fair: —
I would have vengeance now. (13–18, 295)
The desire for movement outward, or freedom, is embedded in the line: “Hoping its
scent should fill the air” (15) in the image of the scent diffusing into the air. The eggs
also reflect this desire as they had “ancient promise” (17) to hatch into birds and fly into
the air, not to mention the connotations in eggs of creativity and growth.
Agnes asks whether the sonnet “I listen to the holy antheming” was composed
after attending a service at St Andrew’s, which readers understand to be a High
Anglican cathedral. Maude had previously introduced its services as “a perfect service;
or at any rate perhaps the nearest English approach to vocal perfection” (275). Maude
admits later on to Agnes that she had been going to St Andrews at the cost of neglecting
her own parish church, presumably because she was enraptured by the sensuous music.
Elsewhere in the novella, religious music is seen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Maude. At Mrs Strawdy’s tea party, her only enjoyment is Caroline’s singing of
some simple and religious airs for the group: “Maude felt consoled for all the
contrarieties of the day” (279). These incidents and the sonnet above suggest that music
has the power to help Maude transcend her self and move outside of her ego towards
freedom;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under Armstrong’s expressive theory,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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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s escape from different confines of the ego: “Music, or the ‘air,’ literally
circulates in and between the group and the congregation, canceling the fixities of
gender and social division and releasing the stony categories from their rigidity . . .
expressive song reconfigures relationships” (339). The religious aspect of the music
suggests that Maude’s ideal of freedom is spiritual—a freedom of the soul. In other
words, it is a freedom from the mortality of the body, and, thus, from earthly matters.
Maude perceives her poetry as keeping her from the freedom of heaven; yet, she
is unable to sacrifice it. She interprets her inability to mortify her literary ambitions as
deeply engrained vanity, as opposed to a legitimate desire for artistic expression and
identification. As a compromise between her worldly ambitions and religion, she
declares that she will not receive the Eucharist so that she is not a hypocrite. Agnes
subsequently accuses Maude of going against her religious duties when she questions,
“You cannot mean that for the present you will indulge vanity and display; that you will
court admiration and applause; that you will take your fill of pleasure” (283). Agnes is,
in effect, voicing Maude’s fear and reason for her guilt, that her poetry is precisely an
act of indulging in “vanity and display.” Maude’s reaction is to reiterate her position
and burst into tears until she is left alone, for she cannot recant her decision. She is at an
impasse; she cannot give up her art for her religion, nor can she give up her religion for
her art.
Maude’s choice to forego the Eucharist is, on the surface, a pious action, a
refusal to “not profane Holy Things” (281). Underneath however, the decision is also an
indication of her will to preserve her artistic persona. She will not abandon her writing
or being a poet; she would rather give up the Eucharist. This decision is an expression
of her artistic agency, an agency that is, at this stage, in direct conflict with her religious
values. Later on, Maude (and Rossetti herself) will find a way to better accommodate
the poetics of melancholy into her religious principles, but, until Part Two, we are give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woman who is struggling to integrate her creative
desire with the cultural expectations of female modesty and self-denial. […]
“A Testimony”: The Productivity of Vanity
Rossetti was preoccupi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vanity and melancholic

Moving from Melancholy: Ecclesiastes and the Productivity of Vanity

247

performance for the duration of her writing career. As Serena Trowbridge has
demonstrated, Rossetti used Ecclesiastes as a theme or reference to explore this
dilemma in many poems of her oeuvre (63). Especially to the young Rossetti
contemplating a literary life at the time of writing Maude, the appeal of Ecclesiastes as a
guiding text would have been obvious. The attraction of Ecclesiastes lies in how it
manages to be both a productively melancholic voice and a religious one at the same
time. It is one that works through the different possible goals of life (fame, riches,
learning and so on) in order to examine and discard them. This process would have
engaged a poetically inclined young person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rejecting, and
accepting the different kinds of “characters” or available social roles. In many ways,
Ecclesiastes may be viewed as a prototypical melancholic voice of the Judeo-Christian
world, preceded by the Stoics or other classical thinkers such as Aristotle, but having
greater influence in nineteenth-century England owing to its inclusion in the
wide-reaching authorized Bible. Thus, the voice would have been sanctified within the
religious traditions of her society, as well as being creatively potent at the same time.
One poem that illuminates Rossetti’s use of Ecclesiastes and helps us think
about melancholy and literary productivity is “A Testimony.” It was included in her first
collection Goblin Market and Other Poems, and is one of the earliest examples of
Rossetti using Ecclesiastes to think through the implications of her work and religion.
From beginning to end, this poem is replete with references to Ecclesiastes, inviting
readers to make the connection between the themes of the biblical book with the poem
itself:
I said of laughter, it is vain.
Of mirth I said, what profits it?
Therefore I found a book, and writ
Therein how ease and also pain,
How health and sickness, everyone
Is vanity beneath the sun. (1-6)
The “book” (3) in question, of course, is Ecclesiastes, and we are listening to the voice
of its author. Ecclesiastes itself does not start off with a critique of laughter or mirth; the
first mention of a specific, meaningless human activity is labor: “What profit hath a man
of all his labour which he taketh under the sun?” (1.3). Rossetti does not keep this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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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perhaps because she is intent in “rewriting” Ecclesiastes to better suit her
circumstances; for instance, middle-class women had limited possibilities for labor in
the nineteenth century. By beginning with a critique of mirth, Rossetti can embark on
reworking a version of Ecclesiastes that is more specific to her own ideas and concerns
while still benefitting from the intertextual richness of appropriating the Biblical text.
She does, however, comment on the nature of labor in a subsequent stanza:
We build our houses on the sand,
Comely withoutside and within;
But when the winds and rains begin
To beat on them, they cannot stand;
They perish, quickly overthrown,
Loose from the very basement stone. (19-24)
This stanza references a parable in Matthew Chapter 7, particularly the house of a “wise
man, which built his house upon a rock” (Matt. 7.24), and that of “a foolish man, which
built his house upon the sand” (Matt. 7.26). The verses deal with those who listen to
God’s words and those who do not, and Rossetti’s appropriation of them dovetails with
the theme of biblical paraphrasing and Ecclesiastes’s prescriptive guidance. The choice
of house-building for commentary on labor is notable for the combination of men’s
labor (building) and the domestic or feminine implication of the physical home. Nancy
Armstrong in Desire and Domestic Fiction has pointed out that domestic fiction written
during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tended to enclose conflict within the
gendered domestic sphere in order to suggest the power of virtue in larger conflicts,
such as that in between “an agrarian gentry and urban industrialists, for one, or between
labor and capital” (48). The “winds and rain” (21) stand in for both the physical forces
that beat against the fruits of our best labor and the societal forces that conspire to bring
down our carefully managed homes. Domestic virtue is like the strength of a house
against the elements; it, too, shall perish in the end.
The following two stanzas near the end of the poem gives readers a hint of
salvation and perhaps reveals the inherent productivity of melancholy:
He who hath little shall not lack;
He who hath plenty shall decay:
Our fathers went; we pass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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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ildren follow on our track:
So generations fail, and so
They are renewed and come and go.
The earth is fattened with our dead;
She swallows more and doth not cease:
Therefore her wine and oil increase
And her sheaves are not numberèd;
Therefore her plants are green, and all
Her pleasant trees lusty and tall. (55-66)
Lines 55–56 are paraphrases of Proverbs (28.27): “He that giveth unto the poor shall not
lack: but he that hideth his eyes shall have many a curse.” Such utilization continues the
combination of prescriptive theme and paraphrasing form. While “generations fail” (59)
they are at the same time “renewed” (60).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comment on the
futility of the generations, but also at the same time can be construed as the opposite,
that with every generation that passes will come a new one. And while we die, “The
earth is fattened with our dead” (61) to create more “wine and oil” (63) and numerous
“sheaves” (64), green plants, and “pleasant trees” that are “lusty and tall” (66). As
meaningless as our lives are, we and by extension our labors are put into the creation of
something beautiful.
This is an attitude encouraged even within Ecclesiastes itself: “Every man also
to whom God hath given riches and wealth, and hath given him power to eat thereof,
and to take his portion, and to rejoice in his labour; this is the gift of God” (5.19). Keble
in a sermon on Ecclesiastes Chapters Seven and Eight also brings forth a message of
hope contained within the melancholy of the book: “For, ‘whether we eat or drink, or
whatever we do,’ if we ‘do all to the glory of God,’ we shall do it with His blessing and
approbation: it will be so much more of happiness, joy, and thanksgiving to us”
(“Festival Joy”). This reading of Ecclesiastes as a message “to enjoy, with innocence,
moderation, and thankfulness, the daily comforts and reliefs” (“Festival Joy”) was
probably known to her. Accordingly, she may have interpreted Ecclesiastes’s words
“rejoice in his labour” as a call to write, to create work that would enrich the world even
after she has left it, and to rejoice in the fruits of that work. Thus, while the auth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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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lesiastes is careful to end with a reiteration of the fundamental futility of earthly
human pursuits, he leaves in the middle of the text enough space for satisfaction in life,
and perhaps even joy. By using a similar strategy in embedding the “wine and oil” (63),
innumerable “sheaves” (64), and “pleasant trees” (65) in the third-to-last stanza of “A
Testimony,” Rossetti may be alluding to this hidden message of Ecclesiastes, that at the
end of all this productive melancholy is a hope for salvation and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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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from Melancholy: Ecclesiastes and the Productivity
of Vanity

토론문 윤 수 현 (경상대)
Ambivalence is the crucial concept that penetrates Christina
Rossetti’s poetry

and

her book Maude also

have a

theme

of

ambivalence. Presenter Anston Hur clearly showed that Maude and
Rossetti herself are in conflict between a self who wants to express
herself by means of writing and the other self who thinks all human
activities, including her writings, are futile and are out of vanity.
Rossetti used a style of melancholy borrowed from Ecclesiastes to
represent both hope and despair of the life of human being.
I really enjoyed reading this article and I learned a lot about
Christina Rossetti,

Since I didn’t major in poetry, I am afraid that

my questions might not highly intellectual and specific. In the thesis,
you said that her use of the biblical method is to exploit its religious
and melancholic voice, but can it also be a makeup for her guilty of
writing? I mean Rossetti was breaking the social norm that women
should not express herself, so maybe she was trying to position her
in more legitimate status by using biblical books to escape from the
public reproach. And what’s the exact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woman’s writing at that time?
My second inquiry is that on the third page and title you talked
about the productivity of vanity. Here I can not understand what
productivity means exactly. Is it about a labor or creativity or both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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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a, Memory, and the Spirit in John’s Gospel and Beyond
Sung Uk Lim (Yonsei University)
Introduction
The present study tackles the traumatic experience of the Johannine community through
the lens of a Korean film entitled “Spirits’ Homecoming (2016).” This study is an
attempt to respond to the needs of interpreting the Bible from the perspective of
subordinated wo/men in a patriarchal society, local and global. The assumption is that
biblical interpretation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engages in and depends on the
context of readers.1 In this regard, I will wrestle with a thorny question as to how to
answer for the traumatic experience of a community, Johannine or otherwise,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It is my contention that John’s Jesus—an effeminized Jewish
man under Roman imperial rule—should and can collaboratively empower those
wo/men vulnerable to the power of empire to resist its violence through a decolonizing
memory of the Holy Spirit.2 A renewed memory of Jesus as Sophia/Logos will lead to
a hope of theology, eventually dismantling the colonial discourse of domination in the
name of religion.3
Proposing Spirits’ Homecoming as a Hermeneutical Framework
In this section, I will offer a hermeneutical framework drawn from Spirits’
Homecoming, revolving around the following problem: How can Christianity contribute
to healing the wounded spirits of (Korean) comfort women struggling with the haunting
memory of traumatic experiences? Let us start with an overview of the film.4 Overall, it
conjures an appalling memory of the traumatic experiences of the young girls who were
coerced into working as sex slaves for the Japanese soldiers around the end of the WW
II. Mainly, the film deals with a dramatic encounter between two Korean comfort girls,
Jung-Min, the deceased comfort woman, and Young-Hee, the surviving one, through
the medium of Eun-Kyung, who becomes a female shaman after a series of tragic
events, such as a rape by a vulgar, his murder of her father, and subsequently, her
mother’s suicide against the background of today’s Korean society. The film describes
Eun-Kyung as switching back and forth between past and present, and between dead
1 On contextual biblical interpretation, see Daniel Patte and Teresa Okure, Global Bible Commentary

(Nashville: Abingdon Press, 2004).

2 On memory studies, cf. Maurice Halbwachs and Lewis A. Coser, On Collective Memory, The Heritage

of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Jan Assmann,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3 It is important to note here that, since its diplomatic agreement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on
December 28, 201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the Foundation for Reconciliation and
Healing, a civil society institution designed to financially support surviving Korean comfort women. Cf.
Benjamin Lee, “South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Where Do We Go From Her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last modified September 6, 2016.
http://carnegieendowment.org/2016/09/06/south-korea-japan-comfort-women-agreement-where-do-we-g
o-from-here-pub-64488.
4 Accessed on November 11, 2017. http://joent.net/en/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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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ive. She is also depicted as eventually giving in-depth comfort to the two comfort
women—Jung-Min and Young-Hee—by way of Ssitgimgut, a ritual of cleansing or
vindicating the deepest of grievances by sending off the spirits of the dead into the
underworld.5
Obviously, the film is featured with traumatic experience related to sexual
violence, past and present, its haunting memory, and remedy through religious
practices. In the first place, the film bears witness to the traumatic experiences of
comfort women. What is the most striking is that Japanese soldiers burnt them around
the end of the WW II. Remember that the term “trauma” (τραῦμα) basically indicates a
sort of wound, whether it is physical, mental, or spiritual. According to Cathy Caruth,
trauma can be defined as “an overwhelming experience of sudden or catastrophic events
in which the response to the event occurs in the often delayed, uncontrolled repetitive
appearance of hallucinations and other intrusive phenomena.”6 In this sense, the
painting drawn by Kang Il-Chul (1928—), a then-surviving Korean comfort woman
attests to her long-lingering traumatic experience in the comfort station around the end
of the WW II. Shelly Rambo outstandingly notes: “Trauma is what does not go away. It
persists in symptoms that live on in the body, in the intrusive fragments of memories
that return. It persists in symptoms that live on in communities, in toe layers of past
violence that constitute present ways of relating.”7 If this is the case, it can be said that
such a remaining trauma appears in the form of painting. The painting vividly
demonstrates that the Japanese soldiers killed the comfort women by throwing them in a
pit and setting them on fire to get rid of all the evidences involved in running the
comfort station. In the terms of Zorodzai Dube, the suffering conveyed by the painting
serves as a “cultural trauma” in the sense that it is transformed into a societal issue.8

Kang Il Chul, Burning Women © JO Entertainment9
In the second place, the film shows that memory is more flexible than fixed in
hopes that it can help to liberate those living under the shadows of colonialism from its
oppression. In the movie, the memory of traumatic event haunts comfort woman
5 "Ssitgimgut," in Encyclopedia of Korean Folk Beliefs, ed. Tae-woo et al. Kim (Seoul, Korea: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3), 123-25.

6 Cathy Caruth,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11.
7 Shelly Rambo, "Spirit and Trauma," Interpretation 69, no. 1 (2015): 8.
8 Zorodzai Dube,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as Cultural Trauma," Neotestamentica 47, no. 1 (2013):
110.
9 Accessed on November 11, 2017. http://joent.net/guihyang-b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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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or Young-Hee. What is interesting is that memory does not merely reproduce the
atrocious reality of the past, but also creates a hopeful reality of the present by rightly
remembering the past. Such a memory gives rise to a possibility of overcoming the
wounds derivative of Japanese colonialism by remembering the past in a decolonizing
manner.10 Remarkable is the following description:
The film does not seek simply to criticize the Japanese government nor does
it seek to provide shallow comfort for the victims. Instead it aims to
highlight the devastation and tragedy of the history caused by the military of
Imperial Japan, and to heartily send out the message that this cannot be
repeated. So, we dare say that this is not the story of the ‘past’ but of the
‘future’ for all. Furthermore, this is a ‘healing voice’ that focuses on
alleviating the pain of the past.11
To rephrase the quotation, the film is not merely about the past, but also about the future
in the light of the present. As Maurice Halbwachs notes, “it [collective memory] does
not preserve the past but reconstructs it with the aid of the material traces, rites, texts,
and traditions left behind by the past, and with the aid moreover of recent psychological
and social data, that is to say, with the present.”12 Simply put, memory is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in the sense that individual memory ceaselessly interacts
with collective memory, which is expected to meet societal needs in each era.13
Remember that how we remember affects who we are, and vice versa.14 The notion of
collective or social memory under investigation is, by essence, cultural in the sense that
it handles institutionalized memory, transforming history into myth in order to establish
group identity as “us” in opposition to “them.”15 In this respect, the film presents
memory as social and cultural with subversive overtones.
At last, the film underlines the role of religion in coping with the issues of trauma
and memory in a (post)colonial context. More than anything else, my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cultural or religious function of a butterfly, white or yellow, —a symbol of
metamorphosis in both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in general and a symbol of spirit in
the film in particular—as a medium flying at liberty between this world and the other
10 Assmann,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56. “Under oppression, memory can become a form of resistance.”

11 Accessed on November 11, 2017. http://joent.net/en/spirits-homecoming/
12 Halbwachs and Coser, On Collective Memory, 119. See also On Collective Memory, 34. Lewis A.

Coser correctly notes: “our conceptions of the past are affected by the mental images we employ to solve
present problems, so that collective memory is essentially a reconstruction of the past in the light of the
present.”
13 Assmann,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22. Assmann notes: “Despite the fact that it is always the individual who ‘has’ memory, it is
created collectively.” In other words, a group does not contain a memory, but it affects its individual
members.
14 Halbwachs and Coser, On Collective Memory, 47. “We preserve memories of each epoch in our lives,
and these are continually reproduced; through them, as by a continual relationship, a sense of our identity
is perpetuated.”
15 Assmann,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34-44; Jan Assmann and John Czaplicka,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New
German Critique 65 (1995): 125-33.

Trauma, Memory, and the Spirit in John’s Gospel and Beyond

257

worl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film director Cho Jung-Rae makes clear that
butterflies in the film represent the spirits of the deceased Korean comfort women
wandering aimlessly in this world, not entering into the other world mainly due to their
unjust deaths in a shamanistic perspective.16 Significantly, Eun-Kyung, a female
shaman in the film, symbolically plays the same role as a butterfly in the sense that she
negotiates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 and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As the
film suggests, the supposedly best strategy for removing the enormous pain of living as
a formerly comfort woman from Young-Hee is to assist her in meeting with her lost
friend at the comfort station, Jung-Min, who saved her by protecting her from the bullet
targeted at her instead. Since then, Young-Hee has felt guilty for the vicarious death of
her friend. Finally, she begs Eun-Kyung to invoke the wandering spirit of Jung-Min so
that she may help her return home in a form of (white) butterfly.17 Moreover, the
butterflies in the film also invite the audience to fly with the spirits of the dead,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In this way, they can participate in the
suffering of the wounded spirits of the Korean comfort women.
Having said that, I can readily create a hermeneu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colonial trauma of the Johannine community through a postcolonial lens of
Spirit-inspired memory.18 In the Gospel of John, the Holy Spirit serves to reminds us of
the traumatized and resurrected body of Jesus (John 14:26-7).19 Given the resilience of
collective memory, the film seeks to heal the wounded spirits of the Korean comfort
women by way of aesthetic imagination. By the same token, the task of the current
project is to give a message of hope to those wo/men deprived of their human rights to
maintain their sexual integrity by engaging in the biblical theology of John’s Gospel.
Traumatic Memorie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Bible
I propose that we become a butterfly mediating between biblical and real worlds for the
sake of the liberation of subordinated wo/men from repression. An analysis of
representations of women in the Bible would and should fit in well with the purpose of
the current paper of healing the wounded hearts of wo/men in the kyriarchy—a coined
word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Greek words κύριος (“master”) and ἄρχειν (“to
rule’)—, which refers to a hierarchical system of domination and suppression including
16 Accessed on November 11, 2017. http://news.joins.com/article/19533096
17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a yellow butterfly and a white butterfly mean quite different. The former is

a symbol of fortune or good life, but the latter is a symbol of misfortune or bad death according to the
symbol systems culturally developed in the Korean traditional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 For example,
a yellow butterfly—as a symbol of well-being—appears when Jung-Min lives a happy life with her
parents. On the other hand, a white butterfly—as a symbol of the deceased—comes into sight when she
comes back home at the end of the film.
18 For the study of trauma in biblical studies, see David G. Garber, Jr., "Trauma Theory and Biblical
Studies,"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14, no. 1 (2015). On the concept of colonial trauma within
biblical studies, see Tat-siong Benny Liew, "Haunting Silence: Trauma, Failed Orality, and Mark’s
Messianic Secret," in Psychoanalytic Mediations between Marxist and Postcolonial Readings of Thebible,
ed. Tat-siong Benny Liew and Erin Runion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6), 103-07.
19 On the different expressions of memory in John’s Gospel, see μιμνήσκεσθαι (Jn 2:17, 22; 12:16);
ὑπομιμνήσκειν (14:26); μνημονεύειν (15:20; 16:4, 21). Cf. Gary M. Burge, The Anointed Community:
The Holy Spirit in the Johannine Tradition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Pub. Co., 1987),
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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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eyond patriarchy.20 Please notice that the portrayals of women in the Bible is
never monolith, but diverse. To illustrate, Tikva Frymer-Kensky in Reading Women in
the Bible categorizes biblical women as follows: victors, victims, virgins, and voice.
Noteworthy is that there exist more commonalities than differences between the ancient
and contemporary worlds: “our world is not as categorically different from the ancient
world as we would like to believe. The stories do speak to issues in our society.”21
More than anything else, the issue of sexual violence against biblical women captures
my attention, considering that even contemporary women also run the risk of being
victims of sexual assault, abuse, and harassment.
This being the case, the seminal work of Phyllis Trible titled Texts of Terror is
worthy of special note. As Trible elaborates, herstoy, not history, indicates that the
Bible is deeply grounded on identity politics as it pertains to the representation of
women and their sexuality. No doubt, the Bible comes to grips with the most painful or
traumatic experiences of women in terms of gender/sexuality politics. Arguably, the
most striking story is that of the Levite’s concubine in Judges 19. As Yani Yoo notes,
the biblical story in Judges 19-21 best runs parallel to the comfort women story across
spatial and temporal constraints.22 She goes on to state: “through the descriptions of an
unnamed woman’s gruesome death and the massacre of other women, the story invites
the reader to witness and denounce the human evil against fellow human beings,
especially women.”23 After a gang-rape through the night, the concubine’s body is
dismembered into twelve pieces and scattered throughout all the territory of Israel by
her husband. The Levite’s concubine story strikes the reader speechless about the most
ferocious type of violence against a powerless woman. Trible thus notes:
Of all the characters in scripture, she is the least. Appearing at the
beginning and close of a story that rapes her, she is alone in a world of
men. Neither the other characters nor the narrator recognizes her humanity.
She is property, object, tool, and literary device. Without name, speech, or
power, she has no friends to aid her in life or mourn her in death. Passing
her back and forth among themselves, the men of Israel have obliterated
her totally. Captured, betrayed, raped, tortured, murdered, dismembered,
and scattered—this woman is the most sinned against. In the end, she is no
more than the oxen that Saul will later cut in pieces and send throughout
all the territory of Israel as a call to war (1 Sam. 11:7) Her Body has been
broken and given to many. Lesser power has no woman than this, that her
life is laid down by a man.
This story encourages the reader to confront the horrendous violence exercised over
20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But She Said: Feminist Practic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Boston:
Beacon Press, 1992), 8. Schüssler Fiorenza is critical of the tendency of mainstream white feminists to
focus entirely on gender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in overlooking the intersections of gender, sex,
sexuality, class, race, ethnicity, and so on.
21 Tikva Simone Frymer-Kensky, Reading the Women of the Bible (New York: Schocken Books,
2002), 354.
22 Yani Yoo "Han-Laden Women: Korean 'Comfort Women' and Women in Judges 19-21," Semeia 78
(1997): 37.
23 "Han-Laden Women: Korean 'Comfort Women' and Women in Judges 19-21," Semeia 78 (199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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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women in the Bible and the ensuing pain of discovering the fact that the
so-called sacred text justifies oppressive powers over subordinated women and their
victimization in the name of war. Apart from the story of the Levite’s concubine, the
Bible is replete with traumatic memori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in various
ways. Aware of this fact, we have trouble in finding a message of hope to those wo/men
going through sexual assault in the contemporary world.
Re-engendering John’s Jesus as the Sophia/Logos
In spite of all this, John’s Jesus offers a slimmer hope for subordinated wo/men in a
kyriarchal society, ancient and modern. As can be seen below, John’s Jesus can be
re-envisioned as an ambiguous character crossing over gender lines.24 The key point is
that a symbolic attempt to re-engender Jesus as both a male and female character in
John’s Gospel would heal the Korean comfort women from their traumatic memories of
sexual violence in the past. The raison d’être may be that Jesus as the Sophia/Logos
suffers from the traumatic experience of emasculation in the process of the crucifixion,
transferring it into a form of resistance against Roman imperial power. David M. Carr
argues: “What the Romans intended as shameful community-disintegrating, traumatic
memory of crucifixion became the community-founding memory of the Christian
community.”25 It is my hope that re-narrating the trauma of Jesus as the Sophia/Logos
24 Cf. Sung Uk Lim, "Jesus and the Others: Otherness and Identity in the Gospel of John" (Ph.D. diss.,

Vanderbilt University, 2015). In effect, Jesus also crosses over his racial/ethnic identity as a Galilean Jew
by highlighting his role as a mother bearing these two characters as children of God and incorporating
their racial/ethnic identities into a new identity as members of his new family. Jesus’ command of mutual
entrustment between his mother and the beloved disciple allows him to acquire a new race/ethnicity,
inclusive of a Galilean Jew and a Judean Jew. This scene is the climax of Jesus’ racial/ethnic
transgression wherein Jesus crosses his racial/ethnic identity as a Galilean Jew in a way that he
paradoxically becomes a spiritual mother to his physical mother.
It is noteworthy that Jesus is always portrayed as transgressing his racial/ethnic identity by
emphasizing his heavenly identity as the Logos and hiding his racial/ethnic origin as a Galilean Jew.
Throughout the Gospel, Jesus hides his racial/ethnic identity as a Galilean Jew, in spite of the extant trace
as such. In the framework of Johannine dualism, John’s Gospel conceives of Jesus’ family relationship at
two contrasting levels, the heavenly (or spiritual) and the earthly (or biological), with emphasis on the
former rather than the latter. In this regard, it is worthwhile to note that the Johannine prologue (1:18)
introduces Jesus as the enfleshed Logos, the Word of God (1:14), adumbrating the conflict between his
heavenly and earthly identities. For the most part, the Gospel of John has a tendency to emphasize Jesus
as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rather than the son of Joseph and Mary. On the one hand, the heavenly
family relationship between Jesus the Son and God the Father is persistently emphasized throughout the
entire Gospel (1:14; 3:16-18, 35; 5:20; 8:16, 18, 28, 38; 49, 54; 10:17, 30; 14:7; 17:1, 5, 11, 21, 24-25).
On the other hand, the earthly family relationship between Jesus and his father, brothers, and mother
constantly remains in the background. First, even though Joseph is referred to as the father of Jesus (1:45;
6:42), he by no means shows up in the narrative. Second, Jesus’ brothers are negatively portrayed as
disbelieving in him (7:5) after their first, neutral appearance (2:12). Third, the mother of Jesus is
somewhat distantiated from him (2:1-11), although she is finally affiliated with and incorporated into a
fictive family relationship with the beloved disciple at the foot of the cross (19:25-27). Thus, the
implication is that the earthly or biological family can be deemed valuable only if it contributes to the
creation of a new fictive family within the parameters of the heavenly or spiritual family. By
incorporating his biological mother into the spiritual family of God, Jesus implicitly admits his
racial/ethnic identity as a Galilean Jew. Yet, at the same time, he explicitly transgresses his earthly
racial/ethnic identity by performing his heavenly identity as one who produces children of God. On Jesus’
heavenly and spiritual family, see Joan Cecelia Campbell, Kinship Relations in the Gospel of John
(Washington, DC: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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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assist those wo/men exposed to sexual violence in recovering themselves from their
traumatic experience. Here, it is worthwhile to note that “it [trauma] is always the story
of a wound that cries out, that addresses us in the attempt to tell us of a reality or truth
that is not otherwise available.”26 The wretched life as represented by Jesus on the
cross can and should empower them to re-interpret their life with different meanings.
When seen in the light of double-voicedness, Jesus transgresses boundaries of
gender through his ambiguous performance. As a gender-ambiguous character, Jesus
plays a male role as the Son of God on the public level, whereas he plays a female role
as the mother of God’s children on the hidden level. With respect to gender discourse in
John’s Gospel, the dominant male voice and the hidden suppressed female voice
become internally embedded in the Gospel. The reason is that the androcentric voice
takes center stage as the dominant public level, while the gynocentric voice remains
offstage as the suppressed hidden level. Therefore, John’s Gospel as a double-voiced
discourse hints at a jarring contestation between androcentric and gynocentric voices. In
a similar fashion, Sandra Schneiders insightfully notes:
Feminist interpretation also attempts to extract from the biblical text the
“secrets” about women that are buried beneath its androcentric surface,
especially the hidden history of women, which has been largely obscured
and distorted, if not erased altogether, by male control of the tradition.
Sometimes the feminist task involves pointing to that which is plainly in the
text but has remained “unnoticed” or even been denied by exegetes.27
In the light of double-voicedness, Schneiders’ arguments can be re-read to suggest
that the biblical text has the double voices of men and women, but with men’s voices
recorded on the public level and women’s voices neglected on the hidden level. She
further proposes that it is incumbent on a feminist biblical scholar to recover the hidden
voices of women, which still linger in the ears of the readers. For Schneiders, the
bottom line is to subvert the domination of the male-oriented public voices by bringing
into focus the female-oriented hidden voices. Paying full attention to solidarity among
gender differences, I will demonstrate that a more fundamental issue at hand is to
challenge John’s gender binaries, which function as an exclusive system serving both to
elevate the masculine over the feminine and to subordinate the latter to the former. In
this regard, gender ambiguity breaks down the gender role barriers.
Thus, the Gospel of John publicly presents Jesus’ masculine identity as Logos,
while simultaneously hiding his feminine identity as Sophia. There is no doubt that the
Gospel of John is replete with male-dominant images that highlight the father-son
language between God and Jesus (cf. John 1:14; 3:16-18, 35; 5:20; 8:16, 18, 28, 38; 49,
54; 10:17, 30; 14:7; 17:1, 5, 11, 21, 24-25). However, it would be too hasty a conclusion
to argue that John’s Gospel contains merely masculine-oriented gender language.
Carolyn Osiek and David L. Balch aptly argue: “Yet the Johannine Jesus, however
25 David McLain Carr, Holy Resilience: The Bible's Traumatic Origins

Press, 2014), 171.
26 Caruth,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4.

(New Haven: Yale University

27 Sandra Marie Schneiders, The Revelatory Text: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as Sacred Scripture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1),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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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he may seem to exemplify andreia, is also the incarnate feminine wisdom figure,
agent of God’s creation, who calls all to a meal and even feeds them with her own flesh
like a nursing mother, and gives living water to drink like a well-organized mother of a
household.”28 Given his feminine-oriented gender role (e.g., John 4:10, 13-14; 6:35,
50-51),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say that Jesus crosses over the line between
gender roles, albeit with a penchant for the masculine role rather than the feminine one.
Apart from this textual tendency to both highlight Jesus’ masculinity and conceal
his femininity, I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gendered implications of his death on the
cross in the imperial-colonial context.29 It is apparent that Roman imperial powers
render Jesus’ death the most shameful on the cross. According to Marcus Tullius Cicero
(106-43 BCE), a type of death on the cross is considered as “the most cruel and
ignominious punishment” (crudelissimi taeterrimique supplici) in Roman imperial
society (Ver. 2.5.64). For Cicero, miserable as it may be, a public trial still retains some
trace of liberty (aliquod vestigium libertatis) (Rab. Perd. 16). He further states that “the
name cross itself should be far removed, not only from the body of Roman citizens, but
also from their thought, eyes, and ears (nomen ipsum crucis absit non modo a corpore
civium Romanorum sed etiam a cogitatione, oculis, auribus) (Rab. Perd. 16).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implications of crucifixion—as the most ignominious death
imaginable to Romans—apply to the colonized Jews under Roman rule on grounds that
it by no means contains any trace of liberty as a citizen. What is worse, Jesus’ crucified
body—as a naked body on the cross—becomes all the more shameful body by losing
the control of his body. As a result, Jesus’ body turns to be a feminized body in the
sense that he undergoes complete submission to the imperial power of Rome.30
There remains an ironic twist that the forced emasculated body at the contextual
level enables the suppressed femininity at the textual level to symbolically reveal Jesus
as the Sophia giving birth to the Johannine community resisting the Roman imperial
powers deeply rooted in dualistic hierarchies between the ruler and the ruled. In his
imminent death, Jesus ends his life by pouring out blood and water (αἷμα καὶ ὕδωρ)
from his side (John 19:34; cf. 7:37-39; 1 John 5:6).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the blood
and water from Jesus’ side evokes that of the woman in delivery.31 However, Jesus’
feminized body attempts in vain to highlight the weakness of Jesus as a colonized Jew
in the long run. Instead, Jesus’ emasculation strengthens Jesus’ creative agency of
generating the Johannine community as counterpart against the Rome imperial world.
28 Carolyn Osiek and David L. Balch, Families in the New Testament World: Households and House

Churches, The Family, Religion, and Cultur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143.
29 For an overview of masculinity in the New Testament, see Stephen D. Moore and Janice Capel
Anderson, New Testament Masculinities,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Semeia Studies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15-23; Colleen M. Conway, Behold the Man : Jesus and
Greco-Roman Masculinity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Was Jesus a Manly
Man?: On Reading Masculinity in the New Testament," Word & World 36, no. 1 (2016).
30 "Was Jesus a Manly Man?: On Reading Masculinity in the New Testament," 18.
31 On the symbolic meaning of blood and water, see Adeline Fehribach, The Women in the Life of the
Bridegroom: A Feminist Historical-Literary Analysis of the Female Characters in the Fourth Gospel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1998), 127. For theological reflection on blood and water, see also
Craig R. Koester, Symbolism in the Fourth Gospel: Meaning, Mystery, Commun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200-03. For Koester, the blood and water gushing from the wound of Jesus’ side
are symbolic of the humanity and divinity of Jesu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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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a, Memory, and the Holy Spirit in the Gospel of John
Now the time has come for us to concentrate our attention on the renewed memory of
Jesus as the Sophia/Logos who participates in the traumatic suffering of believers and
its remaining memory, especially in resistance against the violence of colonial-imperial
power. This revised remembrance of the past can address the present in assisting
comfort women in transforming them from mere victims to creative agents challenging
the unjust power of empire. Miroslav Volf notes: “When we remember the past, it is not
only past; it breaks into the present and gains a new lease on life.”32 This renewed
memory will decisively shape our identities as we explore redemptive memories of
wrongs.
As Volf emphasizes, memory can play a crucial role in leading those with
traumatic experiences to salvation. First, he conceives of memory as a process of
healing at the individual level. To put it otherwise, the cure of painful experience starts
from its memory. Second, he also sheds light on the function of memory at the
collective level too on the grounds that the victims should publicly reveal their traumatic
experience for the sake of communal transformation. Finally, but most importantly, he
draws particular attention to a new possibility that a shared memory of trauma can lead
to the solidarity across boundaries.
Keeping this in mind, let us try to remember the traumatic experience of John’s
Gospel in a healing mode. A mere look at the Greek text would reveal that the Gospel of
John is the most traumatic one, when compared with the Synoptic Gospels. Notice that
trauma generates negative emotions, say, fear, desperation, helplessness, anxiety, shock,
astonishment, and the like. For example, the Gospel of John expresses the emotion of
“being troubled” (ταράσσεσθαι). The Greek verb ταράσσεσθαι usually goes along with
soul (ψυχή; Jn 12:27), Spirit (πνεῦμα; 13:21), or heart (καρδία: Jn 14:1, 27).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in total sum, ταράσσεσθαι is used 17 times in the entirety of the
New Testament (Mt 2:3; 14:26; Mk 6:50; Lk 1:12; 24:38; Jn 5:7; 11:33; 12:27; 13:21;
14:1; 14:27; Acts 15:24; 17:8, 13; Gal 1:7; 5:10; 1 Pet 3:14), but is found 6 times in
John’s Gospel alone. This implies that the Gospel of John is more attentive to
psychological issue than any other canonical gospels. It would be hastier to conclude
that the word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experience of trauma. But remember that, in
the rest of the New Testament writings, the word is not infrequently used with
trauma-related word such as fear (φόβος; Mt 14:26; Lk 1:12/φοβεῖσθαι; Mk 6:50; 1 Pet
3:14). In the case of John’s Gospel, ταράσσεσθαι appears along with the Greek verb
δειλιᾶν, which means to be afraid. The main point is that the Gospel of John is a very
psychologically problematic text.
This phenomenon results in the impending clashes between the marginal,
Johannine community and the dominant communities, Roman and Jewish, immediately
before and after the crucifixion of Jesus. Therefore, it is morel likely that the Gospel of
John nudges the readers into a potential trauma closely related to Jesus’ death in the
middle of his farewell discourse. In a broader context, Stephen Voorwinde writes:
In the Gospels the semantic proximity of this verb [ταράσσεσθαι] to the
domain of fear characterizes its figurative use. Although no specific
32 Miroslav Volf, The End of Memory: Remembering Rightly in a Violent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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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for fear parallels ταράσσω when used of Jesus, it is impossible to
exclude this dimension. As he faced death Jesus clearly experience
fear.33
As discussed above, Voorwinde rightly adds that the semantics of the Greek word
ταράσσεσθαι concerns the emotion of fear in connection with Jesus’ death.
On the one hand, the Johannine community has a conflict with the Jewish
community on the grounds that the former is a community expelled from the latter (Jn
9:22; 14:42; 16:2). What is more, the usage of the Greek φόβος (“fear”) always goes
along with the “Jews” (ἰουδαῖοι), producing the Greek phrase διὰ τὸν φόβον τῶν
Ἰουδαίων “for the sake of the fear of the Jews” (7:13; 19:38; 20:19) (cf. 9:22). This
suggests that the Jews generate the emotion of fear, which derives from the expulsion of
the Johannine community. As J. Harold Ellens and Wayne G Rollins indicate, fear is a
by-product of the traumatic experience of expulsion.34
On the other hand, the Johannine community comes into friction with the
Romans as represented by its military capabilities. Arguably, the most traumatic scene
in John’s Gospel can be found in John 19:34, wherein Jesus’ side is so ruthlessly
pierced by a spear that the blood and water come out. This testimony is considered as
authentic because it is based on an eye witness (ὁ ἑωρακὼς) (Jn 19:35). All things
considered, John’s community’s traumatic experiences are doubled in that they have to
do with the Jews and Romans. Adele Reinhartz argues: “Of course, we are not
compelled to choose between expulsion and crucifixion; the Johannine community may
have experienced multiple traumas, as do many and perhaps most individuals during
their lifetimes.”35 This being the case, the Johannine community is more likely to have
diverse traumas in its specific context.
In addition, the trauma represented in John’s Gospel pertains to the issue of
uncertainty. For instance, Rambo pays more attention to the middle experience between
death and life rather than jumping hastily into the triumphant joy of life over death
through the example of Jesus’ resurrection.36 As she mentions, John’s Gospel clearly
presents a lengthiest description of the span between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I
would go further by saying that John’s Gospel points to the in-between situation
between Jesus’ resurrections and second coming. The Holy Spirit reminds us of both the
traumatic experience of the Johannine community in fear of the Jews immediately after
Jesus’ crucifixion and its recovery from the trauma upon the community’s encounter
with the resurrected Jesus. In today’s world full of violence and, correspondingly, its
traumatic memories, the Holy Spirit witnesses both the Johannine community’s trauma
and its recovery simultaneously.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in John’s Gospel, memory is described as being
inspired by the Holy Spirit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John 14:26). In the midst of his last
33 Stephen Voorwinde, Jesus' Emotions in the Fourth Gospel: Human or Divine?

(London;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5), 194.
34 J. Harold Ellens and Wayne G. Rollins, Psychology and the Bible: A New Way to Read the Scriptures
(Westport, Conn.: Praeger, 2004).
35 Adele Reinhartz, "Incarnation and Covenantthe Fourth Gospel through the Lens of Trauma Theory,"
Interpretation 69, no. 1 (2015): 38.
36 Shelly Rambo, Spirit and Trauma: A Theology of Remaining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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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ewell before death, Jesus declares that God will send the Holy Spirit as a comforter
(παράκλητος) in his absence, which will remind his followers of what he said to them.37
What is interesting is that Jesus leaves peace to his disciples so that their hearts may not
be troubled and afraid (John 14:27). From this it follows that the Spirit functions to
recall Jesus’ deeds and sayings so that his followers, both ancient and contemporary,
will have utter peace without any fear or anxiety.38
Notwithstanding his promise of the Spirit after his death, Jesus’ crucifixion as a
form of emasculation must be a sheer trauma to his disciples. This becomes all the more
clearer when Jesus shows his resurrected body to his disciples after his first appearance
in front of Mary Magdalene (Jn 20:19-23). Jesus’ disciples have “the fear of the Jews”
(τὸν φόβον τῶν Ἰουδαίων) such that they get the doors locked (Jn 19:19). The moment
when Jesus appears before his disciples, he gives his promised peace (εἰρήνη) to his
disciples after showing his wounded hands and sides (Jn 20:20). It is not to be forgotten
that the traces of Jesus’ trauma inflicted on his body are being used to testify to his
identity, as is the case with Jesus’ encounter with the doubtful Thomas (Jn 20:27). This
implies that Jesus’ disciples are troubled with their traumatic memory of Jesus’
crucifixion prior to their encounter with the resurrected Jesus. Jesus finally grants them
with the Spirit after having blown his breath on his disciples (Jn 20:22).
As this episode suggests, we have the traumatic memori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omfort women in the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 At the same time, a
memory of trauma tends to cause the fear of, and anxiety over the world replete of
violence, sexual or otherwise. However, we should remember that the Spirit helps us
recall the process of the resurrected Jesus’ healing of his disciples, who are anxious
about imminent threats from their opponents. I want to add that Johannine theology is
featured with the theology of remaining (μενεῖν), which can be translated into a way of
remembering of Jesus’ words and deeds. In this respect, the mode of remaining with
respect to the memory of Jesus’ bright love (Jn 8:31; 15:7, 9-10) invariably competes
with the mode of remaining with respect to the traumatic memory of the world’s dark
hatred (Jn 12:46). As Rambo sharply points out, the memories of presence/life and
absence/death are intermingled with each other: “It (μενεῖν) is an accompanying and
attending presence that always carries with it the marks of suffering and death.”39 It is
only thanks to the Spirit-inspired memory that we can rescue us from the haunting
memories of our suffering to the extent that the traumatized and resurrected Jesus has
the willingness to partake in our sufferings. In other words, the Spirit-inspired memory
is “a cry arising from the abyss,” in the sense that it contains memories of both trauma
and its retrieval.40 Therefore, the Spirit-inspired memory is not a victorious or
37 For the semantics of παράκλητος, see Raymond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Xiii-Xxi

(Garden City, N.Y.: Doubleday, 1966), 1135-44. To sum up, the Paraclete is a witness to Jesus’
innocence, his spokesman, a comforter or helper of his followers.
38 For a historical exegesis of John 14:26, see Peter Stuhlmacher, "Spiritual Remembering: John 14.26,"
in The Holy Spirit and Christians Origins: Essays in Honor of James D. G. Dunn, ed. Graham N Stanton,
Bruce W. Longenecker, and Stephen Bart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4).
39 Rambo, Spirit and Trauma: A Theology of Remaining, 104.
40 Spirit and Trauma: A Theology of Remaining, 172. Interestingly enough, Rambo construes John’s
remaining theology, not in binaristic or oppositional manners, but in ambivalent or coexisting manners.
Cf. "Spirit and Trauma." She remarks: “This picture of redemption cannot emerge by interpreting death
and life in opposition to each other. Instead, theology must account for the excess, or remainder, of death
in life that is central to trauma. This reconfiguration of death and life, viewed through the lens of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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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umphant mode of life over death, but a complex or ambiguous mode of life in the
midst of death.
Concluding Remarks
In conclusion, I compare the role of a shaman in the film with that of the Holy Spirit in
John’s Gospel to highlight the salvific aspect of Christianity. In Ssitgimgut, a shaman
plays the role of letting the deeply-wounded spirit speak by borrowing the body of the
shaman. While the spirit testifies to the true story of its traumatic experience to other
people, a shaman propitiates it to send it off into the other world from this world. In
similar but different fashion, the Spirit enables those haunted by memories of trauma to
remember the resurrected body of Jesus. The mystery lies in the fact that the resurrected
body preserves the mark of trauma as well. There is an ironic twist that the
Spirit-inspired, or true remembrance of Jesus as both a traumatized and resurrected
body heals his followers, ancient or contemporary, from their own trauma. It is not to be
forgotten that the Holy Spirit or Paraclete is called the Spirit of Truth (Jn 14:17; 15:26;
16:13).
As the Sophia/Logos, Jesus gives genuine comfort to those women divested of
their human dignity. In this regard, I dare to coin the phrase “the Spirit of Comfort,”
given that the Holy Spirit has such an epithet as παράκλητος. This idea is greatly
indebted to the imagination of black theology in general and womanist theology in
particular.41 By analogy, the Spirit of Comfort is comparable to the Black Christ by
employing the African American religious imagination. Bearing in mind that womanist
theology finds fault with the androcentrism of the Black Theology, I configure the
concept of the Spirit of comfort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n comfort women’s
experiences of victimization by the Imperial Japanese soldiers and their own people
during and after the WW II, respectively. There arises a serious question as to whether
the envisioning of the Spirit as a comforter has salvific effect for comfort women in
Korea and beyond. In Power in the Blood?, Joanne Marie Terrell states: “Yet the reality
of violence in black women’s lives informs their theodical attempts to ascribe meaning
to their suffering and to affirm the divine assistance to gain victory over it……Perhaps
that is redemptive for a survivalist, but for many survivors of violence, the crucifix is a
supreme reminder of God’s with-us-ness (that is, of God’s decision to be at-one with us;
or, better said, of the fact that we are already at-one).”42 She goes further by saying that
the scandalous event of Jesus’ crucifixion is empowering to those who suffer: “the
cross, in its original sense, embodied a scandal, that something, anything, good could
come out of such an event. Seen in this light, Jesus’ sacrificial act was not the objective.
Rather, it was the tragic, if foreseeable, result of his confrontation with evil. This
bespeaks a view of Jesus and the martyrs as empowered, sacramental, witnesses, not as
victims who passively acquiesced to evil.”43 The final result is that Jesus’ redemptive
power renders sacred the blood of the comfort women.44 Let me finish this paper by
unearths a distinctive theology that can witness the realities of the aftermath of trauma (12).”
41 Cf. James H. Cone, The Cross and the Lynching Tree (Maryknoll, N.Y.: Orbis Books, 2011);
JoAnne Marie Terrell, Power in the Blood: The Cross in the African American Experience, The Bishop
Henry Mcneal Turner/Sojourner Truth Series in Black Relig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8).
42 Power in the Blood: The Cross in the African American Experience, 125.
43 Power in the Blood: The Cross in the African American Experience,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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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the lyrics of the main song of the film Sprits’ Homecoming in Korean.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잇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날더러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리잇고
나는
가시리 가시리잇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잡사와 두어리마난
선하면 아니 올세라
나는
설운 님 보내옵나니
설운 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뎌 오소서
가시는 듯 도뎌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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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o ‘Trauma, Memory, and the Spirit in John’s Gospel and Beyond’

Nancy Jiwon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Professor Lim for his thought-provoking and
inspiring paper. I would also like to thank him specifically for making it necessary for
me to watch Spirits’ Homecoming, which I did for the first time last week. I wanted to
see the film when it came out, but was not able to make it to the cinema. Despite the
harrowing subject matter, which I must admit made the film difficult to endure at times,
I am extremely glad to have watched the film in its entirely. It was beautiful, moving
and powerful, and I can see why you were moved to write about the work. Its portrayal
of the experience of comfort women and exploration of how their trauma might be
eased and, ultimately, even overcome through religion, makes it an intriguing model for
theological reflection and engagement here today. The approach is also very timely
given the recent rise in scholarship about trauma and the Bible, such as Bible Through
the Lens of Trauma, edited by Elizabeth Boase and Christopher G. Frechett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6).
Your proposal that Spirit’s Homecoming might operate as a hermeneutic
framework for thinking about how Christianity can contribute to healing the wounded
spirits of comfort women is welcome in searching for an apposite theological response
to this difficult and sorrowful social issue. In your reading of the film, I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your discuss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comfort given by Eun-Kyung, the
young shaman, to the comfort woman survivor, Young-Hee, which you later link with
the comfort offered by Christ, the Man of Sorrows, who has also undergone trauma.
This idea resonated with my own work on women’s religious writings, another cultural
and theological mode of protest against the kyriarchy. For instance, Dora Greenwell
(1821-82), one of the Victorian Christian woman writers I work on, asserted that:
my feeling about the Cross---that is, Christ’s work of labour, and pain, and

death, is not, as Mr. A. says, ‘the deification and exaltation of pain,’ in which I
personally have never found any deep or true revelation of God; but rather a
solemn witness to God’s sympathy with man’s sorrow; and enigma, supposing it
to be such, cast down by God alongside of the sorrowful problem of human life,
not explaining it, but recognizing it.1
Greenwell’s thinking provides historical evidence of the power of God’s ‘with-us-ness’,
which you later also discuss in relation to the Holy Spirit as comforter, to wo/men
throughout history, who identified with, and were sustained, strengthened and motivated
by their understanding of Christ as one who has undergone intense pain and trauma.
Your discussion of Christ’s identity as a feminized Emmanuel, who is ‘with us’ in
suffering through His own denigration and passion, also reminded me of Henri
Nouwen’s concept of the ‘Wounded Healer’ and his discussion of the liberational
aspects of Christ’s incarnation and identity as Emmanuel -- ‘God with us’ -- as
expressed in works such as Compassion (1982), written with Donald P. McNeill and
Douglass Morrison.
In this context, I reflected that, when you use the term ‘comfort’ to describe the
transformative relationship that develops between Young-Hee and Eun-Kyung (no
doubt, in relation to the phrase ‘comfort women’), you are also talking about
‘compassion’ and the power of solidarity and mutual understanding borne out of shared
experience. Comfort means ‘strengthening, encouragement, incitement’ (‘comfort’ n.,
OED 1a), but compassion means ‘suffering together with another’ (‘compassion’ n.
OED 1); for us, the word also reminds of us of Christ’s passion. As you aptly point out,
in Joanne Marie Terell’s words, ‘the crucifix is a reminder of God’s with-us-ness’.
Significantly, Eun-Kyung is able to identify with the comfort women and even enter
viscerally into their memories because of her own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The
women are able to enter into relationship and community together through their shared
experience, and it is from this position that Eun-Kyung can become a spirit of comfort
able to heal Young-Hee and liberate Jung-Min’s soul.
Christ’s solidarity through His experience of crucifixion is especially significant
1 Dorling, Memoirs,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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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the wound aspect of trauma that you discuss. As you point out, ‘the
resurrected body preserves the mark of trauma’. His wounds testify to his passion, and
recognition of them aids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of Doubting Thomas. In Spirits’
Homecoming, testimony also seemed to me to be important and transformative.
Young-Hee testifies to her past by officially reporting her case, and Eun-Kyung’s
testimony for Jung-min in corporeal form at the end of the film is a type of sacramental
witness. It might also be worth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stimony and agency
in the process of liberation. On page 9, you discuss how remembrance of the past can
assist in the transformation of women ‘from mere victims to creative agents’. This
statement reminded me of Phyllis Mack’s essay ‘Religion, Feminism, and the Problem
of Agency’ (Signs (2003), pp.149-77), in which Mack notes that:
According to theories of what the philosophers Catriona Mackenzie and Natalie
Stoljar call “relational autonomy,” a person needs certain qualities in order to
achieve “autonomy competency,” a sense of selfworth, the capacity for moral
judgment, the ability to be understood (Mackenzie and Stoljar 2000, 3–31, esp.
17). All of these require a condition of social connectedness, and they may be
impaired by conditions of social oppression. But autonomy itself remains an
individual matter, involving the exercise of choice, the satisfaction of individual
preferences, and the capacity for rational self-government. Likewise, a person’s
capacity to be a free agent may be generated in the context of relationships, of
conditions of dependency, or out of the individual’s subjection to an external
power, but agency itself is defined as the individual’s ability to act according to
her own best interests and to resist oppressive power relationships. The
traumatized victim of rape may only be able to achieve a sense of restored
selfhood with the help and sympathy of others, supported by an audience willing
to hear and validate her story.
These thoughts seems highly relevant to the story of Spirits’ Homecoming and may be
helpful in discussing the process of overcoming trauma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Your section on the traumatic memorie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Bible
offered a helpful introduction to this new area of scholarship for me. I was so fasc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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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hyllis Trible’s assessment of the story of the Levite’s concubine that I consulted my
Handbook to Women Interpreters of the Bible: A Historical and Biographical Guide
(2012) to see what female exegetes have historically said of bible stories about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I was surprised to find that there is very little women’s
commentary on or interpretation of these problematic narratives. It may be that there are
texts still waiting to be recovered, but, as Marion Taylor and others have pointed out
that women interpreters of the Bible have tended to write about the female characters of
the Bible that they could identify with, such as Martha or Ruth, or inspiring women,
such as Deborah, it would follow that they did not write about the most negative and
shameful biblical portrayals of women. This fact highlights that scrutiny of the darkest
and most uncomfortable biblical passages about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is not
only new but also necessary and brave. As your assert in your abstract, biblical
interpretation ‘depends on the context of readers’ and engagement with such passages
through the eyes of those suffering from similar traumas today has the potential to offer
profound new theological insights and truths.
Finally, in terms of your last section on trauma, memory and the Gospel of John,
I wondered if some discussion of the Revelation to John might also be helpful and offer
further illumination, especially in terms of the trauma of the Johannine community and
its hopes for vindication and justice at the eschaton. Indeed, the theological approaches
that you discuss feminist, African American, and womanist theology are all, to some
extent, theologies of liberation, defined by Gustavo Gutiérrez as ‘a theological reflection
born of the experience of shared efforts to abolish the current unjust situation and to
build a different society, freer and more human’. It seems significant that the
Apocalypse of John is a key text for liberation theologians for its promise that ‘they
which came out of great tribulation’ will be made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ir tears will be wiped away by God in a place where there is ‘neither sorrow, nor
crying’. It also seems significant that Revelation is a text much critiqued for problematic
sexual politics and which has also been read in terms of postcolonial theory -- for
instance, Jean Kim’s ‘“Uncovering Her Wickedness”: An Inter(Con)Textual Reading of
Revelation 17 From a Postcolonial Feminist Perspective’ problematizes the metaphor of
the whore of Babylon in this light. Thinking about eschatological hope might also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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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of thinking more about Spirits’ Homecoming’s ending; after all, the final scene of
the film, which is devoted to the redemption offered to Jung-min, depicts an afterlife in
which heaven is a love feast shared among kindred washed clean of their suffering.

I will finish with three questions:

1) What do you consider to have been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new insights
gained from reading the Bible through the lens of trauma?
2) In explaining for us the trauma of the Johannine community, you discuss the
emotion of fear, which has emerged out of expulsion, but later in the essay,
expulsion is not mentioned again. Please could you reflect on how this idea
might also operate in terms of your reading of the film, and for trauma victims
like comfort women survivors today?
3) You argue that the crucified Christ is not only a masculine figure of Logos but
also of Sophos, using the idea of the double-voiced discourse. I’m very
interested in this theory that an alternate female voice can be found underneath
the orthodox masculine text, because a similar theory has become very seminal
in relation to women’s poetry. I would like to learn first of all how widespread
this idea is in biblical studies, and would like to know how the idea of Christ as
Sophia might or might not relate to earlier traditions of embracing the femininity
of Christ; for instance, I’m thinking of the medieval tradition of Catherine
Bynum Walker’s Jesus as Mother: Studies in the Spirituality of the High Middle
Ages (U of California Pres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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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보이 지젝의 기독교 비판:
종교적 도착에서 혁명적 전환으로
발표: 김 용 성(삼육대) · 마 상 룡(고려대)

1. 들어가는 말
지젝(Slavoj Žižek)은 오늘날 종교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비판하는 무신론자의 역설
을, 진보주의와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영원한 혁명만이 기독교의 보수주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체스터턴(Gilbert Keith Chesterton)의 논리를 빌려 보여준다(지
젝, 『죽은 신을 위하여』 62). 그 논지는 종교가 자유와 인간성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종교와 싸우는 과정에서 세속을 옹호하고 저 세상을 증오한 나머지
궁극적으로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자유 자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의
것들을 부정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 자신의 자유와 세속의 것을 파
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교에 의해 침해받은 자유를 회복하고자 하
는 투쟁이 자유 자체를 희생시키는 역설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신의 나라를 옹
호하고 종교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세속적인 것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광신주의자는
결국 의미있는 종교체험과 종교성을 상실하게 되고 만다. 이렇게 종교를 맹목적으로 옹
호하거나 반대하는 자는 똑같이 자신이 본래 지키고자 한 것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비난하면서 피하고자 한 상대의 모습과 논리와 동일시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근대 이래 오늘날의 시대적 풍경은 종교적 믿음이 해체되고, 기독교의 많은 신앙인들
도 예수에 의한 사랑으로 인간이 구원받은 사건을 진심으로 믿지 아니하고, 믿는 척하
는 ‘부인된 신앙’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현실적으로 종
교적으로 더 이상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젝의 기독교에 대한 관점은 정말로 믿지 않고 살짝 믿는 척하는 종교로 전락한 기
독교의 근본(신앙심, 종교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예배 의례로 고착화(固着化)되고 형

해화(形骸化)된 기존의 기독교를 ‘생성-중인-기독교’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지젝,

『죽은 신을 위하여』 19). 그렇다면 생성-중인-기독교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 계시(영성)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직접 침투하여 사회적으로 구
현된 모습이다. 그것은 곧 신·예수의 사랑이라는 영성(靈性)이 사람들 사이의 마음과 관
계 속에 살아서 삶과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사회적 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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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독교성의 회복 : 종교적 도착에서 사랑의 혁명으로의 전환
지젝은 기독교를 혁명적으로 혁신시키는 방법을 바울 신학 등 기독교의 정통신앙

(orthodoxy)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지젝, 『죽은 신을 위하여』 18). 여기서 지

젝은 보수적인 기독교 정통신앙을 옹호하는 체스터턴의 텍스트들을 인용한다(지젝,
『죽은 신을 위하여』 58~63). “정통파야말로 진정 전복적이고 나아가 혁명적이다”라는
것이다. 정통파가 되는 것은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과 위험에 직
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통파는 문자 그대로의 주장과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 진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항상 의식하고 그 거리를 좁히려는 모험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탐정소설은 강도들이나 도둑들이 겉으로는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이지만 속으로는 즐기라는 외설적 초자아의 명령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신랄하게 보여준다. 범죄적 위반은 법 안의 테두리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며 법의 부
족함과 한계를 넘어서 즐기라는 초자아의 명령에 복종하는 몸짓이기도 하다. 이러한 탐
정소설은 범죄자들의 이런 초자아적 위반 행위에 굴하지 않는 탐정의 도덕성에는 법의
위반을 즐기라는 초자아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가장 어둡고 무모한 음모”가 도사리
고 있음을 폭로하는 혁명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지젝은 여기서 헤겔의 변증법의 핵심을 발견한다(지젝, 『죽은 신을 위하여』

61). 법과 법을 위반하는 범죄 사이의 외적 대립은 사실은 특수한 위반과 절대적 위반
사이의 내적 대립이라는 것이다. 보편적인 법의 수호 대 위반의 특수한 범죄 사이의 대
립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실제로는 보편적 위반 자체의 내적 분열(특수한 위반과 절대적
위반)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외적 대립의 내적 분열로의 헤겔적 이행,
즉 관점 이동은 법과 위반의 악순환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때 법에 대립하고 법
을 넘어서고자 하는 위반은 법의 지평 내에서의 위반이고 법으로 귀환하는 위반이다.
하지만 보편적 위반 자체의 내적 분열은 초자아적 명령에 복종하는 위반이 아니라, 법
과 위반의 악순환에서 탈피하여 위반의 대립항인 보편 법칙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의
전복적 혁명적 관점을 보여준다.
지젝은 다시 체스터턴의 통찰로부터 기독교의 도착성의 핵심에 접근한다(지젝, 『죽
은 신을 위하여』 78~96). 체스터턴은 삶에 대한 즐겁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교
와 달리 기독교는 금욕과 죄의식이라는 음울한 질서를 강요한다는 상식적 오해를 뒤집
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죄와 금욕의 형식 속에서 춤추고 술 마시면서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교도적 양식은 삶의 종국에는 죽음과 부패가
있으니 사는 동안에 자기 욕망과 쾌락을 포기하지 말고 충분히 즐기라는 것이다. 이렇
게 보면 기독교는 이교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된다. 현세에서 맘껏 쾌락
적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이교도적 목표는 절제와 금욕이라는 슬픔을 대가로 치르면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이러한 도착적 논리를 밀고 나가면, 기독교
는 현세의 쾌락을 포기하는 희생의 종교가 아니라, 생이 끝나는 지점에서도 죽음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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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의 고통을 두려워함이 없이 욕망과 쾌락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종교로 탈바꿈하게 된
다. 더구나 이러한 도착적 신앙심은 예수의 대속(代贖)으로 인해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도 세속적 쾌락을 힘껏 추구할 수 있고, 그러하면서도 죽은 뒤 천국까지 보
장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도착적 신앙
의 전제는 예외적이고 완전한 타자에 의존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살든 예수
(신)을 믿는다면, 전지전능하고 자비로운 존재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의 논리에 의
존하는 실존 양식인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가 도착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때,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종교가 처벌받지 않고 삶을 즐기게 해주는 안전장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지젝, 『죽은 신을 위하여』 83)

그렇다면 이러한 도착적 쾌락의 대가는 무엇인가. 라캉(Jacques Marie Emile

Lacan)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순수 욕망’(욕망의 윤리)의 포기이자 희생이다. 세속적
인 쾌락에 타협하는 욕망은 자신의 내적인 충동과 사랑의 욕망은 포기되고 일상적인 행

복과 안녕에 안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도착적 형태는 ‘우리의 진정한 욕망,
각자의 마음 속에 꿈틀거리는 신적인 사랑을 향한 소망을 배반하면, 일상의 사소한 쾌
락을 모두 마음껏 누리게 되리라’는 구조로 우리를 굴복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도착적 위반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주관적 욕심을
투사한 환상적 타자에 안주하거나 구속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일상적 쾌락
너머의 예수의 사랑인 영성을 만나 새로운 세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라
캉이 말한 “네 욕망을 타협하지 말라”가 의미하는 바는 “너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신이라는 실재에 대한 지젝의 이해가 간명하게 드러난 구절은 다음이다(지젝, 『죽은

신을 위하여』 127~129).
우리를 신과 결합하는 것은 인간과 신의 근본적 분리 바로 그것이다. 신은 그리스도
의 형상을 취하면서 신 자신과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신과 분리하는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간극이 신 자신에 내재한다는 것
을 깨닫는 것이다(기독교는 라비노비치에 관한 우스갯소리의 궁극적 버전이다).
[중략] 모든 것이 외관의 상호작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실재계는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실재계는 접근 불가능한 사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간
극, 즉 인식된 대상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편파적 시점으로 왜곡하는 적대라는 ‘바위’이

다. 또한, ‘진리’는 ‘진짜’ 사물의 상태, 즉 시점의 왜곡을 거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직
접적’ 시각이 아니라, 시점의 왜곡을 야기하는 적대의 실재계 바로 그것이다. 진리의 자
리는, 시점의 왜곡 너머에서 ‘사물이 정말 그 자체로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을 다른 관점과 구분하는 바로 그 간극이요,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넘어
가는 이행이요, 두 관점이 양립할 수 없게 하는 간극(여기서는 사회적 적대)이다. ‘불가

능으로서의 실재계’는 사물에 대한 ‘중립적’ 무관점의 시각을 애초에 획득할 수 없게 하
는 원인이다. 진리는 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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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 시점과 편파적 시각으로 왜곡된 진리가 아니라 시점적 왜곡 그 자체의 진리이다.
라캉적 실재를 의미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주체에게 다가오는 진리는 구체적인 내용

으로 현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덩어리처럼 의미화에 저항하는 ‘공백의 자리(실재)’이다.
또한 진리는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이행하는 ‘관점의 차이’이고, 중립적 객관

주의 관점과 다수의 주관적 관점만 있다는 주관주의의 관점을 양립 불가능하게 하는 사

물의 ‘구성적 간극’이다. 이러한 실재의 공백에 접근하는 주체의 방식이 헤겔의 자기와
관계하는 절대적 부정성, 프로이트의 죽음충동이다. 이는 실재를 인간이 경험할 수 없
는 한계로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할 것이면서 동시에 항상 이미 경험하는 것
으로 정립하는 태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체의 접근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신이자 인간인 예수는
신적인 관점만으로도, 인간의 관점만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실재와 진리는
신성(神性)의 긍정이나 부정만으로도, 인간성(人間性)의 긍정이나 부정만으로도 접근할
수 없다. 둘 중 어느 하나의 긍정이나 부정의 자리가 아니라 긍정과 부정이 겹쳐지는
부정성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신의 초월성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신의 인간에
게로의 내재성을 긍정하는 자리, 곧 신의 사랑의 표현인 신의 내적 분열을 보여주는 자
리이다.

문제는 믿음과 죄의 측면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한 ‘그리스도의 위상’이다(지젝,

『죽은 신을 위하여』 163~167). 십자가 위의 예수는 자신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알았
는가, 몰랐는가? 만약 부활을 알았다면 모든 것은 가짜 연극일 뿐이고, 몰랐다면 신의
무능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

도에 대한 믿음’인가, 아니면 ‘신도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순결한 믿음 때문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믿음 때

문인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사실이 아니
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그리스도의 순결함)이다. 기독교가
제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믿는다고 가정되는 주체라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진정으로 믿는 누군가
(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을 수 있다.”(164~165)

하지만 지젝이 보기에, “그리스도와의 합일, 진정한 그리스도 닮기는 그리스도의 회의

와 불신에 동참하는 것이다.”(165~166) 인간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
는다고 가정된 주체가 우리를 대신해 나보다 더 잘 믿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하는 순간에 동참할 때라는 것이다. 이는 바로 신과 인간이 내적 분열과 결핍으로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주체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를 정화시키는 희생인가, 아니면 죄에 참여하는 것인가
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여기서 지젝은 바울의 해석인 참여의 해석을 지지한다. 인간
이 지은 죄를 순결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희생양의 해석은 신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만드는 해석으로 인간에게 자유보다 구속을 줄 수도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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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로 죽음에 처하게 된 인간이 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죄된 인간의 운명을 끝까지 함께했다는 참여적 해석은, 인간이 죄
로 자유로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죽음의 시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
음에 참여하여 죄짓는 육신의 삶이 함께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인간은 누구나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예수의 재림은 초월적인 실재로서의 신이 인간 예수의 몸으로 이 지상 세계에 와서
죽고 부활한 사건이다. 이때, 신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신의 자기 계시
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으로 부활한 것은 현실 공동체 속에 이미 항상 인간
을 구원하고 있는 사랑의 신이 임재해 있음을 나타낸다.
기독교의 영성은 이 세계 혹은 지상의 인간 안에 들어온 신 또는 신적인 것으로서 인
간이 간구하고 욕망하는 대상이다.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고자 하는 갈망은 신적인 영
성을 욕망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도 그것을 지배하거나 길들일 수 없는 것
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성(人間性)을 넘어선 인간 안에 있는 신성(神性)이기 때문
이다. 영성은 외려 인간성이 신성에 의해 쪼개지고 재구성되는 근원적 힘이다. 영성은
인간성의 사회적 거세와 유한성을 넘어서는 동력인 것이다.
유물론적 신학을 제창하는 지젝의 근본 의도와 통찰은 기독교의 영성으로 사회적 거
세와 인간성의 제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영성을 통해 주체는 신앙적 의
미화의 연쇄 속으로 기입되고 구원의 시간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

3. 나가는 말
지젝이 보기에,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초월적인 신의 죽음으로 인한

신의 내재성과 동시에 내재적 초월성을 가리키는 누빔점이다. ‘예수’라는 기표 또는 이

름은 절대적 사랑으로서의 신의 특성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두려움 등의
속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만이 아니다. ‘예수’라는 기표는 현실의 질서나 인간적 욕망
에서 억압된 신적인 사랑을 실정화한 것(대상 a)이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 현실
의 한계나 모순, 인간적인 한계나 나약함을 표지하고 그것에 저항하고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의 신적 질서를 현실 속

에서 새롭게 구성하고 구현해 낼 수 있게 된다. 예수의 마음인 영성이 개인의 심성 안
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내재하는 ‘개인적 영성’뿐만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몸과 마음이

맺는 ‘관계적 영성’이 온전히 발휘된다면, 그 형태만 남아 있고 사실상 그 의미와 가치

는 날로 부실해져 가는 도착적인 기독교는 본래적인 사랑의 영성으로 혁명적 전환을 이
루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지젝의 통찰이다.
신의 초월성에 대한 숭배는 현세에서는 만날 수 없는 내세적 거리를 강조하고 현세의
참된 믿음을 내세로 연기하는 사후 천국의 보장을 바라는 보험 신앙으로 타락한다. 또
한 신의 내재성에의 몰입은 현실의 부와 권력과 명예가 신의 은총이라는 현세주의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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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신앙으로 변질되게 된다. 반면에, 지젝이 주창하는 생성-중인-기독교, 곧 신의 실존
과 그 토대 사이의 간극, 즉 신의 내적인 자기 분열로 가능한 신의 내재적 초월성에 대
한 믿음은 세속적인 것 속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종교적인 것의 도래와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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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본 샤머니즘’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 하야시야마 가오리(대전과학기술대학교)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본 샤머니즘’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제 전공이 국어학이

다 보니 특히 ‘단군’의 어원, 아리랑과 쓰리랑의 의미 해석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와 같이 전공자가 아닌 문외한이 강준수 발표자님께 질문을 드
리는 점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하며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샤머니즘 연구는 사회인류학, 종교학, 민족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다양한 관점
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 연구는 생태학의 관점에서 샤머니즘이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사려됩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지배자, 피지배자가 아닌 평등주의적 관계로 볼 때 거기에
서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는 샤머니즘적 사상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샤
머니즘이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새롭게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도 논하고 계십니다. 자연이 개발되고 도
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형성되는 자본주의적인 관계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의 불안감, 욕망 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샤머니즘이 주목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됩
니다. 그리고 인류역사 상 제일 오래된 종교적, 신비적, 의학적, 심리학적 전통을
지닌 샤머니즘은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문명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학적 측면에서 샤머니즘을 볼 때 범세계적인 자연관도 있으나, 지역별로 자
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자연관이 상이합니다. 그렇다면 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발표자님께서 자연관의 차이가 샤머니즘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
각하고 계시는지요?
2. 심층생태론에서는 인간의 자기실현은 자신이 자연과 연대감을 느낌으로써 이룰
수 있고,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동일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
다. 생태적 세계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영성적인 차원을 도입한다는 점과 샤먼의 역
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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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다룬 내용이 제한된 지면 관계 때문인지 상세히 다뤄지지 않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토론자의 한계를 느끼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논문을 검토하면서 많은 지식을 쌓게 해 주신 발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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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o “The Trajectory toward True Charity and Prudencce in Emma”

Yujin Cho (Sogang University)

Thank you for opportunity to present my comment on the paper by Suhyun
Shin. This paper showed that Emma and Mr. Knightley pursue the true charity and
prudence. Jane Austen represents a marriages based on mutual respect. Marriage is
meaningful because despite of each lacks, it is a combination of Emma's true charity
through self-examination and Mr. Knightley's prudence and sensibility. In particular, it
is interesting to analysis that for Austen, the way her heroines (or heroes) reach maturity
is to receive an award from her Lord and her Savior Jesus Christ for the highest degree
of humanity she finds.
After reading this paper, two questions came across my mind.
1) Given that “Emma’s imagination is usurped by Knightley’s intelligence” (Shin
5), do you think Mr. Knightley has no positive influence on Emma’s growth? I
mean everyone around Emma admires and considers her as perfect woman, but
only Mr. Knightley has objective view on her as the flawed young woman, and
advices her. Mr. Knightley plays important role for Emma.
2) What does Emma and Knightley decide to remain at Harfield mean? I think
their decision would be a good basis for possibility to develop into better self
from an equal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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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희, ｢영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나타난
글로벌 위험사회와 종교적인 힘｣에 대한 토론문

홍 주 영(공군사관학교)

정신희 선생님의 발표문은 울리히 벡의 글로벌 위험사회에 대한 충실한 리뷰로

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9.11 테러 소재 영화를 통해 ‘위험사회론’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종교적인 힘’에 대해 그 가능성을 제기하는 논문입니다. 발표문으로서
도 논점이 잘 제시되어 있으나, 저는 토론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
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문에서는 글로벌 리스크와 보험 간의 문제에 대해서 길게 서술되어 있
지만, 그 부분과 영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잘 이어지지 않는 듯합니다. 논지를
영화에 적용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가능할지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발표문에서 논자께서는 “인간은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종교적인 힘

을 강구한다.”라고 하면서, “종교적 암시가 글로벌 위험사회의 출구”로 간주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이 국가사회, 글로벌사회 등 개인

을 넘어선 부분을 다룬다면,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종교적인 힘’은 ‘구원’ 혹은

‘재난을 극복하는 힘’ 등 개인에게 한정된 듯합니다. 혹시 ‘종교적인 힘’의 사회적인

효과에 대해 더 말씀해주실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에 닥친
사람이 힘을 내는 데 종교적인 암시가 큰 힘을 발휘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리스크
를 직시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셋째, 이번 질문은 김영원 선생님께서 던지신 질문과 연관된 것이라서 김영권 선
생님께서 부연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TV의 리스크 연출과 신화의
리스크 연출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TV에서 보이는 리스크의 진실을 파보

거나, 신화 속 치명적인 재앙을 상세히 파본다면, 벡이 말하는 ‘위험사회’를 직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TV의 리스크 서사는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는 그 프레임을 애초부터 벗어나 있습니
다. 신화를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본다면, 신화에서 리스크를 이해하는 프레임에는
무엇이 있으며, 리스크가 그 프레임을 초월하는 경우에는 신화가 어떤 모습으로 드
러날까요.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나누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린 후, 토론자로서 ‘위험사회론’에 대한 생각을 전개해보겠습

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국가’에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국경의 구분 없

이 편재하는 리스크를 국가 단위로 이해하고, 국가 단위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벡
의 ‘위험사회론’은 그러한 상상력이 ‘한계’라는 것을 밝힙니다. 또한 리스크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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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글로벌한 것으로 ‘국가’라는 실체적 구속력과 그에 대한 상상력은 점차 깨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는 생각은 글로벌 리스크 혹은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
되지만, 그 리스크로 인한 이익은 국가 간 불평등 혹은 사회적 계층화에 의해 차별
적으로 향유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큰 경우,
재앙에 눈을 감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재난을 ‘신의 재앙’으로 해석하는 인간

의 종교적 상상력은 피해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더 진작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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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학술대회
▲ 주제: 재난과 문학적/종교적 상상력
▲ 일시: 2018년 1월 11일(목요일) 09:00 ~ 18:10
▲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명신관 #520, #521, #522, #316
▲ 주최: 한국문학과종교학회
▲ 주관: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시 간

발 표 및 내 용

09:00~09:50
09:50~10:00

사 회

등록 및 친교의 시간
<개회사> 김용성 (회장, 삼육대)
<축 사> 성미경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520호

박소진
(숙명여대)

1분과: 자유발표① / #520호
1st

슬라보이 지젝의 기독교 비판:
종교적 도착에서 혁명적 전환으로
발표: 김용성(삼육대)·마상룡(고려대) / 토론: 김민아(서울대露文), 이재환(서울대)

2nd

영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나타난
글로벌 위험과 종교적인 힘
발표: 정신희(한남대), 토론: 김영원(서울대), 홍주영(공사)

3rd

박소진
(숙명여대)

순결한 열정: 중세 영국 처녀 순교자 전설에 나타난
처녀 순교자의 아름다움의 역할 탐구
발표: 사미옥(충북대) / 토론: 박선화(건국대), 강옥선(동서대)
2분과: 자유발표② / #521호

1st

아담의 이름 짓기와 언어회복:
리쾨르의 은유론과 뇌과학적 관점에서
발표: 김경아(경기대), 토론: 곽은희(한남대)

Session I
10:00~12:00

2nd

발표: 강준수(안양대), 토론: 가오리(대전과기대), 임형권(서울대)
3rd

(120′)
1st 1000~1040
2nd 1040~1120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본 샤머니즘

송인화
(한세대)

이효석 문학과 기독교적 유토피아
발표: 이현주(연세대), 토론: 김병길(숙명여대), 박상민(강남대)
3분과: 자유발표③ / #522호

1st

3rd 1120~1200

드라큘라의 출현과 십자가의 의미:
스티븐 킹 소설에 나타난 종교성 연구
발표: 노동욱(삼육대), 토론: 김민아(서울대宗敎), 김현주(중원대)

2nd

조지 허버트 시와 엘리엇 시에 나타난
영적갈등과 자아의 죽음
발표: 이주연(강원대), 토론: 배순정(연세대), 양재용(강원대)

3rd

최인순
(서경대)

Unity between the Human Mind and Nature
in Shelly's Mont Blanc
발표: 홍지애(서강대), 토론: 방민희(서강대)
4분과: 자유발표④ 신진연구자 / #316호

1st Woman's Selfhood: Economic and Cultural negotiations

in Mary Rowlandson's Captive Narrative
발표: 김시현(이화여대), 토론: 황인경(성균관대)
2nd

The Trajectory toward True Charity and Prudence in Emma

이희구

발표: 신수현(서강대), 토론: 조유진(서강대)

(중원대)

3rd Retrogressive Tendency of Intertextuality on Dorothy

Wordsworth's Recollections of a Tour Made in Scotland
발표: 남 정(서강대), 토론: 이예린(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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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3:00

점심식사 및 캠퍼스 산책

Session II

기조강연 / #520호

13:00~15:30
(150′)
1st 1300~1400
2nd 1400~1500
3rd 1500~1530

1st
2nd
3rd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범준(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

재난의 사회학(PT)
재난의 통계물리학

유요한
(서울대)

종합 질의응답

15:30~15:40

중간휴식
1분과: 주제발표① / #520호
1st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인간적 재난:
소통의 불가능성, 종교의 부재(PT)
발표: 한금윤(삼육대) / 토론: 박윤영(연세대), 황효숙(서울여자간호대)

2nd

T. S. 엘리엇 시에 나타난 전쟁과 재난:
중세 가톨릭의 『신곡』의 관점으로
발표: 양재용(강원대), 토론: 김성현(서울과기대), 유병구(영남사이버대)

3rd

1st
2nd

1st 1540~1620
3rd 1700~1740

한국전쟁 외국인 선교사 수기 연구:
전쟁 중 종교를 통한 타자 만들기와 타자들의 공동체(PT)

정지용 가톨리시즘의 역사적 재난에 대한 대응
발표: 오주리(관동대), 토론: 권혁미(남서울대), 안웅선(고려대)

(120′)

2nd 1620~1700

(해양대)

발표: 윤인선(가톨릭대), 토론: 김윤선(고려대), 송주현(한신대)
2분과: 주제발표② / #521호

Session III
15:40~17:40

홍옥숙

일상으로서의 파국과 메시아적 행복의 사유:
대중문화에 나타난 멜랑콜리적 인식을 중심으로
발표: 김정현(광운대), 토론: 이지은(서울대), 최호영(경북대)

3rd

최재선
(산업기술대)

김동리 문학의 신적 폭력과 파국
발표: 홍주영(공사), 토론: 김지혜(이화여대), 유육례(조선대)

1st

2nd

3rd

17:40~18:10

3분과: 자유발표⑤ 영문발표 / #522호
Quaker Poetry: A Case Study on the Impact of Religion
in Literary Production
발표: Nancy Jiwon Cho(서울대), 토론: 이현주(감신대)
Moving from Melancholy:
Ecclesiastes and the Productivity of Vanity
발표: Anton Hur(이화여대), 토론: 윤수현(경상대)
Trauma, Memory, and the Spirit
in John's Gospel and Beyond
발표: Sung Uk Lim(연세대), 토론: Nancy Jiwon Cho(서울대)
연구윤리교육: 박선화(건국대) #520호
폐회: 김용성(회장, 삼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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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헌
(서강대)

박소진
(숙명여대)

드라큘라의 출현과 십자가의 의미:
스티븐 킹 소설에 나타난 종교성 연구
노동욱(삼육대학교)

1. 재난과 재난서사

1) 재난이란 무엇인가?
=> 재난(災難, disaster)은 날씨 등의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재난 가운데 자연현상과 관련된 천재지변을 재해(災害) 또는 재앙(災殃)이라고 부르기
도 한다. 또한 사람의 실수 또는 부주의나 고의로 일어난 사고도 재난으로 보아 인재(人災, 인재 사
고)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사전적 의미)

2) 재난 서사(narrative)란 무엇인가?
=> 재해 또는 재앙, 그리고 인재의 스토리텔링은 1)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의지의 발현을 통
해, 잊혀져왔던 인간의 미덕과 가치를 일깨움. 2) 재난으로 인한 파국을 통해, 인간의 과오에 강한 경
고의 메시지를 던짐.

3) 재난 서사와 종교의 관계
최근 들어 자연재해와 인재는 뚜렷이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는 자연재해와 인재가 뒤섞인 사회를 살
고 있다. 예컨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겨져 왔던 자연재해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무관심한 인간들
이 초래한 인재이기 때문. 예) 지구온난화로 인한 쓰나미 등등.
=> 초자연적 힘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기에 인간의 치명적인 과오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재
난 서사는 불가불 종교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2. Stephen King의 드라큘라 서사: Salem’s Lot
- Bram Stoker의 Dracula와의 비교

1) 재난 서사로서의 드라큘라의 출현

“위대한 신이시여! 자비로운 신이시여! 제발 제가 제정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 “밤의 고통을
겪어보아야만 아침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가슴과 눈으로 느낄 수 있다.” (스토커의 <드라큘라>)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고들 하오. 중환자실에서는 불가지론자가 희귀하고 말이오.” (킹의
<세일럼스 랏>)

- 스티븐 킹의 드라큘라 서사는 초자연적 재앙의 급습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드라큘라의 출현
이 인간의 과오가 ‘초대’(초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난 서사’라고 할 수 있다. (cf. 드라큘라는 ‘초대’
를 통해 나타난다.) ‘초대’는 드라큘라를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할 때 사용되는 용어인데, 드라큘라는
단순히 적대적인 존재, 혐오스러운 존재, 터부시되는 존재가 아니라, 매우 매혹적인 존재이기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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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매혹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서, ‘초대’를 통해 나타난다. 특히 킹의 <세일럼스 랏>에서는 인간
의 과오가 흡혈귀를 ‘초대’하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스토커의 <드라큘라>에서처럼, 킹의 <세일럼스 랏>에서도 흡혈귀 발로우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마을로 들어온다. 즉, 발로우의 진입은 기습적인 불법 행위가 아니라 매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된다. 그런데 발로우의 ‘초대’가 이뤄지는 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근친상간적인 사업”으로 표현되
는 방만하고 비윤리적인 영업을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래리를 통해서이다. 래리는 실제로 “악마와의
거래라도 좋아”라고 말한다. 즉, 발로우를 초대한 것은 다름 아닌 래리의 탐욕 때문이며, 이는 스토커
의 <드라큘라>에서는 엿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 세일럼스 랏의 종교심 - “쥐 떼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상황.
또한 발로우가 이사 오는 마스튼 저택은 “...저 언덕 위에서 마치...그래요, 무슨 암흑의 신상이나 되
는 것처럼 마을을 굽어보고 있”다. “마스튼 저택은 거의 50년 동안 우리 모두를 내려다보았지. 우리
의 과오와 죄악과 거짓말을 말이야. 마치 신상처럼.” 이는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Ash Valley의
닥터 T. J. 애클베리의 모습과도 같다. 세일럼스 랏의 상황은 “... 밋밋한 악의, 아니 어쩌면 고의적인
악의가 더해진 무관심일 뿐이”다.

- 미국으로 확장: “... 너무 지나치게 갖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기 식탁에서
빵 부스러기를 좀 집어먹었다고 당신을 미워합니다. 생일 파티에서 자기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데도
다른 아이를 밀쳐 내는 어린애 같습니다.”

- 세계로 확장: “악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이제는 주차장 형광등, 네온사인, 100와트짜리 전구의
무심하고 영혼도 없는 빛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장군들은 교류 전류가 내는 사무적인 전등 불빛 아래
에서 공습 전략을 짰으며, 그 모든 일은 브레이크도 없이 언덕 아래로 질주하는 아이들의 장난감 자
동차 경주처럼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었다. ...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그런 지시를 내리는걸까? ‘나를 따라라.’ 하지만 대체 그 상관은 어디에 있는 것일
까?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 사람들이 나를 뽑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뽑은 것은
누구란 말인가?”

- 세일럼, 미국, 더 나아가 세계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성찰이 없는 상황.

2) 서로 다른 결말
- 스토커의 <드라큘라>는 기독교의 힘으로 ‘드라큘라’라는 재앙을 물리치고 정죄하여 결국 안정된 기
독교적 질서체계를 재확립하는 이야기로 분석되어옴. “이 책은 악한 본성을 상징하는 흡혈귀 드라큘
라와 굳건한 의지와 기독교 신앙으로 이를 넘어서는 사람들의 대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
과 공포를 그리고 있다”(유요한, <우리 시대의 신화> 157). 여기서 드라큘라는 이방인이자, 이교도인
외부로부터 온 적(enemy). 반 헬싱은 이성과 문명의 상징인 철학자이자 과학자. ‘신의 이름으로’ 악의
기운을 처단하는 인물. “반 헬싱의 말뚝은 악마로부터의 해방과 죽음의 평화를 피해자에게 되찾아 주
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체에 말뚝을 박는 그의 행위가 어쩐지 ‘이단’을 처형하
는 당당하고도 잔인한 종교재판을 연상시켜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김성곤, <영화 에세
이>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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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의 <세일럼스 랏>은 기독교적 힘이 ‘드라큘라’라는 재앙에 처절하게 무릎 꿇는 이야기. 패배의 원
인은 사실상 ‘드라큘라’라는 외부의 강력한 힘이 아니라, 진정한 종교성을 잃어버린 내부의 문제.

3) 이방인(타자)로서의 드라큘라
- 스토커의 <드라큘라>에서 이방인(타자)인 드라큘라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의식을 가
지고 있음.
예] “제가 런던을 돌아다니며 말을 한다면, 제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이곳에서 저는 귀족입니다. 지주죠. ... 저는 주인이에요. 하지만 타국에서 이방인이 되고 나면 아
무것도 아닙니다. ... 저는 그 안에 완벽하게 섞이고 싶습니다. ... 부디 바라건대, 이곳에 잠시 머물면
서 제 억양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가 말하다가 실수를 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곧바로 이야기
해 주세요.”

- 킹의 <세일럼스 랏>에서 이방인(타자)인 드라큘라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음. 다음은 <세일럼스 랏>의 흡혈귀 발로우의 수하인 스트레이커의 대화 내용이다.
예 1] “알겠소. 하지만 당신들은 이 지역 출신이 아니죠?” “그 문제가 무슨 관련이 있소?” 스트레이
커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 “난 마을 사람들 일은 걱정하지 않소. 내 동업자[발로우]도 마찬가지고
말이오. ... 하지만 조만간 이곳 사람들도 우리를 받아들이게 될 거요.”

예 2] “그러겠소, 길레피스 치안관, 챠오(ciao).” 그 말에 파킨스가 놀란 얼굴로 돌아보았다. “챠오?
그게 무슨 말이오?” 스트레이커의 미소가 좀 더 커졌다. “잘 가시오, 길레피스 치안관. 챠오라는 건
이탈리아에서 흔히 쓰는 작별 인사라오.”
예 3] “첫 번째 인물은 벤자민 미어스요. M-E-A-R-S. ... 커트 발로우. B-A-R-L-O-W. ...” “커트라
는 이름을 C로 시작하오, 아니면 K로 시작하오?” 핼러한이 물었다. “그건 나도 모르겠소.” ... “또 다
른 인물은 리처드 드로켓 스트레이커요. 드로켓 끝에는 T가 두 개 붙고 스트레이커는 발음대로요.
...”

예 3]은 스트레이커가 “ciao”라는 인사로 치안관을 당혹스럽게 한 이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중요한
상징성을 띤다. 이 장면은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 사이에서도 영어 전달의 어려움이 존재함을 보여주
는 것으로, 세일럼스 랏의 영어 네이티브들이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언어 지배
권(영어 능력)의 허상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스토커의 드라큘라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부디 바라건대,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제 억양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가 말하다가 실수를 하면 아
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곧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 출신 이방인들의 출현이
오히려 영어권 사용자들을 진땀 흘리게 하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깊어진다.

- 스토커의 드라큘라가 동화 욕망을 가졌지만 결국 정죄당하는 이방인이자 이교도로서의 존재라면,
킹의 드라큘라는 이방인이지만 오히려 자신이 마을 사람(내부인)들을 동화시키겠다는 자신감에 차있
음. 세일럼스 랏과 같은 오지의 작은 마을은 “20년 이상 살기 전에는 낯선 사람 딱지를 떼기 어려운”
마을이다. 즉, 낯선 존재(타자)에 대해서 편협한 태도를 지닌 고립된 마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타자에 대한 편협한 태도에 위협을 가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킹의 <세일럼스 랏>의 흡혈
귀 발로우의 역할인 것이다. 요컨대, 발로우의 존재는 타자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가진 고립된 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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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을 촉구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위협’ 그 자체이다.

4) 십자가

십자가는 세일럼스 랏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종교적 사색이 담긴 성물(聖物)이 아니라, 드라큘
라라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십자가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문제적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위험이 지나갔을 때 그러한 종교심은 더 깊은 성찰로 이어지지 않고 상황이 다시 원
상복구 된다는 점이다.
예) “커피 잔 하나와 걸쇠로 잠그게 되어 있는 구식 성경 책, 그리고 38구경 연발 권총이 놓여 있었
던 것이다.”

캘러한 vs 발로우
“캘러한의 손에 들린 십자가가 파들거리더니 다음 순간 마지막 남아 있던 불꽃마저 사라져 버리고 말
았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더블린의 기념품 가게에서 십중팔구 바가지 값을 내고 산 석고 조각에
불과했다. ... 믿음이 없다면 십자가는 나무토막이고, 빵은 밀가루를 구운 것이며, 포도주는 시큼한 포
도즙에 불과하지. 만약 아까 십자가를 내던졌다면 자네는 나를 이겼을 걸세.”
여기서 종교적 가르침을 주는 존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인이자 이교도인 흡혈귀 발로우이다.
흡혈귀는 깊은 영혼과 성찰이 사라진 현대 사회의 종교, 타자에 대한 강한 편견이 자리 잡은 현대 사
회의 종교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충격과 공포의 존재이다.

5) 대안
벤과 지미의 혼신을 다한 기도 - “벤은 자신이 십자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다. 그가
치켜들자 십자가는 눈부신 빛을 내뿜는 것 같았다.”

캘러한의 반성과 참회 - “필요하다면 밤새도록이라도 기도하리라. 새로 섬기게 된 신, 고립 집단과 사
회적 양심과 결국 값을 치러야 할 공짜 점심이나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예전에 섬기던 신에게, ...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케 한 자신의 아들에게 삶을 주었던 신에게 기도하리라. 하나님, 다시 한 번 기
회를 주소서. 평생을 회복하며 보내겠나이다. 다시 한 번 ... 기회를 주신다면.”
새로 섬기게 된 신, 즉 현대사회의 물신(物神)이라고 할 수 있는 돈, 특정 공동체를 위한 고립 집단의
신, 공짜 점심으로 대표되는 기복적 신에게서 벗어나서, 예수의 피 흘림,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
리스도를 희생을 위해 이 땅에 보내고 부활시킨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종교의 본질이자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캘러한의 영적 다짐은 현대의 종교에게 주는 영적 회복의
목소리.

∵ ‘종교적’ 재난 서사란 바로 초자연적인 극심한 재난을 통해 현재의 종교심을 반성케 하고 영적 각
성을 촉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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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8년 겨울학술대회 논평문

노동욱, 「드라큘라의 출현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논평
김민아(서울대학교)
노동욱 선생님의 「드라큘라의 출현과 십자가의 의미」는 스티븐 킹(Stephen King)의 소설 『세일럼스
랏』(Salem’s Lot)을 브람 스토커(Bram Stoker)의 소설 『드라큘라』(Dracula)와 비교하면서, 『세일럼스
랏』이 가진 재난 서사로서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재난 서사에서는 초자연적 힘과 인
간의 과오가 함께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일럼스
랏』에서도 초자연적 재앙인 드라큘라의 출현은 인간의 탐욕이 “초대한” 것이며, 세일럼스 랏 마을을 넘어
서서 미국과 전 세계가 타자에 대해 편협하고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 찬, 종교적・윤리적 성찰이 부재한 상
황이었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소설의 결말도 기독교적 힘이 ‘드라큘라’라는 재앙에 패배하게 되는데, 그 원
인은 진정한 종교성을 상실한 상황으로 설명됩니다.
그러한 종교적 성찰의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소설에서 십자가는 종교적 사색이
담긴 ‘성물’(聖物)이 아니라, 드라큘라라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십자가
는 나무토막”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며 종교적・윤리적 각성을 촉구하는 존
재가 바로 드라큘라라고 지적합니다. 드라큘라라는 재난은 재앙이나 악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세일럼스
랏의 사람들이 종교의 본질이자 근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영적 다짐을 하도록 하는 자극입니다. 그러한 변
화를 보여주는 인물이 캘러한과 벤입니다. 캘러한은 편협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기복의 대상이 되는 새로
운, 즉 가짜 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고 부활시킨 원래의, 즉 진짜 신으로 돌아가겠다는
회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벤은 혼신을 다한 기도를 통해 ‘나무토막’에 불과한 십자가가 눈부신 빛을 내뿜
는다고 느꼈습니다.
스티븐 킹의 『세일럼스 랏』이 드라큘라라는 초자연적인 재난이 악으로 가득 찬 현대 사회에 영적 각성
을 촉구하여 근원적이고 진정한 종교성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발표자께서는 이를 ‘종교적 재난 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난을 통해 인간의 과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재난 서사라
면, 본 소설은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재난 서사’라는 발표자
의 논지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발표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자께서는 재난 서사가 “초자연적 힘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기에 인간의 치명적인 과
오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종교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표자님께서 전제하시는 종교의
정의가 무엇이기에, 초자연적 힘과 인간의 과오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 종교와 연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
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자께서는 『세일럼스 랏』이 종교적 각성, 구체적으로는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 내에서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종교적 재난 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재난이 인류
에 종교적・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재난은 인간의 힘으로
는 어찌할 수 없는 곤경이라는 점에서, 굳이 초자연적인 성격을 갖지 않더라도 인간의 무력함을 일깨워줍
니다. 또한 재난이 많은 피해를 낳는다는 점에서도, 인간의 생명과 죽음, 삶에 대한 성찰을 촉구합니다. 세
월호 참사를 보더라도, 국가적으로 큰 상처를 남긴 이 참사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정치적 개혁뿐만 아니
라 인간성, 공감과 연민, 생명 존중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으며, 역설적으로 삶의 무의미성과 의미를 동시
에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난은 ‘종교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발표
자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상징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상징은 어떤 대상이 문자적이고 일차적인 의미를 넘어
서서 제2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일차적으로는 예수 시기에 사형 도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독교가 성립하고 난 후 예수의 죽음과 속죄,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 기독교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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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이 되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더 나아가 십자가가 영적 각성, 새로운 종교성, 근원적이고 진정한 신
등, 더 깊은 층의 상징성을 가진다고 보입니다. 벤에게, 십자가가 단순히 드라큘라를 쫓는 수단에서 회심
이후 깊은 종교적 사색과 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상징의 층이 더
깊어지거나, 혹은 “주술적이고 속신적인 맥락에서 원형적 상징의 의미를 모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의
유치화’(유요한, 『종교, 상징, 인간』, 106)를 극복하는 것을 영적 각성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발표문의 제목에 “십자가의 의미”가 들어가는데 본문에서는 십자가 자체에 대한 분석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쉽습니다. 발표자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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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조지 허버트 시와 엘리엇 시에 나타난 영적 갈등과 자아의 죽음｣에 대한 토론문
양재용(강원대학교)
이 논문은 제목은 없지만 허버트와 엘리엇 작품에서의 영적 갈등과 휴머니즘적 요소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주제는 필자의 인용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주제로 이미 여러 논문이 있다는 문제
가 있다. 허버트와 엘리엇의 시의 휴머니즘에 관한 요소는 엘리엇의 시의 비개성시론의 관점이나 종교적인
신앙의 관점에서도 휴머니즘의 요소는 좋은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이 논문은 필자가 주장하는 허버트의 시들에 나타나는 비개성적인 자아의 박탈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면
서 자신의 논지를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 학자들 사이에 자주보이는 반복이나 논지의 불투명한 점도 보
이지 않음은 이 논문의 장점이나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문헌은 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필자의 주장에 설
득력을 주는 증거로는 불충분한 점이 아쉽다.
이 논문의 문제는 석사학위 논문을 증거로 자신의 논문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필자가 인용한 석사학위논
문은 허버트의 시나 허버트의 시에 대한 의견을 낸 저명한 비평가를 인용하여 논문을 쓴 것인데 필자는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논문을 전개하여 허버트나 허버트 비평가의 주장보다도 석사학위에 더 믿음을
가지고 논문을 전개했다. 따라서 석사학위 논문에서 인용한 원 문헌을 찾아서 원래 주장하는 학자의 견해
로서 필자는 논문의 증거를 밝혀야 한다.
허버트의 종교는 영국 성공회이다. 그런데 허버트는 아마 가톨릭에 가까운 종교인 앵글로 가톨릭일 것이
다. 영국 성공회와 청교도와의 불화를 생각한다면 그의 작품에는 어떤 종교적인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허버트가 엘리엇이 좋아하는 가톨릭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런 요소를 구분하
여 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세히 논문의 형식에 맞게 써야 할 주의사항이나 관례들은 지도교수로서 자세히 지도해 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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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선, <한국전쟁 외국인 선교사 수기 연구>에 대한 토론문
(제출본에 대한 수정본입니다.)
송주현(한신대)
윤인선 선생님의 발표문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이 글은 한국전쟁 당시 종교인과 민간들에게 행해졌던
참혹한 억압의 상징이었던 ‘죽음의 행진’에 참여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남긴 수기의 의미와 가치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선교사들의 진실한 기록이었던 수기를, 희망과 연대, 배려와 회복을 꿈꾸는
진실한 신앙인 공동체의 거울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는 식민 경험, 좌우 대립, 전쟁 등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체험적 진실을 토로할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험을 다룬 수기문학에 대
한 연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소설적 진실과는 다른 차원의 현실과 사실성을 보여주는 이러
한 연구는 참으로 값진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전쟁수기 연구들은 한국인들에 의해 쓰여진 것
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일정부분의 자기검열, 반공이념의 통로를 거친 것이었습니다. 혹은 당시
의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던 이들을 공격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방식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논
문은 한국 사회에서의 생존의 논리에 초월한(도리어 죽음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갖는 체험적 진술의 진실
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 대상으로 삼은 외국인 선교사 수기의 가치는 이데올로기에 희생되지 않은, 주이전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며 그 소명에 응답하는 진실한 공동체의 소산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데올로기
의 희생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하나는 선교사들의 수기가 그들의 본국에서 성전(聖戰)의 논리
와 한국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 또 하나는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적 타자화, 혹은 구별
짓기의 계기를 만드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대상으로 삼으신 선교사들의 기록 역시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희생으로 읽힐 가능성
이 있지는 않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록이 전쟁의 처참함을 생생히 드러내면 드러낼수
록, 또한 그들에게 가해진 전쟁의 억압적 상황을 극심하게 그려내면 그려낼수록 우리는 그 가해자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기를 따라 가보면 이는 폭행을 자행한 북한군으로 좁혀집니다.
더군다나 대상 텍스트들에 나타난 북한군의 모습은 더없이 잔혹하고 냉혹합니다. 가령 <귀향의 애가>, <한
수녀가 겪은 3년 간의 북한 포로기> 등에는 북한군에게 사상을 이유로 가차없이 모욕당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수기가 아무리 진정성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 수기가 읽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공의 논리가 재생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하나의 기록은 그것을 기
억하는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재구성된 결과, 즉 현재의 욕망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에
게 가해진 모욕이 컸던 만큼 그들에게도 그들에 대한 반감이 자연스레 투영되지 않았을까요?
이 논문의 연구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살리기 위해서는 체험을 기록하는 입장에서든, 그 체험을 읽는
독자에게든 ‘이데올로기적 잣대를 뛰어넘는’ 어떤 의미지점들이 텍스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인데요,
도리어 저는 이 텍스트들 역시 이데올로기의 자장 안에서 해석되고 기존의 반공논리를 강화할 여지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이 논문의 대상 텍스트인 수기는 ‘한국전쟁의 특수한 경험’을 ‘외국인 선교사’의 시선으로 그려낸 것
입니다. 그런데 대상 수기에 나타난 6·25 전쟁 경험의 서술은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든지 흔
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환경적 고난, 신체적 고난, 자율성의 침해 등이 그것입니
다.
그러나 한편, 저는 이 수기에는 전쟁이라는 보편성의 문제, 종교의 체험과 고백이라는 보편성의 문제를
넘어선 어떠한 특수성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는지요? 이들 수기에 나타난, 혹
은 새롭게 해석되거나 전유된 한국사회, 혹은 한국전쟁의 특수성이 있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특
수성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날 때 이들의 수기는 종교고백서로서 뿐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비추어볼 수 있는 중요한 거울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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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장에서 선생님께서는 죽음 앞에 선 선교사들이 타자로서의 자신들을 극복하고 결국은 재난을 공유하
며 삶의 회복을 위한 희망과 연대를 가능케 하는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들이
‘타자들의’ 공동체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데올로기의 잣대로써 타자화
된 존재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타자가 아닌 신앙 공동체가 아니었던가요? 만약 과거
에 서로 타자였던 이들이 죽음과 재난을 공유함으로써 비로소 이전의 타자로서의 관계가 공동체로서의 관
계로 전화(轉化)된다면 그것은 ‘타자들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부터 “전쟁으로 인한 불
안한 정서와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그것과 무관하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고 있었”던(발표 슬
라이드 #8) 이들이 아닌가요? (제가 문맥과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부족한 이해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4. 발표문 마지막에 적으신 몇 가지 질문들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그렇다
면 한국전쟁과 같은 재난 상황 속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의 기능과 의미는 무엇일가? 혹은 무엇이어야 할
까? 이데올로기로서의 종교인가? 삶으로서의 종교인가?” 너무나 크고 어려운 질문인 줄 압니다만 선생님
께서 생각하시는, 혹은 착안하신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발표하시는 중에 어느 정도 표
현되었다면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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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리, 「정지용 카톨리시즘의 역사적 재난에 대한 대응」에 대한 토론문
안웅선 (고려대학교)

오주리 선생님의 논문 “정지용의 카톨리시즘의 역사적 재난에 대한 대응”은 정지용의 종교시를 새롭게 해
석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논문이었습니다. 특히 정지용의 시적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종교시편들에 대한 연
구는 근래 정지용이 30년대 말 40년대 초 보여준 정신주의적인 시편들과의 연결고리를 살피고 절대적인 대상
의 세속화라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주리 선생님의 논문은 정지용의 종교시편을 아우
렐리우스의 “수양록”의 고통과 비애의 개념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해석하고 이를 역사적 재난에 대응하는 시
적 주체의 존재방식과도 연결하여 읽어냄으로써 정지용의 종교시를 새롭게 해석하는 중요한 지점을 형성해내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지용에 대
한 연구 성과의 축척으로 정지용의 일본 유학시절에 대한 자료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선생님께서 해석하진 ‘해협’ 연작과 ‘선취’의 해협이 대한해협(현해탄)일 것이라는
선생님의 추론과 해석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선취1’의 경우 현해탄 콤플렉스가 구
체적으로 드러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해협’과 ‘선취2’의 경우 현해탄 콤플렉스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협을 갈릴리 호수의 변용으로 보아 ‘갈리레아 바다’가 일제강점기라는 역
사적 재난을 카톨리시즘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에 닿는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은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
라고 생각되어 선생님의 조금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반’의 해석에 관한 부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바다 이편과 저편을 식민지 조선과 본토 일
본이라는 이분적 세계관으로 파악하고 종말론적 역사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종교적으로 극복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편과 이편의 경우 종교적으로 절대적인 피안의 세계 즉 신의 세계와 현실, 인간의
세계라는 이분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의 반’에 나타나는 시어 “바다 이편”은 현실의 세계
이며 시적 주체가 존재하는 세계로 해석하는 것이 그간의 주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시 해석의 문제이므로 충
분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논문의 완결성을 위해 기존의 해석의 문제를 지적하고 반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해석의 창을 열어간다면 기존의 연구사를 확장하는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
생님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이상 두 개의 질문으로 토론을 마치며 정지용 연구자로서 정지용의 종교시편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는 선
생님의 논문이 잘 마무리 되어 초기와 후기 시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특히 시적 단절이라고
평가하는 기존의 연구사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uaker Poetry: A Case Study on the Impact of
Religion on Literary Production
Nancy Jiwon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Quakers

Quakers Today are Characterised by:
1) Their belief in the concept of the Inner Light. The idea is that there is an element of God’s own
Spirit in everyone – “the seed of Christ" or "the seed of Light", meaning to Friends, in the words of
John 1:9, "the true Light, which lighteth every man that cometh into the world.” Friends generally
believe that first-hand knowledge of God is only possible through that which is experienced, or
inwardly revealed to the individual human being through the working of God’s quickening Spirit.
(Indeed, unless an evangelical Quaker, scriptures are not a prime means to encounter God.)
2) Their silent worship and introspective faith awaiting revelation from the Light within.
3) Their commitment to social justice and humanitarian work (they won the Nobel Peace Prize in
1947 for their relief work in the Second World War (e.g., kindertransport).
4) Their commitment to peace and nonviolence (Quaker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creation and support of peace organisations not run by Quakers. Examples include Oxfam,
Amnesty International, the UN, and the League of Nations).
5) Their commitment to equality (they were ardent campaigners against slavery in both Britain and
the States, and have been the first church to recognize same-sex marriage in Britain).
6) Their commitment to climate justice (they were the first church in Britain to divest central
investment from fossil fuels).

British Quaker Time Line
• http://www.quaker.org.uk/times/

1828, a Hicksite
(liberal)/Orthodox separation
1854, a Wilbur
(conservative)/Gurney
(evangelical) separation

Modern-Day American Quakers
•

•

•

•

•

Universalist Liberal: Friends of this perspective, while recognizing that Quakerism has historically
been a branch of the Christian Church, do not believe that Quakerism is or should be limited to a
Christian – or Western – understanding. Friends who hold this perspective often see Quakerism as a
meeting ground for followers of various world religions – and of none at all.
Christ-Centred Liberal: The Christ-centred Liberal viewpoint is that, while Quakerism should not be
defined by any particular set of beliefs,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are central to their personal
faith journey. Some Christ-centered Liberal Friends self-identify as Christians; others do not.
Conservative: The Christ-centred Liberal viewpoint is that, while Quakerism should not be defined by
any particular set of beliefs,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are central to their personal faith journey.
Some Christ-centered Liberal Friends would self-identify as Christians; others would not.
Evangelical: Evangelical Friends are those who have been influenced, to some degree or another, by
the Protestant stream of Christianity that is predominant in North America. While in agreement with
conservative Friends that Christian faith is crucial for the Meeting as a whole, evangelical Friends are
more open to modifying Friends practice to better suit what they sense to be the needs of their local
community. While most evangelical Friends still practice waiting worship, almost all evangelical
Friends now include prepared elements in their worship services (congregational singing and
prepared sermons).
Fundamentalist: fundamentalist Friends share a religious culture and self-understanding that is
highly influenced by Evangelical Protestantism. Friends from the fundamentalist stream tend to have
fully programmed worship services, in the celebration-oriented style of the wider Evangelical
Protestant Church. Fundamentalist Friends have a very high view of Scripture, holding the Bible as
the primary authority in the life of the Church. They tend to assign more authority to the pastor than
most evangelical Friends churches.

Elizabeth Fry

http://www.quakersintheworld.org/quakersin-action/193/Ham-Sok-H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