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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수행으로서의 21세기 문학, 종교, 학문, 삶
- 불교적 담론을 중심으로

정효구 (충북대 국문과 교수)

1. 문제제기
1) 지구별의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Homo sapiens sapiens)’의 출현과 그
생존 및 진화과정에 대하여
* 태양계의 일원인 지구별은 약 45억 년의 나이를 먹도록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는 무엇
을 해 나아갈 것인가?
* 動物界의, 脊椎動物門의, 哺乳綱의, 靈長目의, 사람科의, 사람屬의, 사람(호모 사피엔스)
중의 한 종류로 현존하고 있는 단일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어떤 존재인
가?
* 현생인류는 20만 년 전에 출현하여 20세기 후반에 최대의 양적 번식과 성공을 이루었
다 : 1804년 세계인구 10억 명 돌파, 1927년 20억 명 돌파, 1960년 30억 명 돌파,
1974년 40억 명 돌파, 1999년 60억 명 돌파, 2011 년 70억 명 돌파, 현재는 76억 명
임.
2) 76억 현생인류의 의식수준(정신수준)에 대하여
*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임상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David Hawkins)의 연구에 따
르면 인간의 의식지수를 1에서 1000까지로 설정할 때 현재 인류의 평균 의식지수는
207인데 그 가운데 85퍼센트가 200이하이고 15퍼센트가 200 이상이다. 여기서 200은
에고지점이다.
* 미국의 정치학자 R. J. 러멜(Rummel)이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20세기 동안 전쟁 혹
은 그에 준하는 사태에 의하여 1억 명 이상의 인간이 죽었다.
3) 현생인류의 특수성인 정신활동에 대하여
* 문학 : 언어(말과 글)의 사용 : 주/객의 분별과 상상력 및 사회적 소통의 활성화
* 종교 : 최고의(절대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출현함 : 경전의 탄생(2,000년 2,500년 전 무렵)
* 학문 : 이성, 지성, 영성의 발달 : 전통적인 經學과 근대학문의 진리탐구
* 삶 : 인류가 아는 우주는 4.6%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약 95퍼센트는 모른다. 암흑
물질(27%)과 암흑 에너지(68%)의 정체를 알 길이 없다 : 리처드 파넥(Richard Panek)
의 『4퍼센트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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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근대인의 정신적 특성에 대하여
* 이른바 ‘여름문명’의 극단에서 보이는 특성 : 극단적인 ‘장(長)’의 성격(生長收藏의 長)
* 임계지점에 와 있는 개체로의 분화와 양적 번식의 증대 : 개체성의 존중과 단절, 자
유의 확대와 경쟁, 평등의 확장과 획일성
* 개인중심(우월)주의, 인간중심(우월)주의의 탄생 : 오해의 시대, 전일성 상실의 시대,
본성을 잊을 만큼 그로부터 멀어진 시대
* 너무 성급하게 닥쳐온(성취한) 여름 문명의 한계 : 외화내빈(야만성의 미정리, 이성과
지성의 허술한 훈습, 영성의 상실)

2. 영성수행을 통한 현생인류의 현실적 문제 극복과 정신적 성숙에 이르는 길
1) 의식의 ‘혁명’ : 파워(Power) 대(vs) 위력(Force) : 의식지수의 향상
*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 외 여러 저서
* 현재의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의식의 ‘혁명’이다.
* 무서운 권력인 위력에서 감동의 권력인 파워로의 전환과 파워의 성장이 절실히 요청된
다.
* 身口意(행동, 말, 뜻) 三行에 내재된 의식지수를 측정하는 방안(근육 테스트 등)이 있
다 : 의식지수가 높을수록 좋은 문학이고 종교이며 학문이고 삶이다.
* 현재 전세계에서 의식지수 700이 넘는 사람은 12명이고 크리슈나, 붓다, 예수는 의식
지수 1000이다. 참고로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등과 같은 훌륭한 학자는 400대이다. 의
식지수 500부터는 참사랑이 깃들며 파워가 강하게 생성된다.
* 의식지수 700수준 1명이 200수준 이하에 있는 7천만 명을 상쇄한다.... 의식지수 300
수준 한 사람이 200 수준 이하에 있는 9만 명을 상쇄한다.
* 기독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최고수준의 의식지수와 현실에 따른 변화
속에서 달라지는 의식지수를 제시하고 있음.
2) 崇山 스님의 자아서클과 자아성장의 원리 : 小我(small I), 業我(karma I), 空我
(nothing I), 妙我(freedom I), 大我(big I)의 단계
* 玄覺 편저. 『선의 나침반』. 허문명 옮김(김영사, 2010).
* ‘空(Śunya)’과 空性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삶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계기이다.
* ‘空性’에 대한 깨침은 세계의 실상을 보고 眞我인 無我를 깨닫게 한다.
* 0도 : 小我(small I) → 90도 : 業我(karma I) → 180도 : 空我(nothing I) → 270도 :
妙我(freedom I) →

360도 : 大我(big I)의 발전단계를 숙고하고 실행의 길로 나아가

야 한다.
3) 空의 발견과 이해를 위한 조언 : 空性, 公性, 共性, 供性
* 空은 불교의 근간이며 반야부 경전의 주된 가르침이자 사상 : 『摩訶般若波羅蜜密多心
經』,『金剛般若波羅蜜經』 등
* 龍陀 스님의 ‘空을 깨닫는 27가지 길’ 참조

: 緣起故空, 放下顯空 , 無限故空, 無常故

空, 成住壞空, 生滅故空, 不可得空, 殘像故空, 假合故空, 分析故空, 億分一空, 粒子故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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波動故空, 夢幻故空, 重重緣空, 性起故空, 自性故空, 自體故空, 自然故空, 依根故空,
心造故空, 念體故空, 破根顯空, 破雲顯空, 微視故空, 遠視故空, 永時故空
* 禪불교에서 ‘話頭’를 참구하여 照見하고자 하는 세계가 ‘空’임 : 五蘊皆空, 諸法空相
* 空性의 발견은 대승불교의 발달에 따라 公性, 共性, 供性 등의 의미를 지니고 현실 속
으로 회향됨.
4) 佛敎唯識論에서의 ‘唯識無境’과 ‘轉識得智’
* 불교심리학이 등장하면서 인간심리의 고차원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고 치유방안이 제시
됨
* 唯識無境 : ‘識’의 주관성과 대상의 부재성을 말함
* 轉識得智 : 識의 환상성을 智의 실재성으로 전변시켜 실상에 도달하고자 함.
* 무경계와 무분별의 불성자리로 ‘還至本處’하였을 때 불교의 이상인 離苦得樂이 가능
함.
5) ‘受記’와 ‘華嚴’의 대승불교적 인간관 : 인간신뢰와 인간존엄의 최고 단계
* 모든 중생(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수기를 줌 : 『法華經』의 「常不輕菩薩品」
* 세계 전체가 진리의 몸인 眞身이자 法身이며 佛華嚴의 세계이다 : 『大方廣佛華嚴
經』
* 우리 모두는(모든 나는) 본래 부처이고 우리들의 세계는 본래 진신 그 자체이다.
6) 詩心佛心 혹은 佛心詩心: 石顚(朴漢永) 스님과 霧山(曺五鉉) 스님 등
(1) 석전 박한영 스님의 견해 : 詩禪一揆論
* 지극한 도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 전표詮表(표현)에 묶이지 않으나 먹물에 실려 말
로 드러내게 되면 출세자出世者(승려)는 그것을 ‘선게禪偈’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시
가詩歌’라 한다. 그러나 시가 상승上乘에 이르게 되면 하나의 궤철軌轍(궤적)과 다름없
게 된다.
-『石顚文抄』: 宗杰‧慧峰, 『석전 박한영』(신아출판사, 2016), p. 740에서 재인용.
* 그러나 예로부터 시인의 품성은 달라서 어떤 이는 신운神韻으로 표일飄逸함을 드러
내고, 어떤 이는 정공精工으로 심묘深妙함을 드러냈는데 그 바라밀에 이르러서는 오히
려 물가의 난초나 울타리의 국화가 저마다 절로 향기를 내는 것과 같다. 당송唐宋과 같
은 경우로 미루어 보면 이백李白과 소식蘇軾은 천행天行이 승하였고 두보杜甫와 황정견
黃庭堅은 인력이 뛰어났는데 그들의 공력이 이루어져 원대로 된 것이면 어느 것인들 비
로자나가 아니겠는가.
-『石顚文抄』: 宗杰·慧峰, 『석전 박한영』(신아출판사, 2016), p. 74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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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산 조오현 스님의 견해 : 詩禪不二論
* 내 평생 찾아다닌/ 것은 / 선의 바닥줄/ 시의 바닥줄이었다
오늘 얻은 결론은/ 시는 나무의 점박이결이요/ 선은 나무의 곧은결이었다
- 권영민 엮음, 『적멸을 위하여』(문학사상, 2012)에서

* 선(禪)은 다섯줄의 향비파(鄕琵琶)요/ 시(詩)는 넉 줄의 당비파(唐琵琶)
- 조오현, 「무제(無題)」, 『유심』 23(2005. 겨울호)에서
(3) 정효구의 『붓다와 함께 쓰는 시론 : 근대시론을 넘어서기 위하여』(푸른사상사, 2015).

7) ‘道정신치료’와 空心 혹은 公心의 언어
* 이동식 선생의 ‘道정신치료’ : 수행하는 자만이 정신치료를 하는 의사로서의 자질과 능
력을 만들 수 있다 : S. 프로이트와 C. G. 융을 넘어서기
* 문인, 학자, 승려, 사제 등은 물론 모든 공적 언어의 사용자는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언어가 私談의 성격에 기울게 됨을 경계해야 함
8) 中道性 : 개체성과 전체성, 가시세계와 불가시세계의 포월
* 중도는 불교의 진실상을 드러내는 不二法門
* 『노자 도덕경』제 25장을 양방향으로 읽어보기 :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自
然法道 道法天 天法地 地法人
* 一卽多 多卽一
9) 자아정체성 : ‘신성한 실재(divine reality)’와 ‘영원의 철학’
*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영원의 철학(The Perennial Philosophy)』
* 당신이 바로 신성한 실재이다/ 당신이 바로 영원이다 : That Art Thou

3. 맺음말 : 信心과 願力, 지혜와 자비, 진리와 ‘긔룬 님’ 등
* 박용하의 시 : 「남태평양」
* 이문재의 시 : 「오래된 기도」
* 한용운의 시와 서문 :

「心」과 「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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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박용하

사람에게 존경심을 갖는 저녁이다
……
마더 테레사의
주름 높은
황혼의 얼굴을 보면
거기엔 어떤 미풍도 남아 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엔 어떤 無限이 흐르고 있다
인종을 넘어간……
종교를 넘어간……
국가를 넘어간……
나를 넘어간……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어떤 훈풍이 흐르고 있다
무한을 보여줄 수 있는 인류가 있다니!
훈풍을 보여줄 수 있는 죽음이 있다니!
마음을 무릎에 붙이고
아주 오랜만에
사람을 존경하는,
있을 수 없는 저녁이다
- 박용하,

『영혼의 북쪽』(문학과지성사, 199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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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기도
이문재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그렇게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이 멈추기만 해도
꽃 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을 지나는 바람소리에 귀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이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그믐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 와 가는 저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만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 이문재, 『지금 여기가 맨 앞』(문학동네, 201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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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
萬海

心은心이니라
心만心이아니라非心도心이니心外에何物도無니라
生도心이오死도心이니라
無窮花도心이오薔薇花도心이니라
好漢도心이오賤丈夫도心이니라
蜃樓도心이오空華도心이니라
物質界도心이오無形界도心이니라
空間도心이오時間도心이니라
心이生면萬有가起고心이息면一空도無니라
心은無의實在오有의眞空이니라
心은人에게淚도與고笑도與니라
心의墟에天堂의棟樑도有고地獄의基礎도有니라
心의野에成功의頌德碑도立고退敗의紀念品도陳列니라
心은自然戰爭의總司令官이며講和使니라
金剛山의上峰에魚鰕의化石이有고大西洋의海底에噴火口가有니라
心은何時라도何事何物에라도心自體이니라
心은絶對며自由며萬能이니라
— 萬海, 「心」(『惟心』창간호(19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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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말

韓龍雲

「님」만님이아니라 긔룬것은 다님이다 衆生이 釋迦의님이라면 哲學은 칸트의님이다 薔薇
花의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님은 伊太利다 님은 내가사랑아니라 나를사랑나니라
戀愛가自由라면 님도自由일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조은 自由에 알한拘束 밧지 안너
냐 너에게도 님이잇너냐 잇다면 님이아니라 너의그림자니라
나는 해저문벌판에서 도러가는길을일코 헤매는 어린羊이 긔루어서 이詩를쓴다

- 著者

- 韓龍雲, 『님의 沈黙』(회동서관, 192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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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1분과
종교･철학 / 기획주제

다시 태어나 태초로 돌아가기: 소설 『채식주의자』의 원형적 신화
주제 분석
유요한 (서울대학교)

1. 현대문화 내 신화 주제의 생존
인류의 오랜 역사를 거치며 전해져온 신화의 주제들은 현대문화 내에도 여전히 ‘생존’해 있
다. 물론 과거에는 참된 이야기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누렸던 신화의 위상이 오늘날 점차 약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웬디 도니거의 말을 빌리자면 신화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는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게 공유되며 그들에게 성스러운 이야기”일진대(Doniger
O’flaherty 27), 신화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성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다. 근대 이전의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이 신화를 “성스러운 실재
를 드러내는 참된 이야기”(Allen 129; 엘리아데 18)로 보았다면, 많은 현대인들은 신화를 과
거로부터 전해진 상상의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인다.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 의미를 구성하는 근거로서의 신화의 역할(Patterns 410-11)이 축소된 것
도 분명하다.
그러나 신화가 반복해서 강조해온 주제들이 현대문화 여러 분야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1) 오늘날에는 신화가 ‘참된 이야기’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만, 신화적 주제는 세련된 현대문화의 근거이자 기반의 역할을 굳건히 감당하고 있다. 현대인
들이 즐기는 문학, 만화, 영화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 콘텐츠 내에서 신화의 영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신화적 주제가 이어지고 반복되는 이유는 신화적 주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왔고 또 인간에게 호소력 있는 이야기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드라마를 봐도 오
랫동안 같은 주제가 반복된다.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이야기의 경우, 우리나라
의 「주몽신화」를 비롯한 많은 신화들에서 반복되어온 이야기다. 어려서 고생하며 자란 여성이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남성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소위 ‘신
데렐라’ 모티프는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고전소설뿐 아니라 제주도 신화 「세경본풀이」 등에
서도 찾을 수 있다. 여성을 수동적인 수혜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대 여성주의 관점에서
는 이 모티프가 극복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소설이나 드라마 등에 끊임없이 등장
한다. 인간의 삶을 오랫동안 구성해온 신화적 주제들은 현대문화의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계
속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현대문화 창작자들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채 신화의 주제와 내용
을 반복한다. 대표적으로, 『스파이더맨』(Spider-Man), 『헐크』(The Hulk), 『아이언맨』(The

Iron Man) 등 유명 만화의 원작자인 스탠 리(Stan Lee)는 자신의 작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화의 주제들은 기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 현대사회 내 신화의 위상 약화 및 현대문화에 수용된 신화적 주제에 대해서는 미르체아 엘리아데
(Mircea Eliade)가 이미 고전이 된 저서 『신화・꿈・신비』 (고양: 숲, 2006[1957]), 1장; Myth and
Reality (New York: Harper, 1998[1963]), 9장 등에서 고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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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 달라. 나는 의식적으로 종교적 주제를 내 이야기들 속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
러나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주제들은 종종 극적으로 [내가 만든] 만화책들 속에 한데 얽혀 있는
것이 분명하다. (Lee ⅻ)

인용문에서 리는 자신의 작품에 종교적, 신화적 주제들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자
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반면 여러 현대의 문화 창작자들은 의식적으로 신화를
계승하고자 하며, 나아가 자신의 작품을 신화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소설가 이청준
은 자신의 작품이 신화의 차원에 이르도록 하고 싶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작가로서 제가 죽어라 하고 매달려온 주제[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라 할 수 있겠죠. 나라가 무엇이고 백성이 무엇인지, 백성에게 나라란 무엇인지가 제 문학
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더 가면 신화가 되겠죠. 신화란 영혼의 형식이고 이데올로기의
심화된 형태라 하겠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후배 작가들이 신화와 영혼의 차원
을 좀 더 파고들었으면 합니다.2)

이청준이 이해하는 신화는 앞서 언급한 도니거의 신화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이청준
문학의 주제가 나라와 백성이라는 집단을 바탕으로 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
유하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있어야 성립하는 신화의 조건과 일치한다. 또한 이청준은 사회
집단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사상 체계인 ‘이데올로기’와3) 일상적인 육체와 대비되는 영역이
라 할 수 있는 ‘영혼’을 신화의 핵심으로 지목함으로써, 신화가 “속된 것과 전적으로 다른 것”
으로 정의되는 성스러움을 다루는 이야기임을 시사한다(The Sacred 11; Patterns xviii, 13).
이 인용문에서 우리는 소설을 통해 신화를 계승하고 신화의 수준에 이르고자 하는 현대소설
작가의 갈망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은 이르지 못한 “신화와 영혼의 차원”을 후배들이 더 깊이 파고들었으면 좋겠다던 이청
준의 기대에 가장 가까운 작품 중 하나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 굳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문학상인 맨부커상 수상작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나는 한강이
이 책에서 선배 작가들보다 더 깊은 신화적 상상력과 치밀한 구성력을 보여준다고 본다. 무엇
보다도, 『채식주의자』에는 독자들이 묘한 관능적 매력과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힘이
있다. 독자들을 작품이 만들어내는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
은 신화가 종교적 인간에게 했던 것과 같은 기능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엘리아데는 많은 현대인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종종 역사적이고 개인적인 시간에서 벗어나 신
화적이고 초역사적인 시간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한다고 지적하며, 문학이 신화와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Myth and Reality 192). 하지만 이 논문에서 나는 『채
식주의자』의 신화적인 힘이나 기능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그 주제와 내용이 신화와 연결되
는 지점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강의 아버지인 작가 한승원은 딸의 작품이 보여주는 세계가 신화적이라고 반복해서 지적
한다. 그는 딸의 작품에 대해 평해달라는 요청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2) 최재봉, 「“내 문학 주제는 ‘백성과 나라’였어요.”: 이청준 인터뷰」, 『한겨레』 2007년 11월 27일.
3) 이데올로기의 일반적 정의라 할 수 있는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
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역사적·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를 고려했다.
「이데올로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4) 한강, 『채식주의자』 (파주: 창비, 2007).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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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는] 어떤 새로운 신화적인 향기를 풍기고 있다. 누구의 세계도 흉내 내지 않고
저 혼자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다루는 인간이라는 문제, 딸이 주장하는 소설은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독자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채식주의자』의 세계는] 신화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
다.5)
강이는 진작 나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한다… 둘 다 작품 경향이 공통적으로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내가 좀 더 리얼리즘 쪽이라면 강이의 세계는 훨씬 환상적인 세계,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다.6)

한승원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신화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작품에서 풍기는 신화적 향기
가 어떤 것인지, 한강의 작품 경향이 어떤 면에서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
명하지 않는다. 한강의 작품 세계가 환상적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리얼리즘적인 자신의 작
품 역시 신화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보건대 환상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 곧 작품을 신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논문에서 『채식주의자』가 집요하게 파고드는 인간의 근원적 문제들이 신화의 원형
적 주제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제한된 현재를 벗어나 태초의 시간 및
형태로 회귀하기’ 및 ‘죽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라는 신화의 원형적인 주제들
에 초점을 맞추어,7) 『채식주의자』의 바탕이 되는 신화의 세계를 밝힐 것이다.

2. 태초의 태초: 식물로 회귀하기
『채식주의자』에 나타나는 신화의 원형적 주제 중 첫 번째는 태초의 신화적 시간으로 회귀하
려는 시도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태초, 즉 지금과 다른 신화적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꿔왔다. 엘리아데는 헤르만 바우만(Hermann Baumann)의 연구를 근거로, 태초의 낙원 시
대에 대한 아프리카 신화들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때 인간은 죽음을 알지 못했다. 인간은 동물의 언어를 이해했고 평화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
았다. 인간은 전혀 일하지 않았으며 손만 뻗으면 풍부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다. 어떤 신화적
인 사건의 결과로 이 낙원 단계는 끝이 났고, 인류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처럼 되었다.
(엘리아데 79)

태초의 낙원에서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과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음식이 풍성
했다는 것은 구약성서 「창세기」의 에덴동산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태초의 특징은 “인간은 동물의 언어를 이해했고 평화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다.
동물과 인간의 소통과 공존은 「이사야」에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것으로 서술
5) 김재선, 「한승원, “딸 한강은 나를 넘었다… 어린 시절 책에 묻혀 살아”」, 『연합뉴스』 2016년 5월 17
일.
6) 신준봉, 「한강 아버지 한승원씨, “딸이 나를 능가, 최고의 효도”」, 『중앙일보』 2018년 3월 13일.
7) 이 두 주제를 우주창조신화와 관련된 신화의 원형적 주제들로 분류하는 엘리아데의 신화 이론은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Lincoln: U of Nebraska P, 1996[1958]), 11, 12장; Myth
and Reality, 2, 5장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유요한, 『종교, 상징, 인간: 범속함
너머의 의미를 찾는 인간에 대하여』 (파주: 21세기북스, 2014), 127-29을 참조할 것.

- 15 -

하는 낙원의 특징이기도 하다.8)
C. S. 루이스가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 보여준 나니아 나라 역시 동물과 인간의 협력과
공존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소설의 주인공 네 남매가 옷장을 통해 들어간 이 신화적인 세계에
서는 사자의 모습을 한 신이 인간과 직접 교류하며 역사에 개입하고, 동물과 인간이 힘을 합
하여 근원적인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등, 인간이 살아가는 범속한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시간이 흐르는 곳이었다. 물론 나니아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치열한 노력을 통해 진
정한 낙원이 되어가는 곳이라는 점에서 과거에 있다가 사라진 신화 속 낙원과는 기본적인 속
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니아는 태초의 낙원에서처럼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역사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은 신화와 의례에서 인간과 동물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다루어왔
다.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발견된 대략 15,000년 전 구석기시대 동굴 벽화인 “레 트루아 프
레르(Les Trois-Freres) 벽화”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모습이 섞여 있는 “주술사” 그림을 찾을
수 있다. 시베리아나 북아메리카 샤먼들은 동물 가면이나 가죽을 뒤집어쓰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낸다. 이들은 태초의 낙원에서 통용되던 인간과 동물 사이의 언어를 재생산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 이후 상실된 동물과 대화하는 법을 되찾음으로써 태초로의 회
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동물들과 우정을 나누는 것, 그들의 언어를 아는 것은 낙원 신드롬을 구현하는 것이다. 태초의
때 이전에 이 우정은 태초의 인간 조건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샤먼은 태초의 낙원 상황을 부분
적으로 되찾는데, 이것은 동물의 본능적인 특성 회복과 동물 언어(울음소리의 모방) 덕택이다.
(엘리아데 83-84)

동물의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지금은 상실된 태초의 지혜나 본원적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이기
도 하다.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중 첫 작품 『사자와 마녀와 옷장』(1950)에서 네
남매는 나니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동물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만, 『캐스피언 왕자』
(1951)에서는 다시 나니아로 돌아간 남매들이 동물들이 말을 못 하는 것을 보고 다시 깜짝 놀
란다. 나니아가 타락하면서 상실한 본원적인 순수함이 동물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상황
으로 묘사된 것이다.
모든 신화가 동물과 소통하는 태초의 근원적인 능력을 회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현 세상의 질서나 문명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신화들은 인간의 영역
이 다른 모든 존재의 영역과 구별된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판단한다. 예컨대 제주도 신화 「천
지왕본풀이」에서는 인간과 동물, 식물이 분명히 구별되지 않았던 태초가 무질서했던 때로 그
려진다. “초목과 새, 짐승들이 말을 하여 세상은 뒤범벅”인 상황은,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에
게 간섭하고, 역적, 살인, 도둑, 간음이 퍼져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질서가 말이 아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현용준 19).
그러나 『채식주의자』의 주인공 영혜에게 동물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한 태초의 모습은 극
복의 대상이 아닌 동경과 회복의 대상이다. 폭력과 위선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영혜의 갈망은, 생명체를 죽여서 이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끔찍하게도 싫어하게 되
는 것으로 출발한다. 한강은 모든 육식을 거부하고 나아가 자신이 식물이 되고자 하는 영혜의
모습을 통해, 태초의 신화적 시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종교적 인간의 몸부림을 재현한 것이
8) 「이사야」 11:6-8 (개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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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강의 소설에서 영혜가 태초 회귀를 갈망하는 모습은, 「銀魚」와 「은어낚시통신」에서 윤
대녕이 묘사했던 막연한 시원(始原)으로의 회귀(윤대녕 7-34, 71-110) 시도에 비해 구체적이
고 집요하다. 또한 『채식주의자』의 영혜는 식물로의 회귀를 갈망한다는 점에서 동물과의 평화
로운 공존 및 소통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화나 의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인간은 식물이 아닌 동물이기에, 식물과의 유기적 연결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
다. 연대기적으로도 식물은 동물보다 앞선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식물이 동물보다
먼저 생겨났고, 유대-그리스도교 창조론에서도 식물이 창조된 후에 동물이 창조되었다. 인간
이 식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더 멀고 더 근원적인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다.
유기쁨은 「브리하다란야까 우파니샤드」의 “나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니…”라는 구절과 초목
에도 불성이 있고 초목이 성불도 가능하다는 중국 삼론종 승려인 길장(吉藏, 549-623)의 말
등에 주목하여, 힌두교와 불교 전통에 식물과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유기체적인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유기쁨 44-45, 107-109). 사실 힌
두교와 불교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과 문화들에서 전해져온 신화에서 인간과 식물의 밀접한 관
계나 유기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사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천지왕본풀이」에 태초에는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말을 해서 인간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나타난다는 것은 앞에서
확인했다. 엘리아데는 식물에서 인류가 생겨났다는 내용의 신화들이나 인간과 초목이 순환하
는 내용의 신화들을 여러 편 제시하며, 이 신화들에는 인간과 식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
다는 사고가 깔려있다고 설명한다(Patterns 300-306). 예컨대, 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꽃이 피
어났다는 이야기들은 우주 속에서 사람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이 하나를 이루고 순환한다는 생
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채식주의자』가 식물로의 회귀 신화를 담고 있다는 것은 주인공 영혜가 나무가 되려고 한다
는 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영혜에게 나무가 된다는 것은 폭력과 살해, 억압과 위선
이 만연한, “오늘날 알고 있는”(엘리아데 79) 이 세계를 벗어나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
한다. 아버지와 남편으로 대표되는 이 세계의 사람들은 다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영혜의 갈망
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영혜의 아버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만만하고 어린 둘째 딸 영혜를 종종 때렸던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베트콩을
많이 쏴 죽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영혜를 물었던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아 끌고 다녀
죽인 다음 아무렇지도 않게 조리해 먹는다. 아버지는 채식을 고집하는 영혜의 입에 탕수육을
억지로 집어넣고, 영혜는 칼로 자신의 손목을 베어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저항한다(45-51). 영
혜의 남편은 이 세상의 기준을 적당히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신을 중심으로 삶의 영역을 구성
하려 하는, 오늘날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경쟁이 심한 대기업 대신 자신의 능
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만한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자 노력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진심어린 사랑은 중요하지 않다. 영혜와 결혼한 이
유는 작은 성기로 인한 자신의 콤플렉스마저 그녀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법한, 만만하게
보이는 여성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편과 같은 평범한 사람은 부조리한 이 세상의 존재
로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태초로 돌아가고자 하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 영혜가 꿈
에서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모습, 자신이 “입고
있던 흰옷이 온통 피에” 젖은 모습, 그리고 “한편에선 고기를 굽고, 노랫소리, 즐거운 웃음소
리가 쟁쟁”한 장면을 보고는 더 이상 모든 육식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남편은 받아들이지 못
한다(18-19). 영혜는 폭력, 위선, 억압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소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
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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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혜가 현실의 억압에서 벗어나 태초로 회귀하여 나무가 되고자 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난다. 그녀가 계속해서 햇빛 아래에 가서 가만히 있거나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은, 나무
가 광합성을 하고 수분을 흡수하는 것과 유사하다. 3부 「나무 불꽃」에서 영혜는 마치 자신이
식물인 것처럼 말한다. “나, 몸에 물을 맞아야 하는데. 언니, 나 이런 음식 필요없어. 물이 필
요한데.”(180)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살 수 있어. 햇빛만 있으면.”(186) 인간은 모든 음식
을 다른 존재에 대한 폭력과 살해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다. 반면 햇빛과 비가 있으면 살 수
있는 나무는 생명의 유지를 위해 폭력과 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혜에게 “세상
의 나무들은 모두 형제 같아” 보이는 것이다(175). 또한 영혜가 병원이나 숲에서 계속해서 물
구나무를 서는 것도 나무가 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난 몰랐거든.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 모두 두 팔로
땅을 받치고 있는 거더라구…… 꿈에 말이야. 내가 물구나무서 있었는데…… 내 몸에서 입사귀
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돋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끝없이, 끝없이…… 사타구니에
서 꽃이 피어나려고 해서 다리를 벌렸는데, 활짝 벌렸는데…… (179-80)

폭력의 기억들을 꿈을 통해 확인하던 영혜는 이제 나무가 되는 꿈을 꾼다.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는 이 꿈에서 영혜는 나무로 새롭
게 태어난다.
2부 「몽고반점」에서 영혜는 식물과 인간이 구별되지 않았던 태초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그려진다. 영혜의 왼쪽 엉덩이 윗부분에 찍혀 있는 몽고반점은 “태고의 것, 진화 전의 것, 혹
은 광합성의 흔적 같은 것을 연상”시키며, 영혜에게 성적인 욕망을 품고 있던 형부에게도 그
것은 “식물적인 무엇으로 느껴진다”(101). 어찌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몽고반점이 있다는 것
은 태초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나무가 되
는 것과 유사하게 표현된다. 영혜는 태초의 모습을 지닌 사람이고 그래서 갓난아이의 체취를
갖고 있다고 표현된다(143).
형부는 영혜의 태초의 모습을 알아보고 여기에 끌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혜의
몸에 꽃을 그리면서 형부는 그녀가 태초의 신성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낯선
존재이자 이 세상과 구별된 성스러운 존재로 인식한다. 그에게 영혜는 “어떤 성스러운 것, 사
람이라고도, 그렇다고 짐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식물이며 동물이며 인간, 혹은 그 중간쯤의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다”(107). 몸에 식물이 그려지면서 영혜는 사람, 동물, 식물의 존재 양태
가 구별되지 않고 섞여 있던 신화 속 태초로 돌아가고 있던 것이다. 몸에 꽃을 그린 상태에서
영혜와 형부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이전의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다. 남편의 “땀구
멍 하나하나에서” 고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성관계를 피했던 영혜가(24) 성적인 욕망을 갖게
된는 것은 형부의 비디오아트 촬영을 위해 몸에 꽃 그림을 그리고 역시 몸에 꽃을 그린 남자
상대를 보았을 때였다. 상대 남자와의 촬영이 중단된 후, 영혜는 “그 사람 몸에 뒤덮인 꽃”
때문에 못 견디게 성욕이 일어났다고 말한다(131). 형부는 자기 몸에 꽃을 그리고 처제인 영
혜와 성행위를 한다. 이들의 성관계가 녹화된 비디오를 보고 배신감에 휩싸여 이혼했던 영혜
언니는 시간이 흐른 뒤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그녀[영혜 언니]는 덩굴처럼 알몸으로 얽혀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것은 분명히 충
격적인 영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성적인 것으로 기억되지 않았다. 꽃과 잎사
귀, 푸른 줄기들로 뒤덮인 그들의 몸은 마치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듯 낯설었다. 그들의 몸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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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사 사람에서 벗어나오려는 몸부림처럼 보였다. (218)

식물로 분장한 두 사람의 결합은 인간이라는 존재 양태에서 벗어나 식물이 되고자 하는, 태초
로 회귀하기 위한 의례로 묘사되고 있다. 작품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꼽을만한 이
성행위가 사실은 인간에서 벗어나오려는 가장 처절한 의식이었던 것이다.

3.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채식주의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신화적 주제는 이전의 존재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는 첫 번째 주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주인공 영
혜가 나무가 되고자 하는 것은 곧 현재 자신의 삶의 무의미를 벗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세계의 각 문화권의 신화들 속에서 많은 신
들과 영웅들은 죽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그려졌다. 신화의 주인공들이 새로운 존
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존재와 결별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 존재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나 세례 의례를 통해서 신
자들의 이전 존재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영화
《반지의 제왕》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회색의 마법사’가 죽지 않으면 ‘흰색의 마법사’로 다
시 태어날 수 없다. 간달프는 원래 ‘회색의 마법사’였지만 악마 발록과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
에 최고 지위의 마법사인 ‘흰색의 마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영웅이 실제로 죽는 것으로 묘사되건, 아니면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상징의 형태를 경험하
는 것으로 그려지건 간에, 신화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죽음은 때때로 극도의 고통을 수반한다. 근대 이전
여러 종교 전통들이 입사식 과정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고문을 가했던
것 역시 상징적인 죽음을 부과한 것이다. 엘리아데는 입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시련과
상징적 죽음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The Sacred 187), 종교적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은 새로 태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정신적 고통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고통은 모든 가입의례에 필요불가결한 고문과 유사하다… 다
시 태어나려면, 즉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죽어야만’ 했다. 이전의 자신과 세속적인 조
건은 죽었다. (엘리아데 254)

여기서 죽음 또는 죽음에 준하는 고통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단계이다. 아놀드 방 주네프(Arnold van Gennep)의 고전적 통과의례 이론을 빌려 설명하자
면, 원래 A라는 존재 영역에 있던 사람이 새로운 존재 영역인 B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A
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분리(separation)가 일어나야 한다. 이전 존재와 분리했다고 바로 새로
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A도 아니고 B도 아닌 단계인 전이기(transition)를 거쳐야 한다.
이 사람은 전이기를 거치며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통해 새로운 힘과 지위를 부여받아야만 비
로소 B의 영역이라는 새로운 지위에 통합(incorporation)될 수 있는 것이다(Van Gennep
1-12).
세계 각 지역의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성숙과 성장,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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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련을 거쳐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Heracles)는 온갖 시련으
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올림푸스의 신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가 죽지 않았으면 단순히 힘만 센 사고뭉치로 남았
겠지만, 죽음을 거친 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제주도 신화 「차사본풀이」에서 주인공 강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닌 희극의 상황으로 묘사된다
(현용준 128 참조). 이 신화는 그의 죽음보다 그가 저승의 신이 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소설 『심청전』에서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은 분명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심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소설 전
체의 내용은 비극적이지 않다. 무기력한 가난뱅이에서 벗어나 왕비라는 새로운 존재가 된 심
청은 뱃사람들을 구원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구원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심청이 먼저 인당수에 빠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었다.
우리나라 무속신화 「바리공주」의 주인공 바리공주는 온갖 고난을 겪고 죽음의 영역인 저승
에 다녀오는 것으로 죽음을 대신한다. 그녀는 아버지를 살릴 약을 구하기 위해 저승으로 여행
을 가서 온갖 고행을 견디고 무장승의 아내가 되어 살다가, 달리 말해 저승에 속한 사람이 되
었다가, 사람을 살리는 꽃과 약수를 가지고 이승에 돌아와 죽은 아버지를 살려낸다. 죽은 사
람을 살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바리는 신의 지위에 올라, 저승을 관장하며 무
당의 제향을 받는 무신(巫神)이 된다. 제주도에서 전해져온 신화에도 무조신(巫祖神) 젯부기
삼형제, 농신(農神) 세경 자청비, 서천꽃밭 꽃감관 할락궁이 등, 문자적인 의미의 죽음 대신
죽음을 상징하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다음 신의 지위에 오르는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죽음을 경험한 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신화의 모티프는 최근에 만들어진 문학이나
영화 작품에서도 계속 반복된다. 예를 들어, 소설 『트와일라잇』이나 『렛미인』 등에는 뱀파이
어들이 아름답고 완벽한, 성스러운 존재로 그려진다. 사람들은 종종 뱀파이어가 되고 싶어 하
며, 뱀파이어에게 자신을 한 번 물어서 그들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메이어
29, 95, 160-61, 296, 468; A. 린드크비스트 1권 173, 242-43, 265, 341). 세월의 흐름 속에
서 늙어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이전의 존재가 죽는 과정은 엄청난 고통을 수
반하지만, 곧 원래의 인간 존재는 사라지고 노화로부터 자유로운 영생불사의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다. 현대인들이 열광하는 영화나 만화의 주인공 ‘슈퍼히어로’(superhero)들도 전통 신
화의 신이나 영웅들처럼 종종 엄청난 고통과 상징적인 죽음을 경험한 후에 영웅의 지위에 오
른다. 평범한 모범생 피터 파커(Peter Parker)는 거미의 유전자가 몸속에 들어와 초능력을 갖
게 되자마자 도시의 사람들을 구해내는 정의의 영웅이 된 것이 아니다. 잡을 수 있었지만 그
냥 보내주었던 악당이 파커를 키워준 삼촌을 살해한 후에야 고뇌와 괴로움을 극복하고 스파이
더맨이 될 수 있었다. 삼촌의 죽음은 파커의 옛 존재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했던 소년 브루스 웨인(Bruce Wayne) 역시, 집을 떠나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 훈련을 거친 후에야 배트맨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영혜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도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다. 나무가 되려는 과정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우선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다. 영혜는 나무가 되고
자 하는 노력을 시작하기 전, 마치 계시처럼 꿈을 통해 생명체에서 생명을 박탈하고 그것을
먹는 인간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인식한다(18-19). 남편과 부모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일상으로부터 분리된다. 폭력과 살해가 이 세상의 작동 방식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이 견딜 수 없도록 혐오스럽게 된다. 고기를 먹는 사
람의 몸 “땀구멍 하나하나에서” 고기냄새를 맡고(24), 지금까지 먹어온 고기 때문에 가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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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들이 걸려 있는 것을 느끼는 등(61) 그녀가 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된다. 그
러나 정육점을 지날 때 입술에 침이 흘러나오고(42) 작은 동박새를 잡아 물어뜯는 행위에서
(64-65) 볼 수 있듯이, 채식주의자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지지 않는
다. 젖가슴 외에는 몸의 모든 부분이 폭력과 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눈을 뜰
때는 “내 손톱이 아직 부드러운지, 내 이빨이 아직 온순한지” 계속 확인해야만 한다(43).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이전의 존재와의
분리이다. 자신의 현 존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삶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
다. 영혜는 꿈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생명을 죽여서 그 생명을 섭취해 온 자신에게도 폭력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영혜는 “자신의 뱃속 얼굴”이 꿈 속에 보이는데 이것
을 “피웅덩이에 비친 얼굴”이라고도 표현하였다(143). 자신의 모습에서 폭력적으로 살인을 저
질러온 인간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혜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눈을
뜬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에 의존해 내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당화하는 인간 존재의 폭력성에 눈을 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영혜의 꿈은 다른 인간들
은 모르는, 감춰진 세계를 계시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종교적 성자가 우주와 인간의 본
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듯, 영혜는 꿈을 통해 숨겨지고 무시되어온 인간의 모습을 자각한다.
영혜의 꿈에서는 삶과 꿈,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하게 그려진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영
혜가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은 이후에는 살아있으면서 식물이 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꿈이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
을 통해 영혜는 현실에 대한 비전(祕傳)의 지혜를 얻고 현실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감춰진
본질을 보게 만드는 것이 꿈이었던 것이다.
영혜가 계속 옷을 벗는 행위는 이전의 존재와 결별하고 옷을 입지 않았던 태초의 신화적 시
간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다. 영혜는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속이 다 비치는 옷을 입는
것에서 시작하여, 종종 사람들 앞에서도 상의를 벗고, 나중에는 가능하면 옷을 입지 않고 지
낸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입던 옷을 벗어서 예전에 있었던 모습과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깨달음을 얻으러 숲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속세에서 입었던 옷을
벗어야 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가기 전에 왕궁에서 입었던 옷부터 벗
었다.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속세의 옷을 벗고 승복을 입어야 한다. 나아가 영혜가 옷을 벗고
젖가슴을 드러내는 것은 그녀가 폭력의 세계에 맞서는 방식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젖가슴은
비폭력의 상징이다. 젖가슴은 주먹이나 팔꿈치처럼 무기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고, 전혀 딱딱
하지도 않으며, 사람을 살리고 먹이기 위한 목적, 생명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영혜는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론 아무
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라고 말한다(43). 폭력과 가장 거리가 먼 젖가슴이야말로 생명체의 목
숨을 빼앗고 그것을 먹는 것이 일상화된 세상 앞에서 그나마 고개를 들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전 존재로부터 벗어나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존재가 죽
어야만 한다. 3부 「나무 불꽃」에서 영혜는 죽음을 거부하지 않는다. 이 죽음은 누구로부터도
이해 받지 못하는 고독한 과정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영혜
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언니도 똑같구나…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의사도, 간호사도, 다
똑같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약만 주고, 주사를 찌르는 거지.”(190) 언니도 영
혜를 이해하지 못한다. 언니는 잎으로 광합성을 하고 뿌리로 물을 흡수하며 샅으로 꽃을 피우
는 나무가 된 동생을 떠올리면서도 동생의 죽음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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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영혜의 몸을 통과해 내려갈 때, 땅에서 솟아나온 물은 거꾸로 헤엄쳐 올
라와 영혜의 샅에서 꽃으로 피어났을까…… 넌 죽어가고 있잖아… 그 침대에 누워서, 사실은
죽어가고 있잖아. 그것뿐이잖아. (206-207)

그러나 영혜는 죽음을 새로운 존재인 나무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자
신의 죽음을 염려하는 언니에게 영혜는 “왜, 죽으면 안되는 거야?”라고 반문한다(191). 이 죽
음은 생물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204).
영혜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무의미한 삶이 죽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
이기도 하다. 영혜가 나무가 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새로운 존재는 다른 생명을 죽여서 자
신의 생명을 유지해가는 무의미한 삶의 과정에서 벗어난 존재이다. 영혜가 고기를 거부하고,
나아가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식물이 되고자 한 것은, 삶 속에서 너무나 당연시되어 온 무의
미한 폭력과 살해를 거부하는 몸부림들이다. 동생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영혜의 언니 역
시 자신의 삶이 무의미로 가득 차 있었음을, 그래서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더 앞으로 갈 수 없다. 가고 싶지 않다…
그녀는 이미 깨달았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죽어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고단한 삶은 연극이나
유령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200-201)

영혜와 마찬가지로 언니의 삶도 무의미했다. 그는 생활력 있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다. 영혜는 삶의 무의미를 먼저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
독하고도 힘겨운, 그래서 ‘영웅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다. 따라
서 영혜의 이해 받지 못하는 삶의 과정은 태초의 존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고난의
통과의례 수행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영혜가 결별하고자 하는 인간의 무의미한 삶은 작품 속에서 “진창의 삶”이라고도 표현된다
(173, 204). 언니의 관점에서 보면 영혜는 “이 진창의 삶을 그녀[언니]에게 남겨두고 혼자서
경계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한 셈이다(173). 언니는 동생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영혜가 경계를 뚫고 달려 나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지탱될 수 있었고, 아픈 영혜가
토한 피는 자신의 가슴에서 터져 나와야 했을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220). 경계를 넘는 사람
을 통해 경계 내의 사람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진창의 삶을 벗어나 경계를 넘으려는
노력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도록 해준다. 이런 점에서도 새로운 존재가 되려는 영혜의 시도
는 신화 속 주인공들과 다를 바 없이 영웅적이다.

4. “누구의 세계도 흉내 내지 않은 새로운 신화적 향기”
지금까지 『채식주의자』에 담긴 원형적인 신화 주제들을, 같은 주제를 공유하는 종교 신화 및
문학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했다. 주인공 영혜는 폭력과 억압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
을 벗어나, 동물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할 뿐 아니라 식물과 인간의 생명이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던 신화적 태초를 회복하고자 했다. 나는 영혜가 채식주의자가 되고 나아가 나무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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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처절한 노력을 ‘이전의 존재 양태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하고, 이는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신화를 통해 천착해왔던 주제라는 것을 밝혔다. 나무
가 되고 싶어 하는 영혜의 모습이 낯설어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인간의 생명이 초목에서 유
래했고 또한 죽어서 초목이 될 수 있다는 신화적 사고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앞에서 인용한 한승원의 인터뷰 중 『채식주의자』가 “어떤 새로운 신화적인 향기를 풍기고”
있으며 “누구의 세계도 흉내 내지 않고 저 혼자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한강이 누구의 세계도 흉내 내려 하지 않았더라도, 이 작품에 담긴 신화적인 향
기가 정말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대의 작가들이 이전의 창작자들이 구성해놓은
세계를 의식적으로 흉내 내지 않더라도, 스탠 리가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
은 채로도 오랜 세월 반복되어온 신화의 원형적 주제들을 작품 속에 계속 다시 채용하곤 한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폭력, 위압, 위선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제한된 세상에 사는 인간이 그 너머에 대한 갈망을 유지하는 한, 『채식주의
자』가 공유하는 신화의 주제들은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작품에서 풍기는 신화적인 향기가
내용과 별 상관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책에서 손을 뗄 수 없게 하는 몰입감과 긴장감,
인간 본성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찰과 상상력, 간결하면서 서정적인 문체 등, 『채식주의자』
가 가진 여러 미덕 때문에 독자들은 책을 읽는 동안 평범한 일상과 구별된 어딘가로 여행을
다녀오는 듯한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험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위에
서 말했듯이, 오랜 세월 동안 신화가 독점해온 기능을 소설이 제법 효율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정도인 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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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태어나 태초로 돌아가기: 소설 『채식주의자』의 원형적 신화
주제 분석”에 관한 토론문
김영원(서울대학교)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는 주로 비평가들과 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채식주의나 몸의 담
론, 생태학 또는 에코-페미니즘의 관점9)에서 연구되어 온 작품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과
는 다르게, 소설 안에 무의식적으로 담겨 있는 원형적 신화의 모티프들을 종교학적 관점으로
읽어낸 이 글은 『채식주의자』를 이해하는 데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더욱 입체적이고 발전
된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훌륭한 글이다. 이 글의 전체적인 논지와 화두에 깊이 공감하면
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토론할 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텍스트의 자율성과 적절한 해석의 범위에 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폴 리꾀르
(Paul Ricoeur)가 자신의 텍스트 해석학에서 분명하게 보였듯이, 일단 텍스트가 완성되고 나
면 그 텍스트는 본래의 맥락(본래의 경험, 의도된 독자 등)에서 벗어나 무한한 재해석 혹은 재
맥락화(re-contextualization)의 가능성 앞에 놓인다. 이러한 점에서 신화적 모티프라는 렌즈
로 『채식주의자』를 해석하는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그 가능성과 적
절성의 거리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 이는 신화적 모티프를 통한 해석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표된 몸 담론과 페미니즘에 관련된 일반적인 담론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고민해 보아
야 하는 부분이다. 어쩌면 이 소설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이 소설에 더하는 해석에 대해 이
소설 자체가 저항하는 부분을 발견할 때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인공 영혜가 결국 나무가 되려고 하는 점이 나무 혹은 식물로 상징되는 태초 혹은
기원으로의 회귀를 반영한다는 분석은 타당하지만, 그 회기의 동기와 결과를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영혜가 기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표면적인 동기는 가부장적인 약육강식의 세계현
실에 대한 연약한 여인으로서의 저항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점진적으로 진행된 단절과
죽음이었다. 이러한 저항이 기원으로의 회귀로 귀결될 필연성이 없고, 동시에 기원으로의 회
귀라는 모티프가 세계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연결될 필연적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두 요인
의 관계성에 관해 좀 더 깊이 있게 숙고할 때, 기원으로의 회귀라는 모티프가 이 소설에서 가
지는 정확한 의미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강의 소설에서 나무의 상징이 저
항의 주제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혹은 더 나아가 현대 소설에서 나무의 상징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제들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글에서는 영혜가 나무가 되고자 하는 것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통과의례의
구조와 영웅신화의 모티프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열린 의미의 장에서 다시 물어야 할 질문
은 “영혜는 어떤 종류의 영웅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영웅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기원을 향한 길로 나아가다 결국 죽음을 통해 저
너머의 세계로 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울림을 주는 것인가를 되
물어야 한다. 영혜의 근원적인 트라우마가 이를 통해 치유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녀
9) 다음을 참조하라.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 『문학과 환경』9(2) 2010,
193-211.; 오은엽, “한강 소설에 나타난 ‘나무’ 이미지와 식물적 상상력,”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3), 2016, 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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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절과 죽음이 역으로 우리의 비겁하고 소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
라는 상징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지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결국 기원으로의 갈망이 무
의식적으로 표출된 것이 궁극적인 의미인지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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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법”에의 종교적 영향
- 기사도 정신을 중심으로 -

오시진(삼육대)

I. 서론
전쟁은 왜 규제되고 있는가? 전쟁에 목표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승전이라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주의적 사고에 수단과 방법에 제동을 가하는 이질적 사고가 왜 개
입하고 있는지 의문이 될 수 있다. 사실 결과가 중요한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한 적군을 전쟁
포로로 예우해야할 근거가 무엇일지, 적군에 공격을 가할 때에 과도한 공격은 금지되고 비례
적 공격이어야 할 근거가 무엇일지, 민간인 및 비전투원을 구별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근거가 무엇일지 의문일 수 있다.
그러나 현 국제법체제는 전쟁을 규제하고 있으며 인도주의 정신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1) 과거 전쟁법(Law of Wars)이라 칭하던 법체제를 오늘날 국제인도법이라 칭
한다는 것 자체가 위와 같은 인도주의적 정신을 방증한다. 물론, 명칭의 변화와 무관하게 국
제인도법은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규제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헤이그 제4협약 제
22조는 “The right of belligerents to adopt means of injuring the enemy is not
unlimited.”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인도법체제 전체에 해당되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2)
그렇다면 왜 국제법체제는 전쟁을 제한하고 규제하게 되었을까? 물론 당위적 측면에서 보
았을 때, 전쟁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주의와 결과주의가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작동할만한 전쟁이 제한되고 있고, 인도주의가 중요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여기
서는 왜 이러한 체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특히, 역사적 접근을 취하
여 보았을 때, 종교적 요인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기존 전쟁과 종교의 관계 연구도
정당전쟁론의 기독교 신학적 측면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전쟁 개시 시점의 정당성,
즉 “개전에 관한 법”(jus ad bellum)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시법”(jus in bello)의 종교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 오늘날에는
1) 러시아의 국제법학자 Marten의 인도주의적 규정이 1899년 육전규칙에 도입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지만, 그 규정이 인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원문
은 다음과 같다. 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laws of war on land (Hague II), 29 July
1899. “Until a more complete code of the laws of war is issued,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hink it right to declare that in cases not included in the Regulations adopted by
them, populations and belligerents remain under the protection and empire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s they result from the usages established between
civilized nations, from the laws of humanity and the requirements of the public
conscience.”
2) Article 22 of Hague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and Its Annex: Regulations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18
October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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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헌장 제7장 상 안보리의 결의 혹은 제51조 상 자위권 행사가 아닌 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아직도 보호책임과 같은 전쟁개시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인도법의 범주는 전시법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왜
현 국제법체제가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본고에서는 광범위한 국제인도법체제 내의 규칙과 원칙 중 비례성의 원칙, 구별성의 원칙,
전쟁포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전쟁법과 종교의 상관관계성에 기
사도(chivalry)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기사도 정신을 현대 국제법체제와 동일
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국제인도법체제가 기사도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제인도법(구 전쟁법)이 발전하는 과정에 기독교 문화권의 기사도 정
신이 일부 반영되었으며, 전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다.3) 물론 역사적 현실에서 기사도 정신과 전쟁법이 항상 지켜졌다고 하기는 어렵다.4) 그러나
법은 사실과 규범을 구분하여 본다. 즉, 역사적 사실과 전쟁을 제한하는 규범이 존재한다는
점은 구분하여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한편, “문학과 종교”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러한 연구에 의의가 없지 않다. 기사도, 전
쟁, 전쟁포로와 같은 테마는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한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
내외 문학 작품 속에 전쟁을 배경으로 둔 작품이 다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을 전쟁포로, 비례
성의 원칙, 구별성의 원칙의 배경이 되었던 기사도 정신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문학적 재해석
이 구현될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학적 재해석의 기초를 놓는 작
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II. 기독교 종교와 기사도 정신
전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문화권에서 등장한다. 고대 로마인들에게 전쟁 개시
는 항상 정당화 될 필요가 있었고, 로마 황제들은 경계(frontiers)를 방어하거나 미개인들을
평정한다는 정당성 없이는 전쟁을 개시하기 어려웠다.5) 그러나 이 제한은 전쟁개시(jus ad
bellum) 차원에서의 제한이다.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하지 않았고, 약탈은 제한되지 않았
다.6)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도 특정 이유에 근거해서만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7) 물
론 고대 그리스에서도 전사의 정신와 명례를 높이 평가하였으나, 전시에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았고, 전쟁포로를 예우하지 않았으며, 포로들을 무차별 살해하거나 노예화 하였다.8) 한편,
중동, 인도, 중국과 일본에서도 전사의 명예를 중시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전쟁포로를 주로
3) Terry Gill, “Chivalry: A Principle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in Mariëlle Matthee,
Brigit Toebes, Marcel Brus (eds), Armed conflict and international law: In search of the
human face: Liber amicorum in memory of Avril McDonald (The Hague: T.M.C. Asser
Press, 2013), p. 33.
4) Lucy Lynch, “‘Protecting the non-combatant’: Chivalry, Codes and the Just War Theory”,
Ex Historia, Vol.6 (2014), p. 72.
5) Robert C. Stacey, “The Age of Chivalry”, in Michael Howard et al (eds), The Law of War:
Constraints on Warfare in the Western World (Yale University Press, 1994), p. 27.
6) Ibid.
7) Plato, The Laws, trans. by T. Saunders (London: Penguin, 2004), p. 31.
8) Will Durant, The Story of Civilization: Part II, The Life of Greece (Simon & Schuster,
1939), p.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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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화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9)
그러나 유럽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위와 차이가 나는 정당전쟁론 전통을 찾을 수 있다. 정
당전쟁론의 역사를 논할 때 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어거스틴이다. 비록 그의 이론이
전쟁개시(jus ad bellum)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지만, jus in bello, 즉 전시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원칙을 남겼다. 바로 비례성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과 구별성의 원칙
(principle of discrimination)이 그것이다.10) 비례성의 원칙은 무력 사용이 가능하되, 불필요
한 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별성
의 원칙이란 민간인을 포함한 비전투원을 전투원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1)
4세기 어거스틴의 전시 중 전쟁 제한 이론이 현실에 반영된 기록은 더 후대이다. 975년에
는 기 드 르 퓌이(Guy de Le Puy) 주교가 본인의 교구 내의 기사들과 농부들을 대상으로 평
화 유지 서약을 강제한 바 있는데, 전쟁에 대한 시각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초창기
평화회의는 989년 차호(Charroux)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누구든지 교회를 침범하거나 강탈하
면 파문을 당한다고 정하였다. 또, 당시 교회에서 내린 교전중지령(Truce of God)은 140일이
넘는 성일(聖日)에 전쟁을 금지하였고, 전쟁을 기사들 간의 무력충돌로 제한하였다.12) 정당전
쟁론의 중요 이론가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에서 구별성의 원칙은 드러나지만, 비례성의 원칙
과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13세기부터 기사들은 전쟁에 행함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과도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 받았다.13)
초기에서부터 구별성의 원칙은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교
전중지령은 성직자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파문 혹은 제명을 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1027년
종교회의에서는 교회를 왕래하는 중에 있는 자와 동행 아동 및 아녀자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정하였다.14) 구별성의 원칙을 더 구체화 한 것은 14세기 베네딕트 수도승 오노레 보네
(Honore Bonet)이다. 그에 따르면, 성직자, 농부, 상인 등 특정 그룹에 속한 이들은 그들의
평시 사회적 기능 때문에 전쟁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15)
이러한 전쟁 제한적 사고가 반영된 대상이 중세 말기 기사계급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의 특
별한 전사적 정신과 문화와 결합하여 기독교 문화권의 기사도가 성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
시 기사들은 영웅이고, 신사이자, 성자가 되기를 요구 받았다. 기사들은 진실을 말할 것을 서
약하였고, 교회를 수호할 것과 빈자를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불신자들로부터 교회를 수
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 기사는 기사와만 전쟁이나 전투를 명예로운 것이라 여겼다.16)
위와 같은 정신을 중시한 기사도는 여타 문화권의 전사 정신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기독
교 문화권에서의 기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보전해
야 하는 이중 의무를 지고 있었다.17) 즉,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9) Gill, supra note 3, p. 35.
10) Ibid., pp. 59-60.
11) John Mattox, Saint Augustine and the Theory of Just War (London: Continuum, 2006), p.
11.
12) Lynch, supra note 4, p. 61.
13) Ibid., p. 67.
14) Ibid., p. 66.
15) Ibid., p. 67.
16) Will Durant, The Story of Civilization: Part IV, The Age of Faith (Simon & Schuster,
1950), pp. 574-575.
17) Thomas C. Wingfeld, “Chivalry in the Use of Force”, University of Toledo Law Review,
Vol. 32 (2001),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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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방법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자신이 교회로부터 파면 혹은 제명당할 위험에 빠질 수 있
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로부터 파면 당한다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기독교 문화권 기사들에게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비례성의 원칙과 구별성의 원칙과 같
은 별도의 전쟁 제한 장치가 나름 유효하게 작동하였던 것이다.

III. 중세시대의 전쟁 구분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앞에서 언급한 기사의 덕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기사들은 기독
교 종교의 수호자였고, 이런 가치는 성전(聖戰)을 통하여 더욱 굳건해졌다. 물론 성전 참여에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없던 것이 아니지만, 성전 중 이교도를 죽이거나 본인이 전사할 경우 어
떤 영적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18) 이교도로부터 교회를 수호한다는 것은 구원을 보장
받는 영광스러운 행위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교도가 아닌 기독교인 간의 전쟁을 달리 볼 필요가 있었다. 전쟁 중 기독교인
살해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이 사안은 앞에서 언급한 비례성의 원칙과 구별성의
원칙과 같은 특정 원칙만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었다. 기독교 종교의 색체가 강화된 중세 전
쟁은 전쟁의 종류 자체를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유형의 전쟁, 즉 “파멸전쟁”(Guerre mortelle)은 다른 문화권의 전쟁과 큰 차이가 없
다.19) 이 전쟁은 가장 극심한 형태의 전쟁으로 무제한 전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쟁
은 같은 기독교 문명을 공유하는 국가 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위 불신자(infidel)와 이교
도(pagan)를 대상으로 하는 전쟁에서 적용되었다. 물론 유럽 봉건체제 내에서의 반역이나 반
란이 발생할 경우에 빨간 기를 걸고 이와 같은 전면전쟁을 행하기도 하였다. 빨간 기는 이 전
쟁이 파멸전쟁이라는 것을 알리는 기능을 했다고 한다.20)
두 번째 유형의 전쟁은 “적대전쟁”(Bellum Hostile)이다. 이 전쟁은 기독교 군주 간의 전
쟁으로 전쟁에 제한이 가해졌다. 약탈에도 규칙이 있었다.21) 약탈물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분
배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기사들은 언제든 “내가 항복한다”(I yield)라 선언하면 포
로가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또, 법적으로 전쟁포로를 대상으로 몸값을 요구할 수 있었
다. 포획자는 포로가 된 기사를 손님으로 대접해야 했다.22) 만일 전쟁포로를 존중하지 않고
명예롭게 대하지 않는다면, 전쟁포로는 포획자에 항복하여 발생한 법적 관계에서 해제되어 명
예롭게 도주할 수 있었다. 목숨에 위협을 가하며 몸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속력이 없었으며,
포로는 포획 군주의 법원에 자신에게 가해진 부당한 대우를 기소할 수 있었다. 나아가 전쟁포
로인 기사들은 스스로 몸값을 지불하여 가석방(parole) 될 수도 있었다.23) 한편,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기독교 군주 간의 전쟁에서는 구별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성직자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을 보호하였다고 할 수 있다.
st

18) Evan J. Wallach, “Pray Fire First Gentlemen of France: Has 21 Century Chivalry Been
Subsumed by Humanitarian Law?”, Harvard National Security Journal, Vol. 3 (2011-2012),
pp. 438-439.
19) Stacey, supra note 5, p. 33.
20) Ibid.
21) Ibid., pp. 34-35.
22) Durant, supra note 16, pp. 574-575.
23) Stacey, supra note 5, pp.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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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유형은 성을 포위하는 공성전(Siege)이다. 공성전은 위 두 개의 유형과 별도의 규
칙과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 공성전은 포위군의 군주가 전령을 해당 도시나 성에 급파하며 시
작한다. 전령은 해당 도시나 성이 항복하여 새 군주 영접을 요구한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반
대급부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 받게 된다. 그러나 항복을 거절한다면, 포위군의 군주에
게 반역죄(treason)를 지은 것이 되며, 공격이 강행 된다. 따라서 엄격한 기준에서 보자면, 공
성전은 전쟁이 아니라 반역죄를 지은 이들에 대한 법적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성전은 해당 도시나 성에 딜레마를 안겨 주었는데, 봉건질서 속에서 특정 군주에 충성 서약
을 한 도시나 성이 타 군주에 항복을 하게 된다면 원 군주에 반역행위가 될 수 있었다. 따라
서 봉건질서 상 충성서약서에는 공성전이 발생하면 어느 기간 동안 원 군주의 지원군을 기다
려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었고, 포위군의 군주에게 특정시기까지 원 군주의 지
원군이 도착하지 않으면 항복하겠다는 조건부 항복도 가능하였다.24)
네 번째 유형은 비공식전쟁 혹은 비밀전쟁(Guerre Couverte)이다. 이 전쟁은 주로 동일한
군주 하의 봉신(vassal)들이 전쟁을 할 때 발생한다. 이 전쟁에서는 약탈, 방화 등이 금지되고
오직 살인만이 허용되었다. 즉, 집안싸움에 재물이 손괴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공
식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용 깃발을 사용할 수 없었다.25)
위 네 가지 유형의 전쟁은 개별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권을 기준
으로 보았을 때, 사실 두 가지 유형의 전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한된 전쟁을 행
하는 기독교 문화권 내에서의 전쟁과 무제한적 전쟁을 강행하는 비기독교 문화권과의 전쟁이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 기독교 문화권에서 적용되는 그 어떠한 규칙도 적용되지 않고 무차별
적 전쟁이 가능하였다. 당시 기사들에게 이러한 전쟁이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전쟁
이 기사들에게 영적 보상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한편, 기독교 문화권 내에서의 전쟁은 제약이
상당하였다. 비기독교 문화권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전쟁 중이라고 하기 어려운 규칙들이 존
재하였다. 기사가 항복을 하였을 때 전쟁포로로 예우를 받고 스스로 가석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다. 적어도 기독교 문화권 내에서의 전쟁은 법과 규칙이 지배하는
결투에 가까운 모습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IV. 기사도 정신의 국제법 반영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기사도 정신이 국제법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에서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가 점차 발전하여 중세 기사 계급은 사라
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봉건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17세기 30년 종교전쟁
(1618~1648)와 관련을 맺어 설명한다. 이 전쟁은 무차별 전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고,
이로 인하여 전쟁을 국제법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가 더 강화 되었다. 웨스트팔리아 조약
체결 이후 유럽 사회는 군주 휘하에 정부군이 활동하게 되었고, 기사계급은 찾아보기 어려웠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기사도 정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당시 주로 귀족계급으로 구성
된 정부군의 장교들은 스스로 기사 전통의 후예라 여겼고, 명예와 기사도 정신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였다고 한다.26)
24) Ibid., p. 38.
25) Ibid., pp. 38-39.
26) Gill, supra note 3,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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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Hugo Grotius)에 지대한 영향을 준 신학자이자
법학자인 빅토리아(Francis de Vitoria)는 가톨릭 학자로 기사들에게 적용되었던 기독교 정신
을 국제법에 반영하였다. 빅토리아는 의도적으로 무고한자를 살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고 보았다. 무고한자는 아동, 여성, 여행자, 성직자 등이라 정의하였다.27) 16세기 빅토리아와
동시대 국제법학자 젠틸리(Alberico Gentili) 또한 평시 기능을 기준으로 전시에 구별성의 원
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성직자, 농부, 상인, 여행자 등은 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8)
18세기의 대표적 국제법학자 바텔(Vattel)은 교회법(cannon law)과 유사한 구별성의 원칙
을 규정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하였다.29)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중반에는 관습법이었던
전쟁법이 법전화 되어 조약으로 체결된다. 기존 전쟁 규칙이 바로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과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제네바협약에 반영되게 된다.30) 이제 더 이상 기사단이 전쟁을
수행하지 않지만, 명예와 기사도 정신이 국제인도법에 규정되게 된 것이다.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1977) 제51조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무차별적 공격을 제한하고 있
다. 또, 민간인을 방패삼아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31) 한편, 제네바협약 추
가의정서(1977) 제37조 상 배신금지조항(the prohibition of perfidy)도 기사도 정신을 반영
하고 있다. 제37조는 부상자로 위장하거나 비전투원으로 위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전시
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항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32) 또, 제네바 제3협정에서
는 전쟁포로를 보호하고 있다. 전쟁포로는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유지할 수 있고, 금전을 포
함한 개인 소지품을 가질 수 있다. 포로라 할지라도 존중을 받고 계급상 상관에게만 경례할
것을 요구받고, 동등 계급일 경우에는 경례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33) 이외에도 오늘날 다양
한 국제인도법 규정이 전쟁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앞에서 언급한 기사도 정신과 관련
을 맺는 규정이 상당하다.

V. 결론
물론 오늘날 국제인도법이 기독교 문화권의 기사도 정신의 요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늘날 국제인도법체제는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
도 상당하여 기사도 정신과 필연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는 영역도 있다. 또, 특정 규정들은 무
기의 발전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다른 차원에서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국제인도법이 전시 중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비례성의 원칙, 구별성의 원칙, 전쟁포로 예우와 같은 규정은 기독교 문화권의 기

Lynch, supra note 4, p. 68.
Ibid.
Lynch, supra note 4, p. 70.
Gill, supra note 3, p. 37.
Article 51 of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8 June
1977, 1125 UNTS 3.
32) Ibid., Article 37.
33) Article 22:3, 82:1, 87:1 of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Third Geneva Convention), 12 August 1949, 75 UNTS 135.
27)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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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법체제가 이러한 기사도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과 전쟁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다시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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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법”에의 종교적 영향 – 기사도 정신을 중심으로 –」 에 대한 논평

이 재 환 (한양대)

오시진 교수님(이하 발표자)은 이 논문에서 국제인도법, 구체적으로는 전쟁 ‘중에’ 적용되는
전시법(jus in bello)에 끼친 종교적 영향을 해명한다. 이 때 발표자가 말하는 ‘종교적 영향’은
기독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기사도(calvary)’이다. 발표자는 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
는 의무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쟁의 승리가 아
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기사는 전쟁 중 과도한
무력을 쓰지 않고(비례성의 원칙),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민간인을 보호하였고(구
별성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현재 국제인도법에 반영되었다. 이 논문의 의의는, 발표자에 따
르면, 전쟁 개시의 정당성에 종교적 영향을 밝힌 연구는 있지만 전쟁 중 인도적 원칙 – 특히
비례성의 원칙, 구별성의 원칙 - 에 끼친 종교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국내 학계에 새
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논문의 이러한 미덕에도 불구하고 논평자가 궁금한 몇 가지
를 질문하는 것으로 논평을 갈음하고자 한다.
논평자의 첫 번째 질문은 ‘사실’과 ‘당위’의 구분에 관한, 이른바 윤리학에서 ‘자연주의적 오
류’에 관한 문제이다. 발표자는 ‘구별성의 원칙’과 기사도를 연결하면서 “성직자, 농부, 상인
등 특정 그룹에 속한 이들은 평시 사회적 기능 때문에 전쟁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고 말하
면서, “이러한 전쟁 제한적 사고가 반영된 대상이 중세 말기 기사계급이라 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하지만 이는 ‘당위’로서의 ‘기사도 정신’이 아니라 ‘사실’의 문제, 즉 당시 유럽에서
전쟁을 담당하는 기사들은 영주나 도시국가 시민들이 용병으로 고용한 기사들이 많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즉 기사를 포함한 군인 계급 혹은 도시국가에서 성장한 상인들은 자신들의 병
역의 의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용병-기사를 고용했기 때문에 전쟁은 기사들이 그들의 고용인들
을 대신해서 하게 되었고, 성직자나 상인들, 때로는 기사들 역시 전쟁에서 면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구별성의 원칙’을 기사도 정신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런 사실의 문제를 당위의 문제로
접근하는 ‘자연주의적 오류’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3절 ‘중세시대의 전쟁 구분’에서 발표자는 전쟁의 유형을 구분하면서 ‘적대전쟁’
에서 “포획자는 포로가 된 기사를 손님으로 대접해야 했다. 만일 전쟁포로를 존중하지 않고
명예롭게 대하지 않는다면, 전쟁포로는 포획자에 항복하여 발생한 법적 관계에서 해제되어 명
예롭게 도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발표자에 따르면 기사도 정신이 현재 국제인
도법에 영향을 준 것이다. 하지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사도 ‘정신’ 때문이 아니라 역
사적 사실로서의 기사의 신분 때문에 발생한 일은 아닌지 궁금하다. 역사적으로 기사는 많은
경우 경제적 이유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기사는 상대방을 죽이거나 심하게 다치게 하거나
혹은 모욕적으로 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돈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살려야 했고, 또 잘 대해
주어야 했기 때문이지 이런 ‘인도적’ 행동이 기사도 ‘정신’의 결과는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 34 -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두 번째 질문은 발표자가 생각하는 ‘기사도 정
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의미에서 기사도 정신이 기독교와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관
한 것이다. 두 번째 절인 ‘기독교 종교와 기사도 정신’에서 발표자는 ‘기사도는 여타 문화권의
전사 정신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면에서 기독교 전통이 다른 종교적 전통과는
다르게 기사도 정신과 배타적으로 관련을 맺는지, 예를 들어 기사도 정신은 사무라이 정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차이가 기독교적 전통과 관련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
아 보인다. 기사도 정신과 기독교의 관계가 더 분명히 드러난다면, 현재의 전쟁법에 ‘기독교적
전통의 자장 속에 있는 기사도’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더 분명히 해명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질문과 연관된 세 번째 질문은, 이 논문에 외삽하는extrapolate 질문일 수도 있지만,
기사도 정신이 기독교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남성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전쟁과 남성성은 오래된 연구주제이지만, 고대 서사시의 전쟁
영웅 이야기가 중세의 기사 이야기로 옮겨간 것은 문학의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쟁에서 기사들이 추구한 이른바 기사도 정신, 즉 명예, 공평무사, 용기, 방랑기사의 고독,
더 나아가 마상 결투의 육체성, 획득물을 통한 부의 축적 등이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와의 연
관성이 아니라 (기독교와 남성성의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전쟁에 투사된 (여성성과 대비되는)
남성성의 전범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
마지막 질문은 논문 전체 내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
어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정당전쟁론의 중요 이론가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
에서 구별성의 원칙은 드러나지만,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평자가 보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Summa Theologic
a)』 2부 2편 64문 7항에 제시한 ‘이중결과의 원리(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야말로
‘비례성의 원칙’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원칙은 아우구스티누스까지 거
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중결과의 원리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중

‘해악적 효과

를 허용해야 할 비례적으로 중요한 이유(proportionately grave reason)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만약 토마스 아퀴나스 혹은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비례
성의 원칙’을 찾을 수 있다면 기사도 정신을 경유하지 않고 기독교적 전통이 ‘jus in bello’에
끼친 영향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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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문학자 김동리의 이데올로기적 고투와 샤머니즘
홍주영(공군사관학교)

1. 문제제기
인간은 자연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해의 도구는 과학이
며 이해의 폭과 깊이는 넓고 깊어지지만, 결코 완전에 다다를 수는 없다. ‘한국문학과종교학
회’도 마찬가지이다. 종교는 인간의 근원 또는 사후세계에 뿌리를 두는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현상이고, 학회는 문학과 종교학을 동원하여 이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결코 완전한 지식에 닿
을 수 없더라도, 또한 지식 그 너머에 있는 종교를 항상 의식하면서도, 우리는 종교적 현상들
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런 노력의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종교의 강한 자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지
고 싶은, 종교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종교로부터 휘둘리지 않고자 하는 인간 존재의 애처로운
의도가 자리잡고 있을지 모른다.
김동리는 평생을 샤머니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했다. 그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힘을
뺀 샤머니즘을 재현하는 방법이었다. 샤머니즘은 처음에는 김동리 문학의 주제요 본질이었다
가, 나중에는 소재로 전락한다. 김동리는 평생 동안 샤머니즘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은 감각이 아닌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김동리는 평생을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노력했다. 어머니는 너무나 그리운 존재였
지만, 어머니의 세계에서 벗어나 경주 김씨 가문의 질서로 동화되지 않는 한 김동리는 가부장
이 될 수 없었다. 아버지와 불화하는 어머니의 세계와 가부장적인 세계는 양립할 수 없었던
것이다. 김동리가 가부장이 되고 환유할 수 있는 성욕을 갖게 되자(바람을 피울 수 있게 되
자), 가부장 김동리의 문학은 저열해진다. 반면, 완전한 가부장이 되기 전에 쓴, 어머니의 세
계가 농밀하게 펼쳐지는 ｢무녀도｣와 같은 작품은 김동리 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김동리는 평생을 사회주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노력했다. 그에게는 사회주의에 대한 은
밀한 원체험이 있었다. 그러나 김동리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회주의는 종교의 힘을 무시한, 부정적인 의미의 ‘과학’이었기 때문이다. 영적인(spiritual) 존
재인 김동리는 종교를 마약과 동일시하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김동리는 평생 순수문학자로 남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순수문학이란, 우파 프로파간다의 기수이자 훗날 문총구국대의 부대장으로서 6.25
문예심리전을 담당한 김동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일 수 있다. 그는 작품을 끊임없이 개작
한다. 정치적 상황과 작품개작 현황을 정밀하게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 총독부의 정책에 따라
미묘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해방 이후에는 김구 서거로 이승만 진영에 합류하게 되면서 기존
의 작품들을 개작하게 된다. 그의 작품은 4.19를 전후하여 개작되고, 5.16을 전후하여 또한
개작된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김동리가 정치적으로 해석되
는 것을 끝까지 피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정치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누군가 무엇
을 감추려고 할 때, 그 무엇인가는 그 사람의 본질-그림자일 수 있는 것이다.
해방 이후 김동리는 민족주의계 우파의 투사로 나선다. 김구 측 인사로서 해방 이후 여러
매체의 선전부장을 지내면서, 김동리는 도구적 글쓰기의 전면에 나선다. 프로파간다의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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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공산주의 아지프로와 대적하는 김동리의 작품은 순수문학자 김동리를 예상하는 독자들의
기대를 무참히 깨뜨린다. 그가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세계들이 사회주의자들의 것으로 무분별
하게 투영되기 때문이다. 해방의 공산주의자는 질서를 초월해있는 존재로서 성적으로 자유
분방하며 노골적으로 정치적이고 당대의 도덕률을 파괴하고 있다. 꿈의 표상을 만들 때 대체
와 압축을 사용한다는 프로이트의 설명을 참조한다면, 김동리의 프로파간다 문학은 김동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했는가를 보여주는 내면 심리의 그림자 극장으로 보인다. 그가
재현하는 공산주의자는 드라켄, 켄타우로스와 같은 타자성의 종합판인 것이다.

2. 연구방법론 : 주체의 동역학(모계성, 순수성, 기호계성)
김윤식, 진정석, 김주현, 홍기돈 등의 전기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현상으로서의 김
동리는 총체적으로 해석되고 있지 않다. 그는 문단의 독재자인가 한국문단의 아버지인가. 그
는 파시즘 문학의 대부인가 샤머니즘 문학의 옹호자인가. 그는 모성적인가 가부장적인가. 연
구자들은 각기 어느 한쪽을 공부하고 김동리를 판단한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 접근이다.
그는 둘 모두이다. 대개 사람이 가진 양면성이라는 것은 어떤 종합적인 성격 형성 과정에
의해 만들어지되, 양면성 중 하나는 무의식적인 근본 성격이요 다른 하나는 그가 의식적으로
추동해가는 면이기 쉽다. 김동리의 경우, 근본적 성격은 모성적이요 샤머니즘적이며 정치적이
다. 그러나 그가 의식적으로 추동해가는 쪽은 가부장성이요 샤머니즘의 물화이며 정치적 해석
불가능성(순수성)이다.
따라서 어느 한 시대의 김동리를 규정한다는 것은 절대 정태적일 수 없다. 정지된 사진에
는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지만, 그 흐름은 기록되어 있다. 운동선수를 찍은 사진은 대개 번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연구는 대상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물며 한 시대가
아닌 전체를 연구하는 작가론이라는 것은 대상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
까지 있는 것이다.
뉴튼의 역학이 설명할 수 없었던 시간의 흐름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설명한 것처
럼, 김동리의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는 ‘관점’의 제한에서 비롯된 것이기
쉽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이론’이다. 이론은 작품과 작가에 대한 현상적인 관찰을 넘어, 주
체 형성의 메카니즘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세 가지 이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첫째는 모계성 이론이고, 둘째는 순수성 이론이며, 셋째
는 기호계 이론이다.
모계성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자. 인류는 약 6000년 전에는 모계사회였다고 추정된다. 모계
사회라고 해서 남녀의 역할이 거울상으로 뒤바뀌지는 않는다. 다양한 형태가 있었지만, 대개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었다.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었다. 국가라는 제도가 없었으며, 전쟁이 없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군의 고고 인류학자들이 제시하는 이 개념은 ‘황금시대’라고 불리며,
예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김동리의 경우, 그의 어머니 허임순은 남편인 김임수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현숙
한 어머니로서 가문을 일으키면서도,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면서도, 남편의 방향과는 다른 길
을 대차게 걸어갔다. 김동리가 가진 아버지상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김동리는 성
격형성 단계에서는 모성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이며, 여산신령인 선도산성모 그리
고 숱한 여성 무당들을 작품에 녹인 김동리는 그 경험을 모계성으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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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성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과 칼 슈미트의 정치이론에 의
하면, 인간은 집단 내에서 이질적인 존재를 콕 집어 오염된 존재로 간주하여 폭력성을 투사하
고 결국 집단 밖으로 내치게 된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자 하는 집단이라면, 그 집단 중에
서 정치적이라고 생각되는 존재를 콕 집게 된다.
김동리는 현실 정치 혹은 문단 정치 속에 존재하던 사람이었으므로, 내쳐지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조정은 처세술 차원에서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문단 권력을 잡은 이후에
순수문학론을 제도화했는데, 이는 스스로는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가치중립적인 것을 추구하
면서도 다른 말로는 순수하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배제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곧 순수는 정치적이다.
마지막으로 기호계 이론을 살피도록 하자. 여성 정신분석학자인 크리스테바는 아이를 양육
하는 과정에서, 말 배우기를 포함해 거의 모든 질서를 어머니가 아이에게 알려주면서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안정적인, 다분히 모성적인 심리적 유대가 형성되지만, 6~7세를 전후해 오이디
푸스 콤플렉스기를 거치면서, 모성적인 세계는 억압되고 가부장적인 세계의 질서를 받아들이
게 된다고 관찰한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크리스테
바는 어머니의 역할을 더 크게 강조한다. 어머니의 세계를 ‘기호계’라고 하는데, 이는 아버지
의 세계인 ‘상징계’의 이면에 눌려 있으면서도 때때로 분출한다.
김동리의 경우, 문학성을 인정받는 작품은 대개 모성적인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려고 하는
아들의 몸부림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모성적인 상황에서 아들은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남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죽음으로 표현된다. ｢무녀도｣에는 무당과 그녀의 딸이 중심인물이고 아들
은 어머니에게 죽임을 당한다. ｢역마｣는 근친상간적인 어머니의 세계에서 아버지를 찾아 떠나
가는 아들을 그리고 있고, ｢까치소리｣에서 아들은 충동적으로 어머니를 죽이게 된다. 모성적
인 세계는 끊임없이 되돌아온다. 그리고 그때마다 명작들이 탄생하였다.

3. 이데올로기적인 고투 : 부계적인 당대소설
논의를 좁혀서, 가장 이데올로기적인 글쓰기를 했던 1945년부터 1950년 6.25전쟁 발발 전
까지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시기 동안 김동리는 20편의 단편소설과 1편의 장편소설,
11편의 소년소녀소설을 창작한다.1) 그는 ’46년부터 매해 3~6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했으며, 단
독정부 수립 후 정국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49년에 이르면, 단편 6편 ․ 장편 1편 ․ 소년소녀
소설 9편2)을 창작하는 역량을 과시한다. 그의 글쓰기는 소설 창작을 넘나들었는데, 동 기간
1) a. 1945-1950 단편소설 20편 : ｢윤회설｣(’46.6), ｢미수(未遂)(’46.12), ｢지연기(紙鳶記)(’46.12), ｢혈거
부족(穴居-)(’47.3), ｢목탁새｣(’47.3-수필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소설임), ｢달｣(’47.4), ｢산 이야기｣(’
47.9), ｢이맛살｣(’47.10), ｢상철이｣(’47.11), ｢역마｣(’48.1), ｢어머니와 그 아들들｣(’48.8), ｢절한번｣(’4
8.8), ｢개를 위하여｣(’48.10), ｢형제｣(’49.3), ｢심정｣(’49.3), ｢유서방｣(’49.4), ｢급류｣(’49.4,5,7), ｢검군
(劍君)｣(’49.5), ｢한내마을의 전설｣(’50 ?), ｢인간동의(-動議)(’50.5)
b. 장편소설 1편 : 해방(’49.9~’50.2)
c. 소년소녀소설 11편 : ｢蓮嬉와 敬淑(연희와 경숙)｣(’47.6), ｢일요일｣(’49.4), ｢실근이와 순근이｣(’49.
7), ｢용기와 분경이｣(’49 ?), ｢고양이｣(’49.8), ｢이상한 구슬｣(’49.8), ｢선애와 아기｣(’49.8), ｢분꽃이야
기｣(’49.8), ｢종치는 까치｣(’49.8), ｢도둑굴｣(’49.8), ｢은시계｣(’49.8),
d. 단행본 2권 : 무녀도(을유문화사, ’47), 황토기(수선사, ’49)
2) 소년소녀소설 창작은 대개 학생용 독본(讀本) 제작과 연관되어 있다. 문협정통파가 제도로서의 교육에
진입하는 첫 장면으로서, 이 역시 이데올로기 투쟁의 연장선으로 파악해야 한다. 김동리의 독본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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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그의 이름으로 발견되는 평론 및 수필(수상隨想), 논설 등의 산문은 85편에 달한다.
이 시기 김동리의 문필활동은 그가 맡았던 사회단체 및 문학단체 직책과 직간접적으로 연
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의 논설은 좌파와 예봉을 겨루며 대결하는 것이었다.
1945-1950의 기간 동안 그가 맡은 공적인 직분은 문학영역에서는 문필가협회(46.3.13) 회원,
청년문학가협회(46.4.4) 회장, 한국문학가협회(1949.12.9) 소설분과위원장 등이었고, 이 외에도
그는 다양한 언론매체와 사회단체에 관계했다. 사천군 청년회 회장(45.8.18), 한국청년회
(1946.4.26) 선전부장3), 민족대표외교사절후원회(1946.11.26) 총무부원,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
합회(1947.2.12) 선전부장, 전국잡지기자회(1949.7.15) 중앙간행위원4) 등은 그가 맡았던 다양
한 직분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직장도 경향신문 문화부장(1947)에서 민국일보 편집
국장(1948)5)을 거쳐 문예(1949.8.1) 주간, 서울신문 출판국 차장(1949)으로 해를 바꾸어가면
서 영전한다. 이는 문학, 문화, 언론 계통에서의 그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한다.
김동리의 이 시기 소설들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당대 사건을 부분적으로라도 직접 다
룬 ... 당대소설(當代小說, Gegenwartsroman)”6)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
러내는 소설인 것이다. 신라의 당대를 배경으로 한 ｢검군｣(연합신문, 1949.5.15~28), 연애와
결혼생활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맛살｣(문화,

1947.10),

｢절

한

번｣(평화신문,

1948.8.6~12), ｢인간동의｣(문예, 1950.5)을 제외한 아홉 작품이 당대의 정치적 사건을 주 소
재로 삼고 있다.
1. ｢윤회설｣(서울신문, 1946.6.6~26) : 독립전취국민대회(1946.5.12)
2. ｢지연기｣(동아일보, 1946.12.1~19) : 국대안 파동(1946.7.13~)과 동맹휴학(1946.9~)
3. ｢혈거부족｣(백민, 1947.3) : 입법의원의 반탁지지 성명
4. ｢상철이｣(백민, 1947.11)7) : 독립촉성청년회
5. ｢형제｣(백민, 1949.3) : 여순반란사건
6. ｢유서방｣(대조, 1949.3・4) : 여순반란사건
7. 급류(조선교육 1949.4~6) (혜성, 1950.2~5) : 해방 이후 좌우의 분리 대립
8. 해방(동아일보, 1949.9.1~1950.2.16) : 좌우의 대립 및 청년단체의 활동
9. ｢한내마을의 전설｣(농민소설선집, 1950) : 인공 및 남로당계의 몰락8)

이 작품들 중 ｢윤회설｣, ｢혈거부족｣, ｢상철이｣, 급류, 해방, ｢한내마을의 전설｣은 아버
지의 계보를 추구하려는 주제의식을 보이는 작품들이라 주목된다. ｢윤회설｣9)의 주인공 ‘종우’

3)

4)
5)
6)
7)
8)
9)

련해서는 박형준, ｢“문교-문화"의 접변 양상과 문화정치 -『소학생 문예독본』을 중심으로｣, 배달말
49호, 2011. 참조. 본고는 소년소녀소설을 논의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단지 분량상의 문제이다.
｢한국청년회 진용정비 하기 계몽대 파견결정｣, 동아일보, 1946. 5. 24. 이경남(李敬南)이 전하는 장
준하의 말에 의하면, 당시 주먹을 휘두르며 실력을 행사하는 다른 청년회와 다르게, 한국청년회는 교
양을 쌓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그 구성원도 인테리 층이었다고 한다. 이경남, ｢청년운동반세기 41
- 조선민족청년단 2｣, 경향신문, 1987. 8. 19.
｢전국잡지기자회를 결성｣, 자유신문, 1949. 7. 22.
｢인사｣, 자유신문, 1948. 11. 27.
조남현, ｢김동리의 당대소설의 계열｣, 한국현대문학사상의 발견, 신구문화사, 2008, 117~118면.
양아들이 계보를 잇는 모티프는 ｢상철이｣, 해방, ｢한내마을의 전설｣이 공유하고 있다.
｢한내마을의 전설｣은 인공 및 남로당계의 몰락으로 인한 부계의 단절 위기와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어가려는 모색을 보이고 있다.
당대소설이자 정치소설인 ｢윤회설｣은 ｢두꺼비｣(조광, 1939.8)의 모티프를 그대로 계승함으로써 일제
하 ｢두꺼비｣계 소설들이 잠재적인 정치성을 갖고 있는 것임을 알려준다. 조남현, ｢김동리 당대소설의
계열｣, 김동리 기념사업회 편, 김동리 문학의 원점과 그 변주, 계간문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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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방을 맞아 처음으로 치르는 아버지의 기일에 부계인 삼촌과 고모 내외가 보는 앞에서 결
혼식을 올리고, 이튿날 독립전취국민대회에 참석한다. 결혼을 방해했던 것은 누이동생 ‘성란’
의 오빠를 향한 이상야릇한 감정인데, ‘종우’는 ‘존경’이라는 단어를 들며 이미 사회주의자와
결혼해 있던 ‘성란’을 제압한다. ‘성란’은 아버지의 제사를 겸한 오빠의 결혼식에도 독립전취
국민대회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혈거부족｣에서 아이 아버지의 유골을 들고 귀국하여 잠시 ‘황생원’네 옆 동굴집에 의탁해
있는 ‘순녀’는 그 유골을 고향에 안장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를 갖고 있다. ‘순녀’가 정조를 지
키는 것은 ‘황생원’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새로운 아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갈등을 일으
키지만, 그것이 남편을 안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상철이｣에서 대한독촉청년회 소속의 행동대원 ‘상철이’는 가래병이 든 의붓아버지를 친아
버지처럼 모시고 산다. 그는 가래기침 끝에 “독립은 어찌 돼?”라고 묻는 아버지의 반복된 물
음에 “빨갱이 때매 안 돼요”라고 반복적으로 대답한다. 이때의 독립은 군정의 철수를 의미한
다. ‘상철’은 아버지의 막힌 기도를 뚫듯, 막힌 하수도관을 뚫어 고인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한
다.
해방의 주요 모티프 중 하나는 양자되기이다. 아버지를 여읜 ‘이장우’는 친일파 ‘심재영’
의 딸과 옛 애인이자 사회주의자의 누나인 ‘하미경’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심재영’을
거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어렸을 적 함께 살았던 ‘하미경’과는 애정이 시작되려는 차
에 결국 그 집의 아들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다. 이는 친일파와의 동거를 해야
하는 미군정기의 갈등과,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이념적 매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근친상간의
금기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이념 대결의 정황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소설의 내용은 친자든 양자든 가리지 않고 부계의 계보를 이어가는 행위의 중요
성을 주장하는 듯하다. 특히 양자 혹은 유사 양자에 대한 모티프는 독립운동가들이 귀국하여
권력투쟁을 하였지만, 미소의 대립구도에 의해 상대적으로 정론성이 떨어졌던 非임정계로 권
력이 넘어가고 결국 동리 역시 그에 충성을 해야 했던 상황에 대한 소설적 표현으로 생각된
다.

3. 순수문학 : 모성적 세계에서 떠나가는 아들
위의 소설들이 아버지를 계승하고 기려야 한다는 당위론적 주제를 제시하는 데 비해서, 위
의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작품, 즉 당대의 현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찾기 어려운 작품들 중
에서 자연에 귀의하는 남성성을 보여주는 ｢산이야기｣(민주경찰, 1947.9)를 제외한 아래 여
섯 편의 소설들은 어머니만 존재하고 아버지가 부재하여 일어나는 아들의 심리적 위기를 직간
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1. ｢미수｣(백민, 1946.12)
2. ｢달｣(문화, 1947.4)
3. ｢역마｣(백민, 1948.1)
4. ｢어머니와 그 아들들｣(삼천리, 1948.8)
5. ｢개를 위하여｣(백민, 1948.10)
6. ｢심정｣(학풍, 1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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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 중 ｢달｣에서는 주인공 ‘달이’의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 어머니 ‘모
랭이 무당’은 달밤 남자 화랑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아아, 신령님께서 나에게 달님을 점지하
였다.”라고 생각한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있지만, 상징적 질서 속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는 무염시태(無染始胎)의 신화적 모티프로서, 유화부인이 달빛을 받아 주몽을 낳은
것과도 연관된다. 바다의 조석차는 달의 영향으로 약 한 달의 주기로 패턴이 바뀌며, 여성들
의 생리주기도 달의 주기와 연관이 있어, 오래 전부터 달과 물은 전통적인 여성 상징으로 자
리 잡았다. 이런 여성상징의 계보에서 태어난 ‘달이’는 과연 달처럼 희고 둥근 얼굴을 갖고 있
다. 실연의 아픔을 가지게 된 그는 호수에 비친 달을 넋 놓고 바라보다 결국 물에 투신을 하
고 마는데, 이는 달과의 합일로 이해된다.
｢무녀도｣에서 이어져 ｢달｣을 거쳐 ｢개를 위하여｣로 이어지는 모티프 중 하나는 어머니가
아들의 넋을 데려간다는 설정이다. ｢달｣에서 ‘달이’를 건져내는 것은 무당 어머니이다. 그리고
｢개를 위하여｣에서는 아들의 죽음을 전후하여 혼 어머니인 ‘서녘 무당’의 방문이 있게 된다.
｢심정｣은 당대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지만, 현실이 아닌 어머니가 주제이다.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강의 차 고향으로 내려간 ‘균’이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면서 원인 모를 급체를 하게 되
고,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병이 나으며, 다시 어머니를 떠나올 때 극심한 마음-신체의 통증을
느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근친기｣(등신불, 정음사, 1963)개작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통째로 사라지는데,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부성과 모성, 혹은 부계와 모계의 범례를 기준으로 하여 ｢역마｣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김동리 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역마｣에서 아버지를 닮아 역마
살을 타고 난 것은 ‘성기’뿐이다.10) 화갯골 주막은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정착한 모계적 공간으
로서, 이곳에서는 근친상간의 위험이 일어난다. 성기의 떠남은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이
는 방식이자, 할아버지의 계보에 대한 자각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이모와의 근친상간이라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계적 행보로 파악된다.
모계에서 보면 부계의 친족질서는 근친상간적이고, 부계에서 보면 모계의 친족질서는 근친
상간적이다. 모계에서는 부계로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부계 쪽의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있는
지 알 수 없으며, 부계에서는 모계 쪽의 근친상간을 인지하기 어렵다. 민법809조는 8촌 이내
혈족을 금지하고 있는데, 혈족에는 부계적 개념인 ‘친가’와 ‘외가’뿐만이 아니라 ‘모계’의 혈족
도 해당된다.
그러나 ‘나’의 모계를 보면, 어머니(1촌)의 어머니(2촌, 외할머니)의 어머니(3촌)의 어머니(4
촌)의 비속(5촌)의 비속(6촌)의 비속(7촌)의 비속(8촌)과 ‘나’의 결혼은 민법상 금지되어 있는
근친혼이지만 이를 알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나 모계에서는 ‘성기’
의 어머니와 ‘계연’과 같이 배(胚)가 다른 경우 이를 친척으로 인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즉
성기의 떠나감은 할아버지를 공유하는 이복 자매 어머니와 이모의 혈족 관계를 파악한 것을
계기로,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역마살과 길을 떠나고자 하는 자신의 흥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자각했음을 뜻한다.11)
10) 이상우, 김정옥, ｢김동리 소설 연구 : 「역마」ㆍ「바위」에 나타난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11, 2001.
12, 3면.
11) 우주를 하나의 파동으로 바라보는 여율 사상에서 살(煞)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성기가 육자배기 가락으로 콧노래를 부르게 되는 이유이다. 이를 초극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치 않다. 운명론은 다른 선택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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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작가의 창작 심리에서 ‘성기’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성기’가 모성적인 ｢역마｣의
화개골을 벗어나 남성적 욕망이 환유하는 서울로 옮겨간다고 가정해보자. 노골적인 프로파간
다 소설인 해방에서 ‘성기’를 찾는다면 누가 되겠는가. 친일파라서 꺼림칙하지만 자신을 아
들로 받아들이는 ‘심재영’의 앳된 딸과, 매력적인 외모의 사회주의자 가족이자 유사-근친상간
적 관계인 ‘하미경’과의 사이에서 번민하는 청년단 대표 ‘이장우’와 자신의 성적인 능력을 무
기로 좌익 여성들을 농락하며 결국 그 조직을 와해하는 데 이르는 ‘신철수’ 둘 중에 ‘성기’는
누구에게 더 가까울 것인가. 결혼을 꿈꾸며 정주의 욕망을 갖는 ‘이장우’와 어디에서도 자유롭
고자 하는 ‘신철수’의 사이에 놓여있을 ‘성기’는 자유의 역사(1967)로 가면 한 사람과 사랑
에 빠진 아나키스트 바람둥이 ‘김인식’과 한 사람만 사랑하는 환상에서 깨어나 여럿과 자유로
운 성적 관계를 맺으며 전란 중에 용기 있게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이윤수’ 두 인물로 분기한
다.12)
두 인물의 배치는 이후 다양한 분포를 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어머니의 치명적인 세계에
서 벗어난 남성주체가 당당한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선다는 것이며, 근친상간적인 누이동생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 여성과의 연애로 과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어
머니의 세계는 근친상간적인 세계로 파악되며, 아버지의 세계는 환유하는 성욕의 세계로 이해
된다.
재미있는 것은 위와 같은 변화가 대한민국 정식정부의 수립이라는 사건을 전후하여 일어난
다는 것이다. 이는 건국이라는 사건이 동리에게는 부성적인 대타자가 성립된 것으로 받아들여
졌음을 뜻한다. 모성의 과잉에서 남성주체를 상징계의 세계로 이끌어내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
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정부수립은 아버지의 세계가 선포된 것과 동질적인 것이었다.

4. 샤머니즘 : 주제에서 소재로
별지 보충

12) 이러한 경쟁적인 인물 배치의 원형이 되는 것이 ｢황토기｣의 ‘억쇠’와 ‘득보’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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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문학자 김동리의 이데올로기적 고투와 샤머니즘”의 토론문

전영주(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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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분단, 인간, 삶> 토론문
황효숙(서울여자간호대)
본 발표문은 박경리 소설의 분기점이 되는 『시장과 전장』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시
장’과 ‘전장’의 여성성, 공간적, 상징적 의미에 치중되었던 기존의 연구에서 작가가 지향하는
세계를 추출한 연구는 지루했던 독서에 효용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6�25 수난에 대한 피상적
기록에 그친 것 같았던 생활인의 시각과 이데올로기 시각의 소설에서 2019년의 화두인 필환
경(Green Survival)과 공간의 재탄생(Rebirth of space), 카멜레존 세계의 방향 설정은 박경
리 소설 연구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표문에서 궁금했던 점을 두 가지 질
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전쟁으로 인한 인간, 삶의 내용은 분단과 대립, 불안, 상실, 폭
력 등입니다.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서 소설 주인공은 변화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붕괴
가 현실에 대한 해체를 함으로써 ‘시장과 전장’을 통한 새로운 해방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①기훈의 꿈인 자연과 소박하게 살아가는 세계와 ②지영의 꿈인 페르시아의 시장, 동화와 화
해의 세계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둘째, 박경리의 장편소설 가운데 한국전쟁을 서사화한 『시장과 전장』과 『파시』는 시장이라는
공간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민감하게 운동하는 양상을 매
우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은 박경리 문학의 전
체의 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획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이는 박경리의 주관적 경험 안에서
머물던 작품 세계가 이를 계기로 객관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변화의 기폭제가 되는 역할을 했
기 때문입니다. 연구자께서는

『시장과 전장』에서 긍정적인 작가의 지향성의 세계를 제기했는

데, 후에 발표한 『파시』에서는 오히려 시장의 가능성이 아이러니하게도 본격화된 자본의 위력
속에서 폐색되고 좌절되는 양상이 비판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을 보여줍니다. ‘시장’에 대한 박
경리 문학의 문제의식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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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성스러운 전쟁’과 ‘폭력의 인식론’적 기원 연구
이평전(서원대)

1. 성스러운 전쟁,

희생의 논리

베트남전쟁1)은 미국의 반공 전쟁의 성격을 지닌다. 공산주의의 불씨를 미연에 끄지 않으면
인도차이나와 아시아가 차례로 적화위협에 직면하리라는 이른바 ‘도미노이론’은 6.25를 겪은
한국에서 하나의 경구(警句)로 받아들여진다. 북한과 맞서야 하는 한국정부는 반공진영의 이른
바 집단방위체제에서 전향적인 양보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미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이승만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을 계속해 제안한다. 미국에 의해 매번 거부되었던
그 제안은 반공군사동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으려
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미국을 방문(1961.11.14.)한 박정희가 케네디에
게 파병의사를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2) 실제 베트남에서의 냉전적 긴장은 고조되어
갔고 1965년에 이르면 베트남전쟁은 본격적으로 미국의 전쟁이 된다.3)
그럼에도 한국에게 베트남 파병은 원조4)를 받던 국가가 이제 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해외로 나선 감개무량한 사건이 된다. 더구나 한국군이 그 전투력에 관한 한 미군에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능가한다는 자기평가는 어느덧 정설로 인식된다. 베트남을 통
해 한국은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으며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거둔 성과는 국가적인 성과였으므
로 이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기획된 개발의 논리를 강화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으로 그
효과를 검정하는 실험의 공간이었던 셈이다. 군사프롤레타리아로 고용된5) 병사들은 동시에
‘자유수호의 십자군’6)이 되어 성스러운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 상황에서 리영희는 “한국이 한국인에게 손가락질을 한 번 해본일이 없는 베트남인을 죽
이기 위해서 연인원 수십만의 군대를 파병하게 된 계기와 배경을 아세요.”7)라는 질문을 던진
다. 그 의도가 뻔하고 심지어 불손하기까지 한 질문은 당대 이데올로그들에게 대단히 불편한
1) 이 글에서는 베트남전쟁, 월남전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쓰려고 한다. 월남전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참
전 당시의 용어이자 명칭이다. 관련해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은 당시엔 흔히 월남과 월맹으로 불리었으
나 후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쓰지 않기로 한다. 베트콩 Viet Cong 역시 베트남민족해방전선, 다시
말해 베트남 공산주의자(Viet Nam Cong san)를 뜻하는 용어이다.
2) 신형기, ｢베트남 파병과 월남 이야기｣, 東方學志 제157집, 2012, pp.81-82. 이승만의 파병제안과
박정희의 행보에 대해서는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pp.135-141. 참조할 것.
3) Kevin Ruane, war And Revolutuon In Vietnam 1930~75, UCL, Press, 1998, p.72. 1950년부터
1965년까지 중국은 베트남 혁명의 주된 지지자였다. 1964년부터 소련도 베트남에 적극적인 원조를
시작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했다. 베트남은 냉전뿐 아니라 중소 갈등의 무
대가 된다. 중국뿐 아니라 소련의 개입은 존슨행정부로 하여금 미군을 증강케 했다. 베트남 전쟁의
미국화라고 말하는 시기는 대체로 1965년 여름부터 시작한다. 이 시기는 1969년 미군의 철군이 시작
되고 전쟁이 베트남화(남베트남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될때가지 지속되었다.
4) 휴전 이후 점차 감소하던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가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
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따라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의 군사원조 증가액은 연평균 1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며, 9년동안 약 10억 달러 정도의 추가 군사지원이 제공되었다. 최용호, 앞의 책, p.139.
5) Paul Virilio, Spoeed and Politics, Translatedby Mark Polizzotti, Semiotext, 2007, pp.66-67.
6) 비둘기 부대의 환송식에서 박정희가 한 치사의 한 부분.
7) 리영희·임헌영 대담, 대화, 한길사, 2005,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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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그것에 대한 문학적 응답은 1970년대 후반에서야 가능했다. 이처럼 베트남전쟁 관련 논의
가 총체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전쟁체험의 객관화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 어려
웠을 지도 모른다. 굳이 당대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베트남전쟁에 관해 이야기 하
는 것, 앞서 리영희의 초보적 질문조차 자유롭지 않았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대
이 시기 베트남전쟁은 ‘반공성전’이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투쟁’이라는 공적담론 이외에 어
떤 비판적 담론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관련해 베트남전쟁 관련 소재의 문학을 살피는 일이 단
순히 미군의 범죄행위와 국군의 참전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 정작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엄밀한 사유만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출구라
는 사실이다.8)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해명하고자 할 때, 기존의 식민주
의, 신식민주의, 탈식민주의 담론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중심 Cener과
주변 margin, 특권 privilege과 착취 exploitation가 식민주의의 중심에 있는 단어라면 베트
남에 주둔한 미국인들이 자신들을 중심에 두고 베트남인들을 주변화 시키면서 특권을 누렸다
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파병)한국인의 정체성은 미국과 달리 중층적이다. 베트남에서
의 한국인은 오히려 피식민인의 입장에 가까웠다.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기존의 사이드류의 유럽 중심적 식민주의 담론이나 아시아의 특수한 식민
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9)
이 결락을 메우는 것이 바로 ‘희생’의 논리이다. ‘희생’의 논리는 인간의 삶과 사회 곳곳에
서 나타나며, 특히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논리이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것은 근본적인 비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속된다. 희생의 논리가 현실적으로 강
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판은 무력하며 도리어 비판자를 체념하게까
지 만드는 위력을 발휘한다. 전사자를 ‘나라를 위하여’ 죽은 ‘숭고한 희생자’로서 ‘경의와 감
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를 위한 죽음을 높이 칭찬하고 미화하는 것이며 이를 정당화
한다. 이러한 기능은 ‘희생’이라는 관념 본래의 의미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10)
8) 릴라 간디, 이영욱,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1999, p.22. 한국군의 대(對)베
트콩 섬멸과정에서 주민학살사건에 대한 증언은 그 부대의 명칭과 부대장의 이름, 학살 방법 등이 구
체적으로 문서로 작성되어 베트남 현지의 당국에 보관되어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1969년 발간된 
Vietnames Studies 22호, The Year 1968 특집호는 일년 동안의 전쟁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여
기에는 한국군 관련부분이 적지 않으며, 한국군에 의한 주민학살 보고와 한국군 포로에 대한 기록,
장준하의 한국군 철수 요구까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9) E. Saiud, Representing the Colonized:Anthropology Interlacutors, Critical Inquirey 15.
Chicago: Unioversity. of Chicago, 1989, p.206.; Kyeong-hee Choi, When the colonized
Mother Speak : post-Colonial and maternal Varrative of Toni Morrison, Pak Wanseo, and
Buchi Emecbeta, Blooming Indiana University, diss. 1996. p.2.
10) 다카하시 데쓰야, 이목 역, 국가와 희생, 책과함께, 2005, pp.17-29. 희 犧와 생 牲이라는 각 글
자에는 이미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희’는 제사를 지낼 때 산 제물로 쓰이는 양羊을 의미하며, 글
자의 생김새는 톱으,로 자른 양의 다리가 축 늘어져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 본래 종교적인 제의에서
양을 잡아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신에게 바쳐지는 양, 곧 산 제물을 가리켜 ‘희양 犧羊’
소를 제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희우 犧牛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영어의 ‘새크리파이스 sacrifice 역
시 이와 의미가 거의 동일하다. 프랑스어의 사크리 sacri-는 신성하다의 뜻이다. 이탈리아 철하자 조
르조 아감벤 Ggiorgio Agamben은 성스러운 인간, 즉 호머 사케르 Homo sacer 문제를 연구 과제
로 삼고 있는데 라틴어 sacer는 ‘성스러운 신성한’이라는 뜻이며, 이 sacer에서 sacre-와 sacred가
유래했다. 요컨대 프랑스어로 sacrifice는 faire sacé를 가리키며 신성한 존재로 여긴다. ‘성화 聖化
하다 성별 聖別하다의 의미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대 종교에서 양 등의 동물을 죽여서 그것을 신께 바
치는 의식이며 또한 그 의식에 바쳐진 동물 그 자체를 sacrifice라고 말하는 것이다. 신에게 바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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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특히 주목한 것은 당대 (파병)한국인들이 국가적, 민족적, 종교적 시스템 속에서 베
트남전쟁을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치른 ‘신성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국가와 희생이라는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전쟁과 그 전쟁을 위한
‘국민정신’ 동원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고찰하는 일이다. 국가는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을 바친 전사자를 ‘숭고한 희생’자로 받들고 그의 공적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경의와 감
사를 올리는 바로 희생의 논리 그 자체를 보여주는 위상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취한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11), 안정효의 하얀 전쟁
12)은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특히 이 소설들은 그간 형성되었던 베트남전쟁에 대한 공식기억
에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신형기의 선행 연
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른바 국가적 스코프의 관점에서 바라본 베트남전쟁과 베트남이라는
대상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13) 다만 이른바 ‘스코프’, 국가적 관점
에 대한 반성과 저항을 ‘신성성’ 해체의 정당함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예컨대 황석영과 안정효의 소설에는 전사의 위용을 드러내기는커녕 전쟁의 한복판에서 무의
미에 짓눌리고, 귀환 후에 두통, 무기력, 전신쇠약, 소외감, 피해망상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리적인 증상들에 시달리는 참전병사의 심연을 소설의 무대로 올려 베트남전을 공론화한다.
이는 국민으로 호명되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적 주체성을 획득하려는 의도임에는 분명해 보인
다. 또한 베트남전쟁 소설은 공적 역사가 지워버린 전쟁의 기억을 복원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것은 국가 주도의 공적 기억에 의해 형성된 희생적 영웅담에 균열을 냄으로써 성찰적
개인 주체의 탄생을 유도한다. 무기력, 슬픔, 우울 등 병사의 멜랑콜리를 통해 과거사의 부인
은 그 사회에 기실 심대한 상흔을 남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한편으로 한국군의 참전 행위를
영웅서사로 봉합되는 것을 가로막는다.14)
문제는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이 제의에 그리고 신성성이 해체된 자리에서 이들 한
국인(파병)의 정체성을 해명할 근거가 사라져 버린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베트남전쟁은 단
순히 베트남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적 전쟁’이었고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지속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은 미군의 공중 폭격 위주 전술 대신 험준한 산악 지
대 수색전에 투입된 한편 미군이 포기한 전략촌에서 대민 심리전을 펼치며 월남을 한국화 했
다. 반공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에서 의료진 투입까지 월남전의 한국화는 파병을 최초의 해외진
출로 의미화한 박정희 정권의 팽창적 민족주의를 반영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바람직한 행동규범과 사유를 강제했다는 사실이다.15) 베트남전쟁(하얀 전쟁)을 기억하는 과
제물은, 경우에 따라 식물이기도 했고 때로는 인간이기도 했다. 사람을 죽여 신계 바치는 행위는 흔
히 인신공희 人身供犧 human sacrifice)로 알려져 있다.
11) 이 소설은 ｢난장(亂場)이라는 제목으로 1977.11월부터 1978.7월까지 한국문학에 연재되다가 ｢무기
의 그늘｣로 제목을 바뀌어 1983.1월에서 1984.3월까지 연재된 후, ｢무기의 그늘 1｣(형성사, 1985)로
출간된다. 1987.9월부터 1988.3월까지 2부가 월간조선에 연재되었다가 1988년 무기의 그늘 하권
이 출간됨으로써 완간 된다. 이후 약간의 손질을 거쳐 창비사에서 1992년에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12) 이 소설은 1985년 실천문학에 ｢전쟁과 도시｣라는 제목으로 3회 연재되다가 1985년 말 출판 된 것
을 영역 출판 이후 약간 개작하여 하얀 전쟁이란 제목으로 1989년 고려원에서 출판하였다. 이후 
하얀 전쟁 2부 ｢전쟁의 숲｣과 3부 ‘에필로그를 위한 전쟁｣이 1993년 출판되었다. 2부는 1부에서 윤
명철 병장을 베트콩으로 오인하고 대검으로 찌른 채무겸이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다 부대를 이탈하여
정글을 방황하는 이야기, 그리고 3부는 한기주가 모범수로 석방된 이후 베트남전과 참전 군인들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진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25년 만에 다시 베트남을 찾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
다.
13) 신형기, ｢베트남 파병과 월남 이야기｣, 東方學志 제157집, 2012, p.80.
14) 김은하, ｢남성성 획득의 로망스와 용병의 멜랑콜리아-개발독재기 베트남전 소설을 중심으로｣, 기억
과 전망 겨울호, 통권 31호, 2014,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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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사건과 겹치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하게 되면서 지나간
경험의 반쪽을 통해 기억이 덧 씌어지는 장면을 보게 된다.16)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고, 일본
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1945년 일본 패망이후 다시 진주한 프랑스군을 상대로 참혹한 전란의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한국전쟁의 참담함은 교차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지난한 투쟁 역
정을 밟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에 휘말려 17도선으로 남북이 분단된 채, ‘형은 정부군이고
동생은 베트콩이 되는 동족상잔의 비극17)적 상황에서 선성한 전쟁을 수행한 희생자들의 안부
를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결국 이 시기 베트남전쟁 소설은 전쟁의 실체와 비극성
에 대한 성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자본주의라는 동일한 경험체 속에서 국민문학
적 특성을 보편화하는 방향을 읽어내고, 전쟁을 둘러싼 논쟁의 와중에 사라진 희생자와 그 주
체의 신원(伸寃)을 회복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무(慰撫)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
한 공적담론이 주도하고 만들어낸 공적기억과 역사의 박물관에 봉인된 것을 개인의 시선에서
일정 부분 균열을 가함으로써 이 신성한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도 하다.

2. 전사의 희생, 식민의 용병
베트남 파병 당시 대부분 한국인들은 역사상 최초의 해외파병이라는 자부심를 갖고 있다.
파병 당사자들 또한 젊음의 낭만을 지닌 자유수호의 용사라는 국가의 공식적 담론을 의심치
않았다. 이들은 안정효가 회상한 것처럼 스스로를 “정의와 평화의 십자군에 상응하는 낭만적
모험을 떠나는 영웅”으로 공상하였다. 물론 한국 정부 또한 영웅 만들이게 힘썼고, 한국인들
은 베트남인들의 구원자로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애국자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였다.18) 그
러나 베트남전쟁이 진행되고 마침내 끝난 후, 베트남파병(군인)에 대한 감정은 상호 모순적인
것으로 변질된다. 그것은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는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민족적 수치의 수인
으로 전락해 버린다. 식민의 슬픈 기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민족이나 국민도 억압한 적이
없는 한국인의 순결한 삶에 생채기를 남기는, 즉 가난과 식민의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민족의
외상을 환기시키는 불편한 존재가 된 것이다.
실제 참전병사의 다수는 모국으로 귀환한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의 갈등 원인으로
간주된다.19) 1965년부터 1973년에 이르는 동안에 누계된 5천명이 넘는 한국군전사자의 수20)
는 한국에서 월남전을 말할 때 6만에 가까운 미군사망자와 비교되면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른다. 이들 참전 군인들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용어로 그들 스스로 ‘용병’이었음
을 자처하게 된다. 황석영의 소설 ｢낙타누깔｣(1972), ｢몰개월의 새｣(1976)의 베트남 참전군인
들은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되돌아오지만 안도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영원히 공유불가능한 상실감과 고독에 휩싸인다. 이들은 영원히 집과 고향으로 귀환할 수 없

15) 김주현, ｢월남전 후반기(1970-1975) 귀환 서사에 담긴 ‘한국민 되기’의 (불)가능｣, 語文論集 70집
2017, p.300.
16) 김우영,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기, ‘추모’와 ‘망각’을 넘어서｣, 현대문학의 연구 54, 2014, p.188.
17) 손주환·심상중, 불타는 월남: 파월종군기자의 수기, 대영사, 1965, p.216.
18) Ahn Junghyo, 1998. “ A double Exposure of bthe War.” Philip West, Steven I. Levine &
jackie Hiltz eds. American’s Wars in Asia: Acultural Approach to history and Memory
Armionk, NY: M.E. Sharpe pp.71.
19) 김은하, 앞의 책, p.12.
2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2007,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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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극적 운명을 선고받은 이방인이 된다. 이는 전쟁의 수치스러운 진실을 은폐하는 국가에
대한 반감과 그로 인한 국민으로부터의 일탈 가능성을 암시한다.
“군인의 명예란 언제나 국가가 추구하는 옳은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데 있다고 나는 믿어
왔다. 그런데 전장에서 돌아온 나는 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조금도 자랑스러운 느낌을 갖지 못하
였다. 나는 갑자가. 국가가 요구하는 바은 언제나 옳은 가치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졌다.21)

‘나’는 전쟁에서 돌아왔지만 환대받기는커녕 자신이 “침입자”가 된 서글픔과 모국어가 이국
어인 양 낯설기만 한 경험을 하며 수치심에 휩싸인다. 한국인들은 미제는 좋지만 참전 군인들
을 “한몫 잡은 치들”로 가정하고 이들을 환멸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치를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
다. 참전병사들은 개발독재라는 항진과 충동의 시대가 부인한 전쟁의 죄악을 들춤으로써 수치
심을 자극하는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반식민의 국가에서 가장 오염된 존재로 여겨지
는 “양공주”에게조차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귀한 병사들은 자신의 무너진 남성성을 복원하기
라도 하듯 미군들만이 들어가도록 허용된 특권의 장소인 ‘텍사스촌’에서 여성의 몸과 성을 구
매하려 하지만 텍사스촌의 양공주들은 “도둑놈들끼리는 도둑질을 금한다”며 성매매 조차 거부
한다.22)
마침내 이들의 베트남전쟁은 지워지거나 침묵을 강요받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베트남 전쟁
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23)와 달리 한국 사회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비판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1970년대 초 미라이(My Rai) 학살 사건(1968.3.16.)이 밝혀졌을 때에도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거두었다는 ‘빛나는 전과’는 재고되지 않았다. 베트남전을 수행한 한국군
병사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까지 증언이나 고백에 나선 경우가 드물었다는 사실24)은 월남
이야기가 그들의 기억을 덮어버린 시간이 그만큼 길었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1980년대 공식적
기억이 약화된 이후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소설에 대한 평가 또한 부정적이었다. “베트남이란
전장을 젊은 날 낭만적 사상의 통과제의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신화적’ 현장으로 설정한 혐의
가 보인다”25)거나 “서방 제국주의의 용병으로서 참전하여 도리어 베트남 민족의 탈식민에 장
애가 되었던 우리의 입장을 객관적 시각에서 냉철히 파악하지 못하고, ……제 3세계적 인식이
서구 제국주의적 식민성을 교묘히 은폐시키는 일환으로 전도될 수 있다고 한26) 작가 정신에
대한 비판은 시대의식에 따른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실제 베트남 전쟁 당시 야당 지도자나 문인들조차 한국군 파병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27)
문제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선입견 속에서 파월 한국군과 베트남인의 죽음과
21) 황석영, 1974, ｢낙타누깔｣, 객지, 창작과비평사, p.117.
22) 김은아, 앞의 책, pp.20-21.
23) 1960,70년대 미국의 뉴레프트와 반전 베테랑들은 베트남 전쟁을 자본주의 체제의 이익을 도모하려
는 제국주의 전쟁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 미국의 베트남 참전 병사들은 미국 군대의 도덕적 덕성을
허무는 소외된 그룹이 되었다. (Patrick Hagopian, The Vietnam War in American Memor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09, p.49.
24) 권오형의 끝나지 않은 전쟁 : 생생한 월남체험기(엘맨, 1994)이라든가 ‘고백수기’라는 부제를 붙인
김진선의 산자의 전쟁, 죽은자의 전쟁(중앙 M&B, 2000)은 드문 경우의 하나다. 그밖에 전혀 다른
입장에서 쓰인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케트남 전쟁과 한국군(1~3)(국방부전사편찬연구소,
2002~2003) 등이 있다.
25) 송승철, 1993, ｢베트남전쟁 소설론:용병의 교훈｣, 창작과비평 통권 80호, pp.33.
26) 고명철, 앞의 책, 2003, p.305.
27) 한홍구,,2003,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역사비평통권 62호, pp.1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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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트라우마,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DD)에 시달리는 사람들, 세대를 이어 남겨진 고엽제
피해자의 고통 등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는 많은 희생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 요구되
던 것은 ‘희생’이었다. 실제 모든 국가는 국민에게 ‘희생 sacrifice’을 요구한다. 전쟁 등으로
인해 국민이 죽었을 때 국가는 그 죽음을 ‘조국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찬양하면서 살아남
은 다른 국민들에게까지 그들의 뒤를 이어 조국을 위해 희생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 중에는
자진해서 조국을 위하여 기꺼이 제 한 몸을 희생하려는 사람까지 나타나고 심지어는 국민이라
는 개념 자체가 자기 자신을 희생의 관념이나 감정의 울타리로 조직한다.28) 베트남전쟁에 참
여한 한국인(군인)에게 이런 희생의 논리를 제외하고 어떤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안정효는 “전쟁행위에 휘말린 인간의 모습을 내가 보았던 그대로 전하는 작업이 더 절실한
욕구”였음을 작가 후기에서 밝힌바 있다. 그는 작품 속에서 한기주의 입을 통해 “우리나라에
서는 월남에 갔다 왔다면 ‘돈 많이 벌었느냐?’고 묻기가 고작이더니, 이제는 그나마도 잊혀졌
다. 그리고 그 잊혀진 사람들을 위해 시를 한 편 써서 내 나름대로의 자그마한 한 비를 세우
고 싶었다.”29)는 진술을 통해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스러운 전쟁’일 수 있음
을 말해준다. ‘조국을 위해 죽는 것 pro patria mori’을 신성한 행위로 보고 국가를 위해 순
국한 전사들을 영웅으로 떠받드는 사상과 실천은,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 로마 이후로 전통
이며, 그 전통은 근대 유럽의 국민국가가 상호 간 내셔널리즘을 서로 맞부딪쳐가며 전쟁을 반
복했던 시대 정점에 이르게 된다.
김기자의 목소리에서 나는 67.25는 우리 민족이 겪었으므로 시도 쓰고 뼈에 새겨야 할 역사요
전쟁이지만 월남전은 남들이 벌인 무슨 불꽃놀이 장난쯤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듯 한 인상을 받았
다.<중략> 나에게 더욱 생생하고 뼈아팠던 경험을 기록하려는 욕구가, 보통 사람들은 망실된 전설
정도로만 여기는 월남땅에서의 전쟁 얘기를 어디엔가 기록한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내 잠재
의식 속에 있었다.30)

이것은 앞선 리영희의 질문에 대한 응답일 수 있다. 이른바 강제된 성스러운 국가 부름에
대응하는 희생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전장에서의 체험을 온전히 기억하는 일이다. 전장에서의
체험은 “조각나서 정합성이 없으며 전체상 속에 위치 지을 수 없는 일그러진 체험”31)에 가깝
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대부분의 미국 병사들은 “도착한 곳이 어딘지조차 몰랐”고 그들이 “베
트남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은 극히 피상적이어서 현지의 문화나 감정을 이해할 수 가 없었
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군 또한 ‘1년 순환복무제’를 실시했다. “베트남 말 몇 마디도 배
울 수 없는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대부분의 병사들은 “상호 이해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전투를 치렀다.32) 이러한 진술은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소설이 지닌 증언적 성격을 말해 준다.
이들은 대부분 참전경험이 있거나 철저한 취재에 근거해 작품을 썼다.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며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항담론을 형성함으로써 문학의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는 것이 증언소설의 의의임을 생각할 때, 베트남전쟁을 형상화한 소설은 베트남
전쟁에 관한 보다 다양하고 온당한 시선을 제공할 수 있다.33) 그것은 1980년대에 이르기 까
지 반공의 용사, 근대화의 역군이라는 공적 평가 속에서 미화되거나, 식민제국의 용병으로서
28)
29)
30)
31)
32)
33)

다카하시 데쓰야, 이목 역, 앞의 책, p.15.
안정효, 하얀 전쟁, 고려원, 1989, p.28
안정효, 앞의 책, p.55.
오카 마리, 김병구 역, 기억 서사, 소명출판, 2004, p.79.
마이클 매틀리어, 유경찬 역, 베트남-10,000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2002, p.240.
정찬영, 한국 증언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0,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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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되는 과정에서의 전쟁의 참상에 대한 증언의 결과물인 것이다.

3. 기억과 증언, 애도의 소설
‘집단적 기억’이 집단의 특성과 정통성을 유지하게 하는 반면, ‘역사적 기억’은 정체성을 유
지하는데 오히려 장애를 가져오게 한다. 또한 집단적 기억은 관련된 집단과 항상 복수로 존재
하지만, 다양한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 통합적 틀을 구성하는 역사적 기억은 단수로 존재한다.
그 과정에서 집단적 기억은 변화를 계속해서 없애는 반면, 역사적 기억은 이와 같은 변화를
특화 해 나간다.34) 앞선 황석영과 안정효의 일련의 소설들은 이러한 집단적 기억과 역사적 기
억에 대한 탐색의 성격을 갖는다. 물론 이 소설들이 제시한 나름의 서사적 진실은 월남 이야
기를 통해 형성되었을 베트남전쟁에 대한 대중적 기억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소설들이 다시금 상기시킨 베트남전쟁은 이제 대중들에게는 먼 과거의 일일 뿐이다.
사실 이 전쟁과 관련된 ‘편치 못한 부끄러움’을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은 역
설적이게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직접적인 이해의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35)
이러한 기억의 상실과 해체, 즉 전쟁에 대한 공식적 기억에 반하는 기억의 출현은 이원규의
｢훈장과 굴레｣(1987)의 장교의 입을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다층적으로 유형화되어 있다. 정부
의 공식 논리에 따라 ‘베트콩’을 섬멸하여 성과(훈장)를 노리는 반공주의자, 베트남인들을 이
해하려는 휴머니스트, 전쟁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 추구에 혈안이 된 사람들은 베트남전쟁을
바라보는 복합적 성격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36) 관련해 안정효의 하얀 전쟁은 과거와 현재
의 교체서술이라는 장치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베트남전쟁에 대
한 이런 설명이 해석의 차원을 넘어 현실적이며 실체적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소설은 과거의 전우였던 변진수에게서 전화가 오면서부터 잠복해 있던 월남에서 보냈던 11
개월 26일의 전쟁경험을 기억해내면서부터 시작된다. 서사는 한기주가 1966년 베트남에 파병
되어 1년 동안 경험한 전쟁이 한 축이고, 10여년이 지난 현재 변진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상처
의 원인을 탐색하면서 변진수를 베트남에서부터 가져온 권총으로 죽이게 되는 이야기가 다른
한 축이다.37) 실제 안정효는 백마부대 정훈병으로 13개월 동안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1967년 12월에 귀국하는 데 이 작품에는 그의 자전적 경험이 짙게 투영되어 있다. 그는 기자
로 일하다 NEA통신의 톰 티디(Tom Tiede) 기자가 쓴 ｢베트남 통신｣이란 글을 읽고 ‘전쟁 보
도’가 전과(戰果)를 나타내는 통계로 기능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심층을 파고드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참전을 결심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서술자이자 주동인물인 한기주를 통해 많은 참전 군인의 사정과 죽음
의 과정을 담아내며 그들의 죽음을 개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죽은 자들의 희생을 향한
애도의 의미를 가지면서도 전쟁을 미화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사적으로 진실하다. 르낭은 “희
생의 감정이란 과거에 국민을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했던 희생에 대한 애도의
감정”이라고 말한다. 이 ‘희생의 감정’이란 과거의 희생을 숭고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뜻한다.
34)
35)
36)
37)

아라라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p.15.
신형기, 앞의 책, p.107.
이한우, ｢현대 한국 소설 속의 베트남 인식｣, 오토피아, 2011, p.364.
정찬영, ｢한국과 베트난 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담론 연구｣, 한국문학논총, 2011, p.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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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은 망각을 전제한 애도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38) 그러므로 당대 국가
권력이 생산한 서사인 영웅주의의 강령과 야만스러운 어떤 이데올로기를 신념화하고 잘 준비
된 죽음을 맞는 극적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설에는 당대 한국인들의 일반적 생각이 가감 없이 드러난다. “베트콩 동지들이 마
을로 내려가 겁을 주느라고 어린아이의 손목과 발목을 작두로 잘라 버리는 광경을 본적이 있
었다고 한 근거 없는 소문들은 베트콩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겼다.”39) “월남인들은 이 전쟁이
우리들 탓이라고 생각해요.……헌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며 싸우다 죽나요? 고마
워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40) “우리가 철수해 버리고 난 뒤에 월남인들이 ‘교량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 월남인들이란 뻔뻔스럽고 태평하며 한편 퇴폐적인 족속들이다.”
이와 같은 서사의 한축으로서의 체험담은 과거 문학을 공부하면서 전쟁에 대한 막연한 동경
심을 가지고 있던 작가가 영웅다움도 정의감도 없는 단순한 생존의 전쟁터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냉혹한 적자생존의 공간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들은 함께 파병된 동료들과 함께 낯선 땅에서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악마적 본성을 목격한
다. 전쟁을 겪어감에 따라 그와 그의 동료들은 삶의 죄책감을 벗어남은 물론 동료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베트콩을 망설임 없이 사살한다. 그러나 군대내의 도피처로 파월을 선택한 변진
수는 이런 주위의 변화에 처음부터 적응하지 못하고 이상 행동을 하며 급기야 정신착란 증세
를 보이면서 한기주의 뇌리에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그것은 기억의 재구성에 대한 불일
치와 오해의 불가피함을 드러내는 것이다.41)
결국 작가는 전쟁의 희생에 대한 애도가 참전 군인이나 베트남인과 같은 직접적 대상이 아
니라, 그런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정치·사회적 조건에 맞서 기억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희생자의 죽음이 야기된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적 사회적 조건을 비판
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도록 국가와 사회에 호소하고 촉구하고 압박을 가함으로써 죽은 자
에 대한 충심을 다하려는 남은 자들의 모든 실천적 행동을 함축한다.42) 실제로 일련의 베트남
전쟁 소설은 상실을 애도하는 전통적이고도 집합적인 수단인 것이다.
특히 하얀 전쟁에서처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자살의 유혹을 이겨내고 삶을 지
속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애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생존자들은 바로 자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낀다. 자신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에 소홀했으며 자신보다 교활하지
못하고 너무 어린 이들을 방치했다는 죄책감이 수치와 고통을 안겨 준다. 기억으로 고통 받으
면서도 이들이 자살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증언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 때문이다.
이는 사건의 기억은 타자와 나누어가짐으로써만 애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43) 쁘리모 레비가
지적했던 것처럼 애도는 자신의 수치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려는 윤리적 주체의 의지적 표
현44)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황석영 소설 속 참전 병사의 수치심은
38) 다카하시 데쓰야, 이목 역, 앞의 책, p.159. 여기서 식민주의 일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아시아의 사망자나 일본 국민 중에서도 일본의 군인, 군속 사망자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애도를 올리는 데 저항감을 품은 사람들, 그들을 감사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예컨대 오
히려 그들로부터 총부리를 당했으며 그들에게서 죽음으로 내몰린 자들의 유족들, 그리고 그 밖의 다
른 사람들이 누락되어 있다. 애도와 망각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39) 안정효, 앞의 책, p.243.
40) 안정효, 앞의 책, pp.146-149.
41) 오카마리, 김병구 역, 앞의 책, p.68.
42) 정원옥,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과 애도의 정치｣, 중앙대박사논문, 2014, pp.40.
43) 서경식, 시대의 증언자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 창비, 2006,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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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를 기억하는 윤리적 정서의 토대가 되기보다 멜랑콜리의 심상으로 퇴각함으로써 과거를
부인하거나 자신의 죄를 은폐 혹은 방어하는 구실45)을 한다는 날카로운 평가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결국 애도를 통한 증언은 과거의 진실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실에 접근
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적인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증언은 제도화된 ‘기념’에 대한
도전으로 등장했다.46) “우리들은 영광의 창조를 위해 진실을 잃었다”라는 언급에서 드러나
듯47) 하얀 전쟁은 증언이란 형식을 빌려 베트남전쟁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개인적 기억
과 애도의 방식인 셈이다. 한기주는 베트남전쟁을 통해 한국전쟁을 다시 체험하는 것, 그것은
트라우마의 전이 과정을 통해 애도를 요청하는 일이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속죄와 나눔을 목
적으로 한다. 작가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애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베트남 전쟁
당사자인 소설 속 인물들 뿐 아니라,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까지 ‘공감’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4. 자본의 폭력성 기억과 증언
그럼에도 ‘기억’은 주체에게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놓이며 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신
체에 습격을 가해온다. 그리고 사건은 기억 속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현재를 살아간다. 이 점
에서 기억의 회귀는 근원적 폭력성을 숨기고 있을 수밖에 없다.48) 특히 전쟁과 관련한 ‘기억’
에서 이러한 특성은 더욱 잘 드러난다. 전쟁과 관련한 텍스트 분석에서 “근원적인 폭력의 리
얼리티라는 게 원리적으로 우리가 재현, 표상할 수 있는 현실의 외부로 항상 넘쳐 흐르는 것
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형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사람에게 회귀하는 사건에
는 과거형으로 언어화될 수 없는 지점, 혹은 단지 ‘경험’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사건의 잉여
‘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배후에 놓인 폭력성의 근원을 탐색하는 과정은 황석영 무기의 그늘｣에 잘 드러난
다. 서사의 중심축에는 한국 파병 군인인 ‘안영규’와 베트남해방전선 소속 ‘팜 민’이 놓인다.
소설은 먼저 안영규를 통해 베트남 전쟁의 폭력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동시에 베트남전쟁
에 관한 공적담론의 허구성을 통렬히 폭로한다. 곧 이 전쟁이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며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파병은 정의의 십자군이었다는 공적담론으로서의 전쟁관은 실제의 죽
음을 넘어서는 전투상황과 양민학살사건 등 범죄 행위에 관한 여러 보고, 무기 실험, 일본의
경제적 이익 등을 보여줌으로써 명분을 위한 허구였음을 비판적으로 제시한다.49)
한번이라도 그 맛과 냄새와 감촉에 도취된 자는 결코 죽어서라도 잊을 수가 없다. 상품은 곧바
로 생산자의 충복을 재생산해낸다. 아메리카의 재화에 손댄 자는 유에스 밀리터리의 낙인을 뇌리
에 찍는다. 캔디와 초코릿을 주워먹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저들의 온정과 낙과
44) “왜 아우슈비츠 생존자가 ‘인간이라는 수치’에 시달려야 했을까?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가해자의 수
치까지도 피해자가 고스란히 받아서 시달려야 하는, 이 부조리한 전도가 일어나는 것은 왜일까.”라고
질문하고,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유대인은 인간 이하’라는 사상에 희생된 까닭에, 그 사상을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사상으로 대치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45) 김은하, 앞의 책, p.22.
46) 전진성외,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2009.
47) 안정효, 앞의 책, p.138.
48) 오카 마리, 김병구 역, 앞의 책, p.49.
49) 정찬영, 앞의 책, 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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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신뢰한다. 시장의 왕성한 구매력과 흥청거리는 도시 경기와 골목에서의 열광과 도취는 전
쟁의 열도에 비례한다. PX는 나무로 만든 말(馬)이다. 또한 아메리카의 가장 강력한 신형무기이
다.50)

안영규는 참전 6개월 다낭에 있는 합동수사대로 차출되어 무기암거래를 밝히는 수사 활동을
한다. 소설은 안영규의 시선으로 베트남 블랙마켓의 실체를 파악해 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
다. 안영규의 추적을 통해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의도한 바가 암묵적 밀거래를 통한 전쟁물
자의 소비와 그 이익을 통한 베트남의 식민지화였음이 드러난다. 곧 PX로 상징되는 미국의
거대자본이 어떻게 베트남인들이 일상생활에까지 깊숙이 개입하여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 베트남전을 다룬 소설과 달리 병사들의 전쟁 수당
이나 파병 반대급부로 확보한 경제 원조를 넘어 민간 부분의 자본주의적 욕망까지를 다루고
있다.51) 작가 황석영은 ‘다낭 시장’ 주목하면서 베트남전쟁이 미국 자본주의의 식민주의적, 제
국주의적 의도의 표출이었음을 ‘무기’와 ‘그늘’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음을 직접 밝힌 바도 있
다.
소설의 다른 한 축으로 ‘팜 민’과 그 형인 ‘팜 꾸엔’의 시각의 교차되는 지점은 주목할 만하
다. 민족 해방전선의 팜 민과 남베트남 정부 소석의 군인인 팜 꾸엔이 형제라는 사실은 베트
남전쟁의 비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사이공대학의 법률학도였던 월남 2군
사령부의 수완가 팜 꾸엔 소령이 남베트남 정부 소석의 군인으로 돈을 착복해서 외국으로 나
갈 궁리를 하는 모습이다. 팜 꾸엔을 통해 소설은 베트남 민중의 삶을 억압한 미국의 이익에
기생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채운 남베트남군과 권력의 종착을 드러낸다. 이처럼 전쟁의 실체를
자본의 폭력성인 ‘무기의 그늘’에 두고 있는 작가의 분신인 안영규가 토이의 죽음에 분노하여
팜 민을 사살하는 소설의 후반 장면은 베트남전쟁의 폭력성으로부터 한국인이 자유로울 수 없
음을 말해주는 것52)으로 그 폭력이 정치적인 것을 넘어 경제적인 차원의 것임을 분명히 해준
다.
흔히 전쟁은 “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며 “다만

다

른 수단을 통해서 이어지는 정치의 연속”이라고 정의된다. 전쟁은 전쟁을 일으킨 자의 역사
철학으로 세계를 강제적으로 다시 재편하고자 하는 폭력적인 정치적 행위로 해석되지만 황석
영의 무기의 그늘은 베트남 전쟁을 ‘자본의 전쟁’으로 교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노골적으로 ‘양키의 정치경제학’을 작동시킨다. 공산주의로부터 베트남 민중을
격리시키고 베트남을 제국주의적 통치기술로 지배하기 위해 미국은 베트남을 무차별적인 원조
를 통해 속성화된 자본주의의 길로 진입시킨다. 물질적 풍요에 익숙케 하여 미국 중심의 제국
네트워크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이다. 전쟁에서도 막대한 무기를 무차별적으로 투여하고 빠른
시기에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양키의 정치경제학은 남베트남 정권에 의해
방해 받는다. 이처럼 무기의 그늘은 베트남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소로 ‘자
본의 전쟁’ 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53)
이 자본의 전쟁은 파농이 지적한 식민적 종속성이 만들어내는 폭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잘
50) 황석영, 앞의 책, p.67.
51) 장두영, ｢베트남전쟁 소설론-파병담론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5, 2008.
52) 시어도어 휴즈, 최원식 외 엮음, ｢혁명적 주체의 자리매김-｢무기의 그늘｣론｣, 황석영의 문학세계,
창비, 2003, p.240. 저자는 안영규의 팜 민 사살은 베트남에서 남한이라는 국가가 보여준 하위제국주
의의 궤적, 미국이 돈을 주고 산 남한의 군사기구의 반혁명적인 폭력을 예시한다고 이해한다.
53) 류보선, 앞의 책, ｢베트남()인)이라는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베트남 참전 50주년에 돌아보는 한국문
학과 베트남(인)-｣, 현대소설연구, 2014,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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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베크남전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씌어진 소설들은 모두 한국군은 미국
의 용병이었음을 주장한다. 참전에 대해 미국이 약속한 물질적 보상과 자신들의 목숨을 맞바
꾸기로 한 용병이었다는 자각이 텍스에 곳곳에 드러난다. 관련해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매우 호전적이었으며, 베트콩 포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거칠었음을 설명한다. 베트
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지휘관, 크리튼 아브람즈(Creighton Abrams)에 의하면 한국군은 특유
의 호전성으로 인하여 단조로운 한 가지 소리만을 내는 베이스드럼에 비유될 만 했다고 한
다.54) 극도로 호전적일 수밖에 없었던 한국군의 자세는 앞서 언급한 식민적 종속성의 노정으
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군이 아주 효과적인 전쟁 기계였다는 점을 두고, 황석영은 주인을 위
해 맹목적으로 달려가 주인 대신 먹이를 포획해 주는 사냥개의 비유를 든다.
사냥개는 주인의 지시에 의해서만 노획물을 향하야 달려간다. 포물선을 그리든 지나쳤다가 돌아
서 가든 직선으로 가든 몇 발짝 앞에서 멈추든 그것까지는 개의 마음대로다. 그 물건이 물오리나
꿩이거나, 도요새거나, 아니면 헌신짝이나 찢어진 공일지라도 일단은 덥석 물고 주인에게 달려와야
한다. 사냥개가 그 물건이 맛있다거나 쓸모가 없다거나 먹지 못\한다거나를 알아볼 필요는 없
다.55)

황석영이 자세히 묘사했던 것처럼 경제적 궁핍에 익숙해 있던 한국의 청년들이 ‘호화스러
운’ 베트남 행 미군함에 승선하는 순간부터 한국군은 자신들의 용병으로서의 위치를 자각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일련의 소설들은 전쟁의 폭력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비판과 사실 규명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 베트남 전쟁을 비롯한 역
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 찾기는 공적담론의 사실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분명 베트
남전쟁에 관한 공적담론이 관변화한 언론을 통한 언론통제, 비판적 인사의 억압, 이데올로기
교육을 포함한 일상을 지배하면서 관성적 삶의 종속을 가용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정작 중
요한 것은 황석영의 사냥개 비유 같은 과도한 해석에 곧바로 편승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무기의 그늘에서 그가 지적한 것처럼 자본의 폭력성에 기초한 베트남전쟁은 아직
도 끝나지 않은 우리의 분단 상황에서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인
들에 대한 한국인의 우월감과 죄책감은 사실 그들의 가난과 전시에서의 경험이 만들어 낸 것
이라는 점에서 이 신성한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54) F. Fancon, Black skin, White Masks(tran Charles Lam Markmann), New york: Grove,
1967, p.17.
55) 황석영, 앞의 책,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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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성스러운 전쟁과 폭력의 인식론적 기원”의 토론문
김인경(한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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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폭력의 시의성과 이병주의 ‘회색의 사상’
정계룡(육군사관학교)
<목차>
1. 서론
2. 반(反)폭력의 시의성
3. 법의 양가적 속성에 대한 이해와 법에 대한 긍정
4. 결론

1. 서론
이병주는 그동안 ‘회색의 사상’1)을 가진 작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평가‧이해되어왔다. 이병
주의 ‘회색의 사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연구들2)과 긍정적인 그것들3)이 공존하는 가
운데, 본 발표문의 목적은 이병주의 소설 속에 나타나는 폭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병주의
‘회색의 사상’을 한층 구체화하려는 데 있다.
정계룡은 이병주의 ‘회색의 사상’을 그의 대표작 『관부연락선』(『월간중앙』, 1968.4 ~
1970.3)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병주의 중립적 입장을 재해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병주의
‘중립’은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부정적(negative) 차원을 넘어, 어떤 입장과 태
도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출발지점’이라는 매우 긍정적(positive)차원에 연결되어 있
음에 주목해야 한다.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중립’은 단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
적인 ‘추구’의 몸짓을 가능케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중립적인 입장’이란 이분법을 지양하고
개별적인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통합성을 이루려하는 적극적인 몸짓이다.4) 본고는
정계룡이 논의했던 이병주의 ‘중립’을 그의 소설에 나타난 폭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좀 더 구
체화하고자 한다. 발표의 결론을 거칠게 제시하자면, 이병주의 ‘중립’은 반폭력적 성격을 띤
다.

2. 반(反)폭력의 시의성
폭력에 대한 논의와 문제제기는 아주 자명하거나 무기력한 문제가 되기 십상이다. 왜냐하
면,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폭력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널리 의지하는 것은 법과 공권력이다. 그런데 만약 법과 공권력
1) 김외곤, 「이병주 문학과 학병 세대의 의식구조」, 『지역문학연구』 12,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5; 김윤
식, 『이병주와 지리산』, 국학자료원, 2010; 이정석, 「학병세대 작가 이병주를 통해 본 탈식민의 과
제」,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011; 노현주, 「이병주 소설의 정치의식과 대중성 연구」, 경희
대 박사학위논문, 2012 등.
2) 이병주의 ‘회색의 사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최근 연구로는 이평전의 연구가 있다(이평전, 「1970년
대 이병주의 ‘회색인 사상’과 ‘유사 파시즘’으로의 이행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21, 2017.).
3) 손혜숙은 이병주의 ‘회색의 사상’을 역사의식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
라고 명명한다.(손혜숙, 「이병주 소설의 ‘역사인식’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1.
4) 정계룡,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윤리의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7,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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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또 하나의 폭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곧 법과 공권력 자체가 지배를 위한 수단이
거나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또 다른 폭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5)
폭력에 대한 논의는 특히, 법과 공권력이라는 폭력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결
국 폭력의 아포리아에 갇혀 법과 공권력에 대항하여 ‘대항폭력이냐 비폭력이냐’라는 이분법적
인 논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항폭력을 옹호하는 대부분의 논변들은 목적의 정당성이 수
단의 정당성마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간단한 반박마저 견디기 어렵다. 물론, 대항폭력에
대한 논의가 비폭력의 맹목적 순응성을 고발하면서, 폭력을 수단으로 목적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었던 폭압적 상황에 대해 예민한 각성을 촉구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이
다. 그렇더라도 대항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오늘날 담론적 시민권을 얻기에는 어려워보인
다.6) 대항폭력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차별 없고 평등한 누구나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사회
가 될 보장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벤야민, 지젝 등이 긍정하는 대항폭력의 ‘창조를 위한
파괴’의 결과로 이루어진 사회가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은 사후에만 가능하다. 집단을 통한 문
제해결은 항상 미시파시즘적인 측면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미시파시즘적인 집단
행동은 필연적으로 집단의지에 반하는 소수자를 배제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행
동이 ‘정당한지’ 정당하더라도 결과가 ‘정의로운지’는 사후에만 알 수 있다. 한편, 비폭력을 옹
호하는 논의는 비폭력이 더 큰 폭력(예컨대, 국가권력)의 정당화 논리로 활용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한다.7)
최정우의 주장대로 대항폭력 자체가 폭력에 대해 어떤 ‘적대적 공범’의 성격을 띠게 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비폭력 또한 궁극적으로 폭력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는 사실 역시 자명하
다.8) 에티엔 발리바르(1942~)는 폭력도, 대항폭력도, 비폭력도 아닌 반(反)폭력의 정치에 대해
사유한다.9) 폭력적인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비폭력과 대비하여 모든 폭력
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反폭력이다. 반폭력이 무엇인지 명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한다. 발리바르가 정치와 게발트(Gewalt)10)의 관계를 서술한 부분을
보자.
정치는 게발트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또는 오히려 게발트는 모든 정치의 환원불가
능한 구성소이며, 따라서 게발트에 의지하지 않는 정치적 행위를 생각하는 것은 미망에 불과하다. 심지
어 우리는 어떤 사회세력이나 계급이 문제이든간에(따라서 여기에는 프롤레타리아 정치도 포함된다) 항
상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 게발트라는 요소가 아닌지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가
령 전쟁과 구별되는) 특별히 프롤레타리아적인 폭력 행위의 양상이 존재하는가라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
된다.11)

5) 진태원, 「극단적 폭력과 시민다움」, 『철학연구』 118, 2017, 80면.
6) 김현, 「폭력에서 시빌리테의 정치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충』 37-2, 2018.
7) 위의 글, 116면.
8) 최정우, 「윤리인가 불가능성인가: 폭력의 아포리아와 유토피아」, 『문학동네』 16-2, 2009.
9) 에티엔 발리바르, 진태원 옮김, 『폭력과 시민다움』, 난장, 2012.
10) 게발트(Gewalt)는 으레 폭력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게발트(Gewalt)는 폭력과 더불어 역능, 권력, 힘
의 의미도 담고 있다. 게발트(Gewalt)는 무엇인가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애초에 법률적 성격을 띤 용어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Recht)의 영역
과는 무관한 자유의 영역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였다. Gewalt 개념에 내재한 이 모호성은 Gerwal가 우
선 <potestas>, 즉 독일어 Macht의 의미도, 더 나아가 <violentia>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서 분명하게 가시화된다. 독일어 Gewalt는 potestas, 즉 역능, 권력, 힘과 같은 의미와 더불어
violentia, 즉 폭력개념 양자를 이중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다.(김현, 앞의 글, 124면)
11) 에티엔 발리바르, 앞의 책, 2012, 2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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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가 지적한 것처럼 국가권력의 원천이 폭력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치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착취를 보조하거나 연장하는 하나의 보충물로서 기능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정치가 모조리 폭력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
다.12) 폭력으로 환원될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을 뿐이다. 법 또는 정치 제도는 양가적인데, 정
치의 공간을 개방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으로서의 제도는 한편으로 (한 계급, 한 카스트, 한
관료제 내지 한 국가장치에 의한) 권력의 독점 경향과 다른 한편으로 자유와 평등의 현실적인
획득으로서의 시민권으로의 경향 사이의 갈등 사이에 사로잡혀 있다.13)
정치와 제도는 그 자체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담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유와 평등을 보
장할 수 있는 역능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발리바르는 시민다움14)의 정치를 말하는데, 이
시민다움의 정치는 “행위자들 사이의 인정과 소통, 갈등의 조절을 가로막는 극단적 폭력의 형
태들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치적 활동(그 실행의 ‘시간’과 ‘공간’)의 가능성의 조건들 자체를 생
산하는 것”15)을 목표로 삼는다.
발리바르는 폭력 자체를 우리의 현실에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발리바르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공동체는 폭력을 전적으로 배제한 폭력의 외부가 아니다. 물론
폭력이 정치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하더라도, 폭력을 통해 정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
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치와 폭력의 이 상호제약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정치체 내에서 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집합적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의
장은 수많은 개별자들이 다양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상호 경합하고 갈등하는 경쟁적 장이
다. 정치는 단일하고 투명한 집합체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와 공동의 운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가는 과정이다. 정치를 통해 행사되는 폭력은 민족이나 인종이나 성별, 국적과 같은
단일한 호명기제가 정치의 영역을 장악하게 되고, 정치체의 구성원들이 오직 이들 가운데 하
나의 부름에만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화하게 될 때, 극단적 양상으로 변모한다. 지구의 구성원
이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귀속되지 못한 벌거벗은 생명들은 모두 이와 같은 집단적
동일성이 극대화되어 나타난 폭력 때문이다.
정치에 대한 권리란 그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정체성들의 공존과 경합을 인정하고, 자기 자
신의 개별성을 집단적 동일성에 매몰시키지 않은 채, 폭력적인 집체화 과정에 저항하는 연대
를 구축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 오직 폭력으로만 이루어진 사회란 존재하지 않으며, 또 이
갈등과 폭력을 깨끗하게 일소할 정치적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적 주체들의
다양한 이해와 관심이 충돌하는 갈등을 완전하게 봉합할 수 있는 정치란 존재하지 않으며, 갈
등과 폭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정치를 꿈꾸는 것이야말로 극단화된 메시아주의의 결정
적 판본이다. 반폭력의 정치란 정치와 폭력, 정치와 갈등의 필연적인 제약관계를 명확히 하는
‘비극적인 것의 정치’이기도 하다.16)
12) 김현, 앞의 글, 124면.
13) 진태원, 앞의 글, 101면.
14) 여기서, ‘시민다움’은 근대국가의 ‘시민’과 구별하여 제시하기 위해 발리바르가 사용한 개념이다. 근
대국가의 ‘시민’은 인간이기 때문에 시민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대우
받는 폭력적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시민다움은 이와는 구별된다.
15) 에티엔 발리바르, 진태원 옮김, 『우리, 유럽의 시민들? 세계화와 반폭력의 정치』, 후마니타스, 2010,
229면.
16) 위 두 문단은 김현, 「폭력에서 시빌리테의 정치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충』 37-2, 2018의 134, 135
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 발리바르의 반폭력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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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의 소설 속 화자와 인물들의 폭력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발리바르적인 반폭력 성격이
짙게 나타난다. 이병주는 1965년 『세대』지에 「소설‧알렉산드리아」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장
하였다. 그의 데뷔작 격인 「소설‧알렉산드리아」에는 ‘법’에 대한 내용이 상당한 지면을 차지하
여 서술되어 있다. 소설의 화자가 알렉산드리아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법으로 억울한 처분
을 받은 형 때문이며,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사건들도 전부 ‘법’과 관련되어 있
다. 이 소설의 서사를 추동하는 힘도 ‘법’과 관련된 것이다. 법은 정치 및 제도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 법은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의 자장안에 놓여있으며, 모든 법은 양쪽을 모
두 포함하거나 어느 한쪽을 반드시 포함한다.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에서 자유로운
법은 어디에도 없다.17)
시민다움의 정치는 “행위자들 사이의 인정과 소통, 갈등의 조절을 가로막는 극단적 폭력의
형태들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치적 활동(그 실행의 ‘시간’과 ‘공간’)의 가능성의 조건들 자체를
생산하는 것”18)인데, 이러한 생산행위 자체는 법과 제도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법은 필연적
으로 폭력성을 담지하지만 앞서 논의했듯이, 결국에는 내가 아닌 타인과 서로의 개체성을 유
지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적 공간은 법을 통해 정당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법과
제도가 시민다움의 정치로 활용된다면, 반폭력의 정치가 가능하게 되는데, 본고는 이병주 소
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가 상상했던 반폭력 정치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법의 양가적 속성에 대한 이해와 법에 대한 긍정
막연한 전체를 위하여 구체적인 개인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또 개인을 무시한다는 건 전체 속에
있는 개인을 다음다음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전조가 되는 것이니 전체와 개인을 대비하는 사고방식은
인신공격적 미개인의 사고방식과 통하는 것이다.19)

이병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개체성이 집단의 동일성으로 귀속되어 개인이 소외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았다. 공동체는 타인들과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필연적인데, 결
국 이는 경계 만들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작게는 ‘나’라는 개체성으로부터 크게는 내가 속
한 집단으로 이어지는 경계 만들기는 공동체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비극적이지만 필연적이다. 앞서 논의했다시피,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든 집단이든
모두가 주체성을 가지고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다움의 정치’가 가능한 공간의
필요성이다. 정치와 제도로 대표되는 법은 폭력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법은 국가권력(폭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기 때문이다. 이병주는 여러 소설들에서 법이 갖고있는 양가성에
대한 의식을 보여준다. 「소설‧알렉산드리아」에서 한스와 사라 재판의 변호인의 발언을 주목해
보자.
법률은 자체의 미급함을 항상 반성하고 법률에 우선하는, 그러나 법률화할 수 없는 이러한 도의를
인정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법률만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법에 위배한 일체의 처리는 그것이 인정에
패반됨이 없고, 공의에 어긋나는 점이 없음에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법률의 오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오만이, 법률이 본래 존귀하게 보장해야 할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법률 본래의 목적에
17)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폭력 비판을 위하여」, 길, 2008.
18) 에티엔 발리바르, 앞의 책, 2010, 229면.
19) 이병주, 「법률과 이데올로기」, 김윤식‧김종회 엮음, 『문학을 위한 변명』, 바이북스, 2010,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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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이지만 정당하고, 합법이지만 부당한 인간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미묘한 인생에의 이
해에 입각해서, 한정되고 불안한 법률의 능력을 인식할 때 비로소 인간을 위한 법률운용이 가능한 것
이라고 본 변호인은 믿고 있습니다.20)(강조는 인용자)

벤야민의 통찰대로, 모든 법은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의 자장에 놓여있다. 법은 어
떤 규칙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요한다. 그것이 법으로서 정립되면 개개인
을 구속하는 하나의 원칙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법정립적 폭력을 가진다. 또한, 법은 정
립된 법을 지키려는 경향을 갖는데, 이를 법보존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벤야민은 이렇게
정립된 법은 항상 외부로부터 새로운 ‘법정립적 폭력’에 의해 위협받는다고 말한다.21) 위 인용
문에서 보다시피, 이병주는 이러한 법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한스와 세라의 변호인의
말대로 “한정되고 불안한 법률의 능력을 인식할 때 비로소 인간을 위한 법률운용이 가능”22)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여러 소설 속 주요인물들과 화자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데서 더욱 강
조된다.23) 법을 운용하는 주체는 법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한편,
이병주는 법을 아예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법을 ‘잘’ 운용하여 개
개인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했다.
「허망의 정열」은 이병주의 『지리산』의 제1장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병주는 “「허망
의 정열」만으로도 중편소설로서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발표했다”24)고
말한다. 「허망의 정열」은 법을 통한 문제해결을 긍정하는 이병주의 시선을 볼 수 있는 문제적
인 작품이다. 「허망의 정열」은 박태영의 회고로 시작된다. 박태영은 1948년 8월 20일은 김경
주와 만난 날로써,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주는 “실력있는 교사이긴 하나 반
동교사”25)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태영은 이동식 교수의 소개로 김경주를 만나게 된다. 김경주
에 대한 박태영의 첫인상은 “희고 맑은 얼굴빛에 넓은 이마, 준수한 콧날, 시원스런 눈을 가
진, 미남형에 속하는 중키의 청년이었”26)으며, 그는 박태영에게 “보통 미남이라고만 보아넘길
수 없는 특유한 매력”27)을 가진 사나이라고 평가받는다. 김경주는 박태영의 사상적 변화에 있
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다. 김경주의 외적 특성은 앞서 보는 바와 같이 뛰어나게

20)
21)
22)
23)

이병주, 「소설‧알렉산드리아」, 한길사, 2009, 114면.
발터 벤야민, 앞의 책, 2008, 90면.
이병주, 앞의 책, 114면.
아무리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고 신중하게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판결은 언제나 오판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천의 살인사건, 만의 살인사건이 있어도, 경험과 사람의 성품까지를 고려에 넣
을 때 각각 다른 사건이다. 천 가지 만 가지로 다른 사건을 불과 열 개도 되지 않는 경화된 법조문으
로 다룰려고 하면 법관의 양심 문제는 고사하고, 필연적으로 오판의 부분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도 오판의 부분이 남는다는 법관의 고민이 진지하다면 극단의 형만은 삼가야 할
것이 아닌가.(이병주, 「소설‧알렉산드리아」, 앞의 책, 99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을 율하지 않을수는 없으되,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
는 정도까지 율한다는 건 너무나 지나친 월권이 아닐까.(같은 책, 97면.)
이 외에도 「겨울밤」, 「거년의 곡」, 「내 마음은 돌이 아니다」 등의 소설에서도 화자는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인물들이나 상황을 긍정한다. 「거년의 곡」에는 작중 인물인 진옥희가 쓴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글을 대학교수가 극찬한다.
24) 이병주, 「허망의 정열」, 문예출판사, 1982.
25) 이병주, 앞의 책, 1982, 120면.
26) 이병주, 앞의 책, 1982, 124면.
27) 이병주,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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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되어 있다. 이는 소설에서 박태영에게 영향을 미치는 김경주의 역할을 작가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 할 수 있다.28)
박태영의 사상적 변화는 박태영과 김경주의 토론으로부터 시작된다. 두 사람의 본격적인 토
론은 박태영의 ‘정도(正道)’에 대한 발언이 도화선이 되어 나타난다. 박태영은 하준규29)가 민
족의 정도를 걷고 있다고 말하는데, 김경주는 “정도(定道)처럼 위험한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
다”30)라고 대답한다.

「나는 이데올로기의 위험을 말한 겁니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좋질 못합니다. 자기가 주인
이 되어 이데올로기를 적당하게 요리하고 구사하면 몰라두요.」
「결국 기회주의자가 되라, 이 말 아닙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기회주의자가 아닐까요? 기회주의적이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닐
까요? 최선의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닐까요」
바로 그것이 반동(反動)의 정체라고 생각하며 박태영은
「목표가 뚜렷하게 서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기회를
찾는 것을 나는 기회주의자라곤 보지 않습니다. 그건 전술의 문제이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기회
주의자는 목표도 신념도 없이 조그마한 이익을 탐내 절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태도입니다」
「생명이 조그마한 이익일까요?」
김경주의 반문이었다. 그리고 말을 계속했다.
「지금 우리 민족의 문제는 무슨 목표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부지하느냐 못하느냐
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선 철저하게 기회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
각합니다」(이병주, 앞의 책, 1982, 131-132)

인용문에서 마지막에 김경주가 발언하는 ‘기회주의’란 반폭력을 기조로 하여 대화의 장을
형성하려는 시민다움 정치의 시도와 연결된다. 김경주는 이데올로기를 신념으로 받아들여 절
대적인 선이라고 믿는 세태를 비판한다. ‘기회주의’ 라는 언어가 주는 울림으로 인해, 김경주
의 사상은 소시민적으로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그가 발언하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선 철
저하게 기회주의자가 되어라”31)는 말은 사상에 경도되어 신념에 따라 목숨까지 버리는 세태를
비판한 것이다.
발리바르는 극단적 폭력이 우리에게 가하는 영향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초주체적 폭력과
초객체적 폭력이 그것이다. 초주체적 폭력은 악의 세력을 일소한다는 기획의 집행자, 즉 주권
적 권력의 광기에 개인과 공동체를 제물로 바친다. 초객체적 폭력은 인간 존재자들을 상품의
세계 속에서 마음대로 제거될 수 있고 도구화될 수 있는 사물의 지위로 환원한다.32) 진태원에
따르면,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은 인간 주체를 상품이나 사물 또는 ‘일회용 인간’으로 환
28) 서사학자 수잔 스나이더 랜서는 『시점의 시학』에서 가치중립적인 진술은 불가능하고, 어느 진술이나
작가의 주관적 영향력 하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인물이나 사건을 긍정하는 작가의 시선, 해당
인물이나 사건을 서술하는 페이지 수, 날씨나 주변 상황조건이 서술되는 양상을 보면 작가가 해당 인
물이나 사건을 보는 의식에 다가갈 수 있다. (수잔 스나이더 랜서, 김형민 옮김, 『시점의 시학』, 좋은
날, 1998.) 실제로 랜서의 논의는 더 복잡하지만, 이러한 랜서의 논의를 따를 때, 김경주에 대한 이병
주의 서술을 통해 이병주가 김경주를 대체로 긍정함을 알 수 있다.
29) 하준규는 지리산 빨치산 내에서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는 인물이다.
30) 이병주, 앞의 책, 1982, 131면.
31) 이병주, 앞의 책, 1982, 132면.
32) 에티엔 발리바르, 앞의 책,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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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인 충동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어떤 초주체의 의지를 집행하는 단순
한 대행자(또는 자발적 예속의 주체)로 환원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치적 행위의 가능성을 잠식
한다.33) 단일한 정체성을 특권화하여 강요하는 어떠한 집단 및 개인도 미시파시즘적이라는 비
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앞서 논의했다시피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 및 ‘결과’가 정의롭다
는 것은 ‘사후’에나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경주가 발언한 기회주의가 아닌, 진정한 기회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는 김경주의 입을
통하여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전체적인 소설의 구도가 박태영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있고, 중편소설인 만큼 김경주의 날카로운 시선을 다 담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
편, 김경주와 비슷한 사상적 경향을 보이는 『관부연락선』의 주인공 유태림을 통해서 기회주의
에 대한 고찰을 들여다볼 수 있다.
김경주와 비슷한 상황적 조건을 가진 유태림도 김경주와 마찬가지로 교사이다. 유태림은
『관부연락선』의 인물들을 좌익/우익, 조선인/일본인과 같은 이분법적 방식으로 유형화하지 않
는다. 각 인물들의 ‘개체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유형화 방식을 통해, 유태림은 ‘기회주의’를
유형화해낸다. 이병주는 유태림의 시선을 통해 ‘의식적으로 타인을 억압하여 본인의 일신영달
을 위해 활용하는 인물’을 기회주의형 인물군으로 유형화한다. 이러한 기회주의야말로 배제해
야하는 인물들이다.34)
33) 진태원, 앞의 글, 92면.
34) 아래는 논의를 돕기 위해 정계룡, 앞의 글, 2017,에서 기회주의형 인물을 유형화하는 방식을 가져왔
다.
「유태림의 수기」에서는 한일합방의 일등공신들인 이용구, 송병준, 이완용에 대한 서술이 나온다.
한일한방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송병준 같은 인간의 활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은 한국으로서 치욕이며 일본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용구, 송병준, 이완용이 없었
더라면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곤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분자가 없었더라면 이왕
합방이 되더라도 민족의 위신이 서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들 가운데도 송병준이 가장 비열하고 간사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기록을 종합해 보면 안다.
이용구는 한때 동학당의 중심인물이었다. 동학의 거사가 일본의 개입으로 실패하자 나라의 명운을
자기나름으로 판단하고 일본과의 합체를 통해서 민족의 활로를 구상했다.(중략) 그런데 송병준은 거
리낌없이 작위를 받은 자다.(중략)
같은 유에 속하는 인물이기는 하나 이완용의 경우엔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이완용은
합방 문제에 있어서 일진회의 운동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합방조약의 조인을 할 때도 송병준의 협박
에 못 이겨 내키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같은 기록이 있다.(『관부연락선』 인용)
이용구, 송병준, 이완용은 역사적으로 같은 친일파로 평가되지만 유태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유보적인 유태림의 태도는 그간 많은 선행연구자들을 통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용정
훈은 “유태림은 이완용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전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못한다. 단지 그러한
현실을 자신의 영달을 꽤하는데 이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비판할 뿐이다. 식민사관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논리를 받아들인 지식인의 한계인 것이다.”라고 하며, 이병주의 작가의식을 비판한다. 최
현주도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던 식민화의 과정을 일제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거나 이완용
의 친일행각을 민족의 처지라는 상황논리로 인정하려는 태도야말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의 내면
화의 방증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며, 유태림이 이완용에 대해 도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을 비판
한다. 또한, 박병탁도 작가의 친일에 대한 관점은 새로운 진실의 발견이나 역사의 진보를 위한 재배
치는 될 수 없으며, 이는 일면 독자의 연약한 휴머니즘에 호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병주의
이용구, 이완용에 대한 서술을 비판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비판된 것과 달리, 한편으로 이병주가 유태림의 시선을 통해 이용구와 이완
용을 소환한 것은 ‘민족’의 절대화를 지양하고 진정한 기회주의자를 유형화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민족을 위한 행동으로 출발하였지만, 민족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던 인물들
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극단적으로 이용구와 이완용을 내세운 것이다. 이는 세계정세 속에서 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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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본인의 생명을 위해 상황을 잠시 회피했다고 해서 ‘기회주의’로 평가절하해서는 안된
다. 『관부연락선』의 유태림의 시선을 통해 확인되는 진정한 기회주의형 인물을 제외하면, 이
들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타인들이다. 유태림
에 따르면, 송병준같은 기회주의형 인물을 포함하여 ‘신념’이라는 이름하에 타인에게 자신들의
‘신념’을 강요하는 인물들이야말로 오히려 위험한 인물군이다.
「나는 러시아 혁명을 마르크스 주의자들에 의한 혁명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마르크스 주
의에 의한 혁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선 귀족정권이 타도된 것이지 부르조아 정
권이 타도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귀족정권을 타도한 세력도 부르조아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었지 프롤레타리아가 아니었으니까요.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부르조아의 타도
란 도식엔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중략)」
「가 보지 않았으니 단언은 못하지만 나는 소련의 현상이 노동자, 농민의 승리, 또는 성공
이라곤 보지 않습니다. 앙드레 지드의 소비에트 기행을 읽었을 뿐입니다만, 러시아에선 프롤
레타리아는 원래의 비참한 상태 그대로 남고, 전의 귀족계급에 대체되는 새로운 지배계급이
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중략)」
(중략)
「어차피 착취를 용인하는 자본주의는 지양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민이 인민의 주인이
되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부득이 마르크스의 교리를 따라야 하지
않겠읍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린 퇴보할 순 없지 않습니까. 마르크
스 주의를 두곤 달리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하고 김경주를 쏘아보았다.
「대안이 있지요. 일단 영국이나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각
분야에 걸쳐 장기경쟁을 전개하는 겁니다. 민족의 역량이 각 분야마다 최대한의 신장을 보이
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경쟁에 패배한 자가 속출하겠지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도 생
기겠지요. 그때 가서 조절하는 겁니다. 즉 자유경쟁을 조절해서 국민생활 전체를 평준화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서서히 침착하게 서둘지 말고 이모저모 고쳐가며 나가는 거지
요. 나는 그 방법 이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르크스의 이론으로서 착취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리라곤 믿지 않습니다. 자본가의 착취가 없어지면 그에 대치된 계급의 착취가 있겠
지요.(중략)」
(이병주, 「허망의 정열」, 앞의 책, 136~139면, 밑줄은 인용자)

인용문의 밑줄친 부분은 박태영의 ‘이 땅에 마르크스 주의를 대신할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
에 대한 김경주의 답이다. 이 김경주의 답은 굉장히 문제적이다. 사회문제에 대해서 김경주가
관망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을 통해, 김경주는 한국 사회 현실에 대
해 명확한 상황적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대안까지 모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
주체적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잊혀지거나 친일파로 매도된 수많은 인물들에게서 진실의 파편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이용구는 일본 정부에서 내리는 작위 수여를 거절했다.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사고는 민족의 주체적 가능성에 대해 더 예각화된 시야를 제공한다. 타인의 배제라는 측면에 대한 대
화의 외연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이완용, 이용구가 그 이후 친일행위를 위한 행동만을 지속했다
면, 유태림은 여지없이 기회주의로 취급했을 것이다. 뒤에서 정의하겠지만, 기회주의자는 ‘타인’에 대
한 억압을 의식적으로 행하고, 행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한 행동이 일체 없다.)
조선 독립운동가의 의거는 식민지라는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신념을 가진 활동이다. 선행 연구
에서 논의된 것과 달리 이완용과 이용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인해 이러한 활동은 폄하되지
않는다. 그러한 독립운동 또한, 주체적인 개인과 민족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유태림은 의병대장 이인영을 고평한다.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어떠
한 가능성의 모색에도 강요가 수반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강요는 진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주체
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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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가 이데올로기 밖에서 단지 현실을 관망하는 것만이 아니고,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을 모색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이병주의 회색의 사상이 '가치 판단의 유보'가 아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경주의 이러한 답은 대항폭력을 통한 해
결도 아니고, 제도의 문제를 그냥 방관만 함으로써 배제된 자들을 폭력적 상황에 놓이게 만들
위험을 내포한 비폭력과도 다르다. 발리바르의 말대로 폭력은 정치와 등가적이지 않다. 폭력
은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앞서 논의했듯이, 시민다움의 정치는 “행위자들 사이의 인정
과 소통, 갈등의 조절을 가로막는 극단적 폭력의 형태들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치적 활동(그 실
행의 ‘시간’과 ‘공간’)의 가능성의 조건들 자체를 생산하는 것”35)인데, 이러한 생산행위 자체는
법과 제도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이병주는 법과 제도의 폭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하
면서 나와는 다른 타인과 ‘대화와 토론’의 장을 찾으려 노력했다. 이병주가 생각하기에, 혁명
의 방향이 있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제도적 혁명은 어떠한 정체성과도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한 합의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한
다.
『지리산』에 등장하는 권창혁이라는 인물도 김경주와 비슷한 발언을 한다. 권창혁은 이병주
의 이러한 생각이 가장 잘 투영된 인물이다.36)
“링컨은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소신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려고 했다. 다수의 의견을 모으려고 술책을 부리지도 않았
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소신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다음엔 상대방의 재량에 맡겼다.
그렇게 하고도 그는 남북전쟁을 수습하고, 국내의 행정 질서를 바로잡았다. 레닌이 천재적인 전제적
지도자였다면, 링컨은 철저한 민주적 지도자였다. 강압에 의한 지배보다 동의에 의한 해결을 구했다.
공산당 창시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성을 희생했지만, 링컨은 전제 또는 독재에 의한 해결
은 그것이 아무리 잘 된 것이라도 해결이 아니고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그 대신, 민주적인 동의에
의한 해결은 그것이 설사 졸렬한 것이라도 뒤탈이 없는 해결이 되고, 만일 그 해결이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내면 다시 토의할 수 있기 때문에 폐단이 작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다.”
“그건 미국의 사정이지, 어느 곳, 어느 시기에도 그런 방식이 통한다고 생각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렇지. 그러나 링컨의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란 걸 잊지는 않아야 될줄 알아. 다시 말하
면, 어떠한 무슨 목적을 위해서도 인간성을 희생시키고까지 감행한 처사는 결코 인간을 위해 유리할
까닭이 없고, 인간을 위해 유리할 까닭이 없는 처사는 어느 집단이나 개인의 야욕을 채우는 방편 이상
이 될 리가 없거든.”37)(강조는 인용자)

4. 결

론

벤야민은 ‘언어’를 통한 ‘비폭력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었다. 그는 “폭력이 전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비폭력적인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이 웅변되
고 있는데, 본래의 ‘의사소통’의 영역, 즉 언어의 영역이 그것이다.”38)라고 주장했다. 최성철에
35) 에티엔 발리바르, 앞의 책, 2010, 229면.
36) 이병주가 권창혁의 사상을 긍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 「허망의 정열」에 등장하는 김경주에 대한
서술을 참고하면 되므로, 생략한다.
37) 이병주, 『지리산』 2권, 한길사, 2006, 331~332면.
38) 발터 벤야민, 앞의 책,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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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한나 아렌트도 “언어 능력”자체로 ‘언어’를 통한 ‘비폭력의 가능성’을 긍정했다.39) ‘언
어’를 통한 ‘비폭력의 가능성’은 ‘시민다움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시민다움의 정치’는 제
도의 폭력성을 대화의 장을 형성해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한다. 하지만, 제도는 자신이
갖는 폭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병주는 이러한
대화의 장을 통해 여러 정체성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나가는 사회를 줄곧 상상해왔다.
이동재40), 이평전41)과 같이 이를 개인주의적인 휴머니즘으로 치부하고, 그의 ‘회색의 사상’
의 한계로 지적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이평전은 초기 이병주가 서구 합리주의
를 전범으로 한 자유주의와 일본제국의 집단주의 사이에서 길항하면서 회색인 특유의 사유를
만들어내지만 반공이데올로기의 강화 속에서 급격히 국가 파시즘으로 경도된다고 주장한다.42)
이평전의 주장대로, 이병주의 ‘회색의 사상’은 “법의 안정을 통한 정상적 국가를 지향하는 법
의식”43)에 기반해있다. 하지만 이병주는 이를 통해 “당대 사회와 조우하면서 유사 파시즘의
논리를 강화”44)했다기 보다는, 그만의 독자적인 반폭력적인 ‘회색의 사상’을 만들어가고 있었
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보인다.

39) 최성철, 「폭력을 바라보는 두 시선: 벤야민과 아렌트」, 『독일연구』 33, 2016, 109면.
40) 이동재, 「분단시대의 휴머니즘 문학론-이병주의 『지리산』 론」, 『현대문학이론연구』 24, 한국현대소
설학회, 2004.
41) 이평전, 앞의 글, 2017.
42) 이평전, 앞의 글, 2017, 27면.
43) 이평전, 같은 곳.
44) 이평전,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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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反 폭력의 시의성과 이병주의
)

‘회색의

사상’ 에 대한 토론문
임 혁(공군사관학교)

정계룡 선생님의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토론자의 세부 관심 장르가 다르고 깊이
있게 검토한 작가가 아니라 낯선 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발표문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반(

反)폭력, 개체성, 인정와 소통’ 등은 누구든 보편적으로 고민해야만 하는, 어쩌면 그래서

여전히 간과되고 있는 열쇳말이라는 점에서 크게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감과 동의를 바탕으로 발표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정리해 보았습
니다. 당연하게도 이 의문들은 토론자의 부족한 공부에서 기인합니다.
선생님은 이 논문의 목적을 친절하고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병주의 소설에
나타나는 폭력”을 고찰하여 그간 이병주에게 붙어 있던 ‘회색의 사상’이라는 모호한 표현의
의미를 “한층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이병주의 작품을 새롭게 읽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발표문은 이병주에게 ‘회색의 사상’
또는 ‘중립’이라는 것은 반(

反)폭력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1. 선생님은 <소설 알렉산드리아>와 <허망의 정열>(지리산의 일부)을 분석하면서 이병

주의 ‘회색의 사상’이 반폭력을 큰 특징으로 갖는다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 그 예비적 단계
로 (반)폭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학 연구에서 방법론적 탐구는 텍스
트 분석과 함께 중요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대상 텍스트의 의미를 톺아보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재정리 또는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발표문은 이러한 단
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논지 전개에서는 모종의 이론에 기댄 단정적 서술이 드러나고 있지 않
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① 예컨대 인용 없이 서술된 “대항폭력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차별 없고 평등한 누구나에

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사회가 될 보장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2면)와 같은 문장입니

다. 토론자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진술이 텍스트 분석을 위한 유용한 도구
를 명확히 정리하기보다는 방법론 자체에 대해 또 다른 논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입니다. 해당 부분은 공권력의 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대항폭력과 비폭력이라는 이분법을 넘
어 반폭력의 유효성을 제시하기 위한 논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위의 진술은 대항폭력의 무
용성을 재빨리 규정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여기서 다른 논쟁들이 파고들 여지
가 발생합니다. 즉 공권력의 폭력에 대항해서 폭력으로 다른 사회를 만드는 방식이 평등만
을 지향하는가, 또는 대항폭력의 결과가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항폭력의 가치나 의미가 모두 없어지는가, 이상적 사회를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폭
력이 초래한 부정적 국면을 일부 개선하는 효과는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따위의 질문을 던
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진술 “벤야민, 지젝 등이 긍정하는 대항폭력의 ‘창조를 위한 파괴’의 결과로 이
루어진 사회가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은 사후에만 가능하다.”는 진술도 비슷합니다. 사회가
올바르다/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또는 사회를 올바르다/아니다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의문이 순간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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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표문에서 ‘반폭력’에 방점을 찍은 것은 공권력에서 비롯되는 거대한 폭력에 대응하

는 방식으로 대항폭력/비폭력의 이분법을 지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부분은 일종의 이분법적 방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것처럼 국가권력의 원천이 폭력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치가 자본주의

의 구조적 착취를 보조하거나 연장하는 하나의 보충물로서 기능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권력의 행사 또는 정치가 모조리 폭력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폭력으로 환원될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을 뿐이다.”(2~3면)
토론자가 과하게 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진술은 국가권력이나 정치가 모조리 폭
력으로 환원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원천이 폭력에 근거한다는 마르크
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저는 폭력에 대한 마르크스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이나 정치가 전적으로 폭력으로 환원되는가의 여부보다는, 그 정치나
국가권력의 기저에는 피할 수 없는 폭력이 작동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③ 3면에서 그대로 인용했다는 두 문단과 그 위에 있는 진술은 무언가 미묘하게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즉 필자가 정리한 앞부분은 국가권력이나 정치의 중요한 속성으로 존재하는
‘폭력’ 자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반면, 인용한 부분은 존재하는
‘폭력’을 인정한 지점에서 이를 지양하는 방법으로서 다양성의 인정, 개별성을 유지하며 근

원적 폭력에 저항하는 연대 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토론자의 방법론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이
나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발표문은 이론적 검토를 거친 후 텍스트 분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

생님은 “이병주의 소설 속 화자와 인물들의 폭력을 대하는 태도에서 발리바르적인 반폭력
성격이 짙게 나타난다.”(3면)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주의 텍스트와 관련해서 이
러한 결론, 즉 이른바 ‘발리바르적 반폭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보다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

·

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발표문은 <소설 알렉산드리아>의 변호인, <허망의 정열>의 김경
주라는 인물의 발언을 강조하며 이 같은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랜서의 이론을 근거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소설 텍스트에서 특정 인물의 진술과
발언을 작가의 사유와 직결시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한 인물의 발언, 그리
고 그 발언을 화자의 인식과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인물의 성격과 발언은 물론, 텍스트 전체 구도와 함께 기본적인 서사에 대한 분석을 곁들여
야만 텍스트에서 출발한 의미 도출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칫하면 텍스트 외부에서
선별한 개념을 텍스트 내부의 특정한 단면에서 찾아내 확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관련해서 발표문은 “이병주는 법과 제도의 폭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나와
는 다른 타인과 ‘대화와 토론’의 장을 찾으려 노력했다.”(9면)고 언급하고 있는데, 분석과 설
명을 집중해야 할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의 폭력에 맞서는 ‘반폭력’이 대화
와 토론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이병주의 생각이라면, 텍스트에서 대립하는 인물들이 벌이
는 논쟁을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경주는 이데올로기를 신념으로 받아들여 절대적인 선이라고 믿는 세태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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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고, “사상에 경도되어 신념에 따라 목숨까지 버리는 세태를 비판한 것”(6면)이라고 판
단하고 있는데, 김경주와 열띤 논쟁을 벌이는 박태영의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
니다. 두 인물의 발언과 태도를 균형 있게 제시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물론 전
체적인 서사와 관련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남는 질문들

① 작중 인물(유태림) 혹은 작가가 기회주의자를 유형화하는 이유나 목적
② 각주 34번 마지막 서술의 논리적 구조
③ ‘회색의 사상’이 ‘가치 판단의 유보’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면 굳이 ‘회색’

으로 명명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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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사랑 사이에서: <오스카와 루신다>”의 토론문
사미옥(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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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적 모순과 은유 축소의 사회상: 반디의 <고발> 분석”토론문
명성율(공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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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in Se7en: between Middle Ages and Now

Heegoo Lee (Jungwon Univ.)

“We can ignore even pleasure. But pain insists upon being attended to.
God whispers to us in our pleasures, speaks in our conscience, but shouts in our
pains: it is his megaphone to rouse a deaf world” (Problem of Pain 57-8).
Tackling the problem of pain and its accompanying question of theodicy, C. S.
Lewis borrows the metaphor of “megaphone,” an appropriate vehicle for the
vocal endeavor on the part of God and hearing impairments on the part of His
people. Lewis teaches us that God changes His volume from “whisper” to
“megaphone” according to our state of sinfulness and conditions we are in. By
whisper we mean voicing our opinions barely audible to our listener for secrecy.
It is easily drowned by small ambient sounds like chirping of a bird.
Megaphone has something “transhuman” about it. It is a machine of extending
the limit of human vocal cord, a prosthetic extension of our voice. The machine
resists overwhelming ambient noises to convey its message to the recipient. It
comes close to impossibility to measure evenly the spectrum from the fragile
whisper to the megaphone as loud as thundering because the sound of
megaphone is exponential to that of whisper.
Mathematicians found a way to calculate the exponential growth of this
terribly lopsided imbalance of both extremities: logarithm functions. For the times
without modern computerized calculation they were indispensable mathematical
tools, but today they are only useful in terms of measurement of natural
phenomenon such as sound. Sound is not evenly measured from silence to
loudness. The sound measuring unit, decibel, traces the curve of exponential
growth in which the first initial stage is ignorable in terms of volume, but each
stage increases to the power of the stag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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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type of scale expressed with the logarithm function is also
utilized to measure the size of earthquakes: the magnitude is the scale measuring
seismic intensities. Earthquakes are telling symbols of divine punishments
occurring in many mythological narratives as well as in those of the Bible. The
divine voices and the divine punishments change according to the path delineated
by the exponential curve of the logarithm function. Is this theological
appropriation of the mathematical equation a preposterous argument from a
religious frantic? It appears to be so on a surface level; however, it can show, if
you go down to a deeper level, an unexpected correlation between human beings
as embodied ethical (therefore, theological) subjects and the world they live in.
Hearing and movement sensing are cognitive processes taking places
between the “the world” (sensory stimuli) and “us”(neural networks). It is with
the development of cybernetics that we came to understand the dynamic
mechanism of our obtaining sensory information: cybernetics teaches us some
effective mechanisms to get information out of background noises. Unlike
information machines, our sensory organs get easily tired and their sensing
ranges are limited, incomparably much narrower than measuring precision
machines, and, in turn, need sophistication to adapt themselves to varying noises.
When a noise level is low, our sensory organs catch information with the 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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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ity; it is only with the maximum receptiveness that the organs can barely
lock on to the information out of high level background noise. In these
condition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formation and background noise is not
linear but exponential curve as we saw in the graph above. If the curve crosses
some threshold like the decibel 50, the resulting change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ose on the dull curve: an explosion of a nuclear weapon from a soft
affectionate whisper, or a continental collision from a gentle touch of a lover’s
fingertip.
The equation explains the mechanism in which we communicate with our
environment, and we change our reactions to it. This mechanism explains the
information flow from a stimulus to our perception, and in turn, to our reaction,
continuously with the accompanying amplification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stimulus in correlation with the noise around it. It also explains our moral
attitude. As Antonio Damasio points out, our emotions stem from biological
reactions to the environment. Bodily reception of “good” and “bad” feelings on
the gut level builds the core emotional base, which feeds more sophisticated
feelings on the cerebrospinal level and, then, primitive morality on the cerebral
level. Therefore, it can be assumed that our ethical subjectivity is based on the
emotions of the biological origin. How does the morality boxed in the biological
container or our bodily ethical subjectivity change? Paul Bloom suggests two
hypotheses only to judge them incompetent for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hange. The first one presumes that morality evolves as humans extend their
contact with others. This “contact hypothesis,” however, fails to answer the
question of abstract neighborhoods they have never seen or met in person. The
other hypothesis claims our morality suffers adjustments by the power of a
unique human characteristic, language and its narratives. Their “elaborate
persuasion” proved to be effective in shaping the human moral attitude as we
can witness from the narratives like Harriet Beecher Stowe’s Uncle Tom’s Cabin
and Peter Singer’s Animal Liberation. However, as Bloom clarifies, they have
“corrosive” effect on the morality whose degradation we saw in the case of Nazi
propaganda.
This paper aims to probe the change in the modern moral representation
whose topic revolves around the medieval seven deadly sins. The seven deadly
sins were first categorized by Pope Gregory the Great and incorporated into the
theological system by Schoolmen such as Thomas Aquinas to help guide and
educate the lay as well as theologians. They are luxuria (lechery), g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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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ttony), avaritia (avarice), acedia (sloth), ira (wrath), invidia (envy), and
superbia (pride). Aquinas’s seven deadly sins turned into the literary masterpiece
by the hand of Dante. For Dante, these sins were personal matters. As he
explicates the rationale of the seven deadly sins in Purgatorio XVII, the sins are
outcomes of “amor inordinatus” (Wenzel 34-6). Even though there are some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rationale is Dante’s own invention or his
borrowing from the contemporary tradition, most of his generation shared not
only this basic categorization of the sins along with corresponding penitential
processes, but also the nature of the sins. Rough simplification of Dante’s idea
about the sins comes to the mere matter of bal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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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의 윤리: 중세와 현대 사이에서”의 토론문
이관수 (군산간호대학교)

본 발표는 7가지 죄가 현대적으로 재현되는 양상을 영화 『세븐』을 통해 분석한다. 신의 속
삭임과 외침은 신체적 감각기관을 통한 인간의 인지 과정과 소리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설
명된다. 로그함수의 개념은 자연 환경에서 소리/진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패턴과 환경
에 인지/반응하는 인간의 감각적 메커니즘의 상관관계는 보여주는 수학의 신학적 차용을 가능
하게 한다. 발표자는 이러한 함수가 궁극적으로 윤리적 주체인 인간과 인간이 몸담고 있는 세
상의 상관관계와 중세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7가지 죄악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
한다. 중세인인 단테에게 있어서 죄인이란 어떤 의도에 의해 죄를 저지르고 그것에 대한 책임
을 지는 자였다. 달리 말하면 단테는 죄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고 믿었다. 대가를 치루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은 연옥에서 이루어졌
다. 단테가 말한 7가지 죄도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서 회개될 수 있는 각 단위별 죄로 여겨졌
다. 하지만 계몽주의, 맑시즘, 1,2차 대전, 그리고 대중매체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지나
면서 현대인은 죄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돌리기 시작한다. 본 발표는 이
러한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현대사회에 재현되는 죄의 인식을 영화 『세븐』을 통해 분석한
다. 영화 속 배경인 도시는 항상 어둡고 비가내리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공간으로 그려진다(연쇄살인범이 의도한 바와 같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밀스 형사)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는 중세와는 달리 죄로부터 더 자유롭고 개인이 회개하고 벗어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영화를 통해 드러나는 현대인의 죄 인식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다시
로그 함수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수치의 어느 한 순간 양이 아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예컨대 50 이상의 기하급수적 증가) 이는 현대사
회에서 죄가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구조의 문제로 분리되어 나가는 정도와 같은 궤적에서 읽힐
수 있다. 영화 『세븐』은 이렇듯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즉 사회 구조상
의 문제로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죄에 대한 인식을 재현한다.
본 발표는 중세의 죄와 현대의 죄에 대한 인식을 로그함수의 기하급수적 수치의 증가와
함께 설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전개를 보인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단테의 7가지 죄에 대한 인식이 당시 대중이 인식하고 있던 죄와 동일
한 것인가? 다시 말해 단테는 죄에 대한 당시 대중의 인식을 대변하는가? 이는 현대의 죄인
식의 문제가 대중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논의 된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
가 있을 듯하다. 둘째, 마찬가지로 영화 『세븐』에 나타나는 죄, 즉 개인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는 죄는 오늘 날 대중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죄의 개념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가? 셋째, 실제 영화에서 현대사회의 죄인식을 보여주는 대사나 상징 등과 같은 텍
스트 상의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넷째, 로그 함수가 인간의 인식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실제 적용 가능한가? 비유적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반드시 논리에 필요한 부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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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서적 번역에 나타나는 의도의 연구

(충북대학교)

I.

론

번역(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수반되는지를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양(兩) 언
어를 구사할 수만 있으면, 통역이나 번역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고가 번역결과물에 있어서 좋은
번역(결과)물과 그렇지 않은 번역(결과)물의 차이점을 만드는데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
한 생각은 번역(결과)물의 질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 문제 풀이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공인
인증시험이나 공교육(公敎育)에서 듣기나 읽기 부분의 상당 부분이 본질적인 번역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
고 순간적인 정답 찾기식의 훈련 방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할 언어(영어)교육에 잘못된 언어 습득방법을
유도하는 경향이 될 수도 있다. 이같이 세밀하며 면밀하게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할 영어 습득방법
이 실제로는 영어 점수를 습득하기 위해 사교육 열풍(熱風)이라는 부작용과 재정 낭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좋은 번역(결과)물을 낳기 위해서는 원문이나 번역물의 이해뿐만 아니라 번역물을 읽는 독자들
의 반응 및 수용 정도를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번역물이 아무리 잘 생산되었다 해도 이를 읽는 독자
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면 번역가가 좋은 번역을 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에 있어 장담하기가 쉽지 않을 것
이다. 이러한 좋은 번역(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번역가가 ‘텍스트성’을 잘 고려하여 독자
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도 번역의 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이 번역가가 원문과 번역물의 짜임새인 ‘텍스트성’(textuality)을 잘 살려 번역을 해야 하는데 이
‘텍스트성’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로는 다음과 같이 ‘응결성(cohesion)’, ‘응집성(coherence)’, ‘정보성
(informativity)’, ‘용인성(acceptability)’,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 ‘의도성(intentionality)’, ‘상
황성(situationality)’ 등의 7가지 종류가 있다(Robert de Beaugrande와 Wolfgang Dressler, 1981).
그 가운데 ‘의도성’이 지니는 ‘텍스트성’은 성경과 관련된 번역에서 다분히 복잡한 구조를 띠며 작용할
수 있는데, 성경 번역이 아닌 기독교 교양서적 번역에서 ‘의도성’은 얼마나 작용하는지 점검을 시도하고
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성경책 번역의 의도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번역가가 번역 시에
‘의도성’을 유념하고 상기해야 하는지 기독교 관련 서적 번역에서도 그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는 연구이
다. 그동안 성경 번역에 관한 연구는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졌으나 기독교 교양서적 번역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또한, 성경의 집필 목적인 교육(敎育)과 훈육(訓育) 및 감동(感動)을 주기 위한 요소들을 잘 전달하는
것에 있어 보조 서적으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번역’(飜譯)과 함께 살펴보면서 윤곽 및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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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1

배경

‘텍스트성’(textuality)

‘텍스트성’은 원천텍스트를 분석하거나 번역할 때, 혹은 목표텍스트로 번역할 때 기본 틀에서부터 방
향을 설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김동미, 2018). 이같이 ‘텍스트성’을 이루는 기능들로는 7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종류와 개념을 Robert de Beaugrande와 Wolfgang Dressler (보그랑드 와 드레슬러)가 다음의
<표 1>과 같이 이론화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텍스트성’을 구성하는 7가지의 기능들과 종류에 대해 위해서 언급한 학자의 주장과 함
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텍스트성’의 개념과 종류
우선, ‘텍스트성’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언급한 학자로는 Robert de Beaugrande 와 Wolfgang
Dressler를 말할 수 있다. 이들이 주장한 7가지의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보그랑드 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가 제안한 텍스트성1)
미시적 관점
구분

텍스트 구성
요소
텍스트성
구성요인

(텍스트 중점
요인)
언어
텍스트적 요인

거시적 관점(사용자 중심 요인)
정신
텍스트

응집성

참가요인
의도성

응결성

용인성

현실
사회적 요인

의사소통
정보처리적

상황성
상호 텍스트성

요인
정보성

위에 도표 ‘텍스트성’에 대해 설명하자면, 번역 시에는 항상 두 언어 사이의 문화 차이가 존재하며 한
언어에서 다른 한 언어로 옮길 때 문화마다 선호하는 텍스트의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번역가는 번역
하고자 하는 목표 언어 내지는 목표 문화권에 존재하는 텍스트의 유형을 잘 인지해야 하는 것이 충분조
건이다(김동미, 2018). 따라서 어떤 번역에서든지 원천언어와 동일한 목표 언어의 텍스트 유형이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번역가는 이같이 변환되는 언어의 유형 혹은 구성요소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텍스트성’ 은 모두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도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응집성’(cohesion), ‘응결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상호 텍스
트성’(intertextuality), ‘정보성’(informativity)으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언급한 ‘텍스트성’ 가운데 본 논고는 기독교 교양서적에 나타나는 ‘의도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텍스트성’의 7가지 가운데 ‘의도성’을 가지고 분석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연구된 성경 번역의 범위가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내용을 가지고 독자나 청자들에게 설득 내지는 감동 또는 마음의 움직임을 목적으
1) 위의 도표는 김동미, 「성경 번역의 ‘수용성’ 연구」, 2018, p5를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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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성경 자체의 본 내용을 읽을 경우의 ‘의도성’보다는 성경의 본 내용뿐만 아니라 저자
혹은 번역가의 의도와 설명도 읽어야 하는 기독교 교양서적의 경우가 다른 장르의 문학작품보다 저자나
번역가의 ‘의도성’을 다분히 더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책만을 통한 독자의
반응이나 수용보다 보조자료인 기독교 교양서적의 경우에는 그 반응, 수용의 정도가 ‘의도성’의 정도에
따라 분명 미세하더라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조건 아래 본 논고는 시작한다.

2) ‘텍스트성’에 있어서 ‘의도성’의 정의
‘의도성’이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정신적, 인지적 과정을 전제로 하며 목적성을 갖는 의도적인
활동의 언어 행위”(황세정, 53)라고 볼 수 있다. 모든 텍스트의 작가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 즉, ‘의도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번역에서 중요한 ‘의도성’은 함축이나 은유 등으로 숨겨진 의도를
찾아야 하는 경우”(황세정, 53)라고 볼 수 있다. 원문 작가의 ‘의도성’을 목표텍스트에서 일치하게 번역
하려면 당연히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화자의 의도는 발화의 형식이나 의미
가 실제 상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문제 제기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텍스트성’ 의 구성요소 가운데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의도성’은 다른 장르와 비교할 때 차이점에 있어
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 이유는 다른 기술적인 장르에 비교하여 문학작품은 ‘함축’이나 ‘은유’를 저자
가 많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 번역은 흔히 문학번역의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문학
범주에 속하는 성경 번역은 ‘함축’이나 ‘은유’를 다분히 지니고 있고, 기독교 교양서적은 성경 자체 번역
보다 ‘함축’이나 ‘은유’를 더 많이 풀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독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자 하는
성향이나 빈도가 성경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양서적이 ‘텍스트성’ 중의 하나인 ‘의도
성’을 더 많이 담고 있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추측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요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함축’과 ‘은유’로 나누어서 관찰 할 수
있으며, 다음 설명은 기독교 교양서적에 나타나는 ‘의도성’ 정도 여부의 비교·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선행
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함축
Grice(1975)는 한 언어에서 함축된 의미를 다른 언어로 전달하여 대화 목적을 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문화적인 차이점으로 인하여 혼돈이 오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대화자는 이야
기 방향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협동 원칙 및 대화의 격률이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의 원
리 내지는 격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2)첫째,

양(quantity)의 격률을 지켜서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고, 요구한 정보 이상을

갖게 하지 않는다.
둘째, 질(quality)의 격률을 지켜서 거짓이라고 생각되거나, 타당한 근거가 없는 말은 하지 않
는다.
셋째, 관련성(relation)의 격률을 지켜서 적절한 연관성이 있는 말을 한다.

2) 황세정 『텍스트 유형과 텍스트성에 따른 번역 방법 연구』, 2007, p58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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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격률을 지켜서 텍스트 내용을 배치하고 전달 방법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Grice의 주장에 근거하여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원천텍스트3)에 담고 있는 작가의 의도
성까지 목표텍스트4)에 나타나게 하여야 하며, 그가 언급한 이러한 원리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화자나 저
자가 담고 있는 함축된 의미를 청자나 독자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황세정, 58 재인용) 할 수 있다.

(2) 은유
번역에 있어서 ‘은유’에 대하여 언급한 학자들을 살펴보면, Snell-Hornby(스넬 혼비), Toury(투리),
Newmark(뉴마크) 등을 찾아볼 수 있다. Snell-Hornby(1988)는 은유에 대해 “은유의 ‘대담성’은 번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은유가 더 대담하고 창의적일수록 이것을 다른 언어로 재생 반복하는 것은
쉽다”라고 주장하면서 원천텍스트의 내용에 있어서 의미가 아무리 심오해도 목표텍스트에 재생산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은유’가 한 나라, 한 지역, 한 나라의 언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유사하게 경험하고 이를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98) 라고 설명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Toury(투리)는 번역가가 원천텍스트에 개입해서 ‘은유’에 대하여 독자의 ‘수용성’(acceptability)
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oury가 주장한 ‘은유’의 번역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유를 같은 은유로 번역한다.
둘째, 은유를 다른 은유로 번역한다.
셋째, 은유를 은유가 아닌 표현으로 번역한다.
넷째, 은유를 번역할 때 생략한다.
다섯째, 은유가 아닌 표현을 은유로 번역한다.
여섯째, 원천텍스트에 아무 표현도 없던 곳에 은유를 추가한다.5)

한편, Newmark(뉴마크)는 저자의 권위 위주로 요구되는 표현적 텍스트와 일반적인 텍스트의 은유 방
법을 제시하였다. Newmark는 은유적인 표현을 할 때, 권위적이고 표현적인 텍스트는 필요하면 주석을
달도록 권유하였으며, 일반적인 텍스트에서는 대화의 소통을 우선순위로 하여 의미가 통하게끔 하는 번
역을 추천하였다.
다음은 한국 오늘의 양식사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월간지 『오늘의 양식』의 12월 호를 기준으로 기독교
교양서적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의도성’을 구체적으로 31개의 분량(2018/12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
로 비교·분석하여 『오늘의 양식』에 나타나는 번역 흐름 또는 경향의 맥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Ⅲ.

방법

번역(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번역(결과
3) 원천텍스트는 (source text)를 의미하며, 원문을 지칭함.
4) 목표텍스트는 (target text)를 의미하며, 번역문을 지칭함.
5) 황세정, 『텍스트 유형과 텍스트성에 따른 번역 방법 연구』, 2007, p6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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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잘된 번역이냐 그렇지 않은 번역이냐의 분석과 비평 결과는 각양각색(各樣各色)일 것이다. 따
라서, 번역(결과)물의 비평·분석을 할 때, 그 기준선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 기준선에 따라서 전체적인 번
역(결과)물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각하여 한국 오늘의 양식사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오늘의 양식』,12월 호를 매개체
로 삼아 번역 이론의 ‘텍스트성’ 가운데 ‘의도성’을 기준으로 기독교 교양서적의 번역 성향을 분량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에 이어서는 기독교 교양 서적에 있어서 번역가가 ‘가독성’(可讀性)을 얼마나 높였는
지 성경의 ‘충실성’(忠實性)을 어떻게 전달하였는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의도성’(意圖性)을 원천 텍스트
(원문)와 목표텍스트(번역물)의 전체 글에서 비교하여 정도가 어떤지를 기준 잣대를 제시 혹은 재고하고
자 한다.

3.1

및 방법

1) 분석대상
본 논고의 분석으로 삼은 『오늘의 양식』6)은 재능기부와 전국 독자들의 후원금으로 제작 배포되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번역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기에 한 명의 전문번역가가 전체
를 번역하였다기보다는 여러 명이 여러 번에 의해서 번역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의 양식』의 이
러한 번역 특성으로 인해서 한 개인의 번역 특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단체 번역의 특성으로 간
주하여 분석에 전제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오늘의 양식』은 미국 Our Daily Ministries가 발행하는 기독교 묵상집(devotional)으로서 한국에서
는 할렐루야교회가 영한 대역으로 매월 발행하고 있다. 본 논고에 분석대상으로 삼은 『오늘의 양식』은
그동안 발행된 모든 월간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분량이 너무 방대하기에 오로지
2018년 12월 호를 기준으로 삼았고, 전체적으로 매일(每日) 분량에 해당하는 31개의 글이 이에 해당한
다.

2) 분석 방법
본 논고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31편에 해당하는 전체 분량의 공
통 현상 내지는 특성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현상의 결과에 대하여 앞 장(章)에서 언급한 ‘의도성’이라
는 번역 이론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의도성’이라는 번역 이론의 ‘은유’와 ‘함
축’을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목표텍스트에 번역하는지 매일 분량에 해당하는 글의 번역 양상을 비교·분
석할 것이다.
한편, 전체적인 글을 지면상으로 표현하기가 힘들기에 www.odkorea.org의 웹 사이트를 통하여서 제
시하는 12월 호의 글을 참고하길 권장하며 본 논고는 12월 호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번역패턴에 대하여
공통으로 나타나는 번역의 ‘의도성’ 맥락을 발췌하여 분석의 잣대로 삼았다.

6) www.odkorea.org 통하여 모바일 앱, 유투브, 페이스북, 이 메일, T.V 방송 등 다양한 매체의 접근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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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오늘의 양식』의 내용 분석을 할 때, 전체적인 분석의 틀은 원천텍스트의 내용에 따라 나누어진 구조
를 참고로 하여 목표텍스트도 동일하게 나누어 분석하겠다. 한편, 원천텍스트에서 나누어진 틀은 모두 4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서 짜졌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본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 둘째, 성경책에 해당하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한 성경 어구 부
분, 셋째, 본문 설명과 성경 어구에 이어서 기도문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넷째, ‘--하자’는 제시
문구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목표텍스트에 나타나는 번역패턴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하게
적용하여 ‘의도성’의 정도를 각 매일의 분량별로 관찰하도록 하겠다.

1) 본문 설명 번역에 있어서 ‘의도성’의 분석
31일 분량에 해당하는 『오늘의 양식』에 있어서 본문 설명은 분량마다 2문단에서 3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을 써나가는 저자는 1인칭 서술자이거나 3인칭 서술자로서, 저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성경의 내
용을 발췌하여 설명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이끌어간다. 종합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1인칭 서술자로
시작을 했어도 결론 부분에서는 1인칭 복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같은 방식으로 3인칭 서술자로
시작을 했어도 마지막 단락에 가서는 1인칭 복수로 결론을 맺는 형식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처음에는 1인칭이나 3인칭을 사용하여 일상적으로 경험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론 부분에 가서 글을 읽는 독자들도 이에 공감대를 서서히 갖게 하여서 글을 읽는 독자들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 면에는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유심히 관찰 할 수 있는 번역의 패턴을 살펴보면, 4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번역 문체 즉, 같은
원문의 문체(style)에서 다른 번역 스타일(style)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본문 설명 번역에 있어서 번역가는 ‘--입니다.’의 격식체7)의 ‘아주 높임’을 사용하여서 상대방을 존중
해주는 문체를 사용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31개의 전체 분량 가운데 나타나는 패턴인데 글의 처음부터
‘아주 높임’ 문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높여줌으로써 글을 읽도록 유도하는 번역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7) 상대 높임의 체계
구분

격식체

-체

높임 등급

해라체

아주낮춤

하게체

예사낮춤

하오체

예사높임

합쇼체

아주높임

해체

두루낮춤

해요체

두루높임

비격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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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은지야,
논문 빨리 쓰거라
김 군,
이리 와서 앉게
어서 빨리 가시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지야,
빨리 밥 먹어
도움을 주어
감사해요

있다. 그러나, 원천텍스트 어는 곳에서도 높임을 나타내는 어구나 번역 문체(style)는 없다. 특히, 본
문 설명의 번역 가운데 ‘성경 문구’를 중간에 넣어서 설명할 때, 성경 문구는 “--”(쌍 따옴표)를 사용하
여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문체(김동미, 2018)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어서 성경 문구 부분을 ‘아주 높임’
문체를 사용하여 풀어 설명해 주었다.
한편, 원천텍스트인 12월 1일 면을 살펴보면, “We can lean on Him”을 목표텍스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고 번역하면서 번역가가 원저자보다 더 의지를 강조하여 번역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번역패턴은 다른 일자의 면에서도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원천텍스트에 “He
deserves our genuine joy-filled gratitude” 부분을 목표텍스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솔한 기쁨
이 가득한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번역을 하면서 원문의 ‘deserve’의 ‘--할 가치
가 있다’라는 의미가 목표어에 ‘합당한’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면서 번역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원천텍스트
에서 표현하고자 한 바보다 더 강하게 번역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본문의 설명 번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원문에서는 이탤릭체를 사용하여 강조를 한 부분
(12월 13일 자)으로 원천텍스트의 “Was God still faithful? Was I doing something wrong?”이 목표
텍스트에는 아무런 ‘강조’나 ‘차이점’ 없이 다른 본문 설명 번역과 동일한 문체로 이루어진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번역가가 번역 문체를 사용하여 ‘강조’를 한 부분과는 상반된 번역의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번역은 다른 지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오늘의 양식』의 둘째 부분으로 기도문 번역에 나타나는 ‘의도성’을 관찰하고자 한다.

2) 기도문 번역에 있어서 ‘의도성’의 분석
기도문의 구성은 『오늘의 양식』에 있어서 매일 분량의 두 번째 해당하는 분석 부분으로 1줄에서 2줄
가량의 기도문 형식으로서 신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된 문체를 살펴보면, 원천텍스트에서는 본문 내용 설명과 같은 스타일의 문체인데 목
표텍스트로 전이되면서 ‘--주소서’, ‘--입니다,’의 격식체로서 ‘합쇼체’의 ‘아주 높임’ 문체를 사용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문을 보면, 12월 31일 자에 원천텍스트는 ‘Lord Jesus Christ, help
me not only to understand Your message but to live it.’라고 되어 있는 기도문을 목표텍스트에는
‘주 예수님, 주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소서’라는 ‘--하소서’의 ‘아주 높임’ 체
를 사용하여 번역한 것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은 ‘--하소서’가 성경 번역 문체로 많이 사용된다는 김
동미(2018)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논지이다. 또한, 기도문 부분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대부분에 해당하는
번역패턴으로 ‘--입니다’의 격식체로서, 예를 들어, 12월 5일 자에 원천텍스트에 ‘Yours is the most
faithful friendship I have’를 목표텍스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게 가장 신실한 우정입니다.’라
고 번역을 하여‘--입니다’의 번역 문체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본문 설명 번역에서 ‘--입니다’의 문체가
대부분 사용한 것과 비교된다고 볼 수 있는데 번역가는 본문 설명 번역과 기도문의 원문이 같은 문체라
는 것에도 불구하고 기도문은 대부분 ‘--소서’ 체를 많이 사용하여서 김동미(2018)가 성경 번역 문체 비
교 연구에서 주장한 ‘성경(번역) 문체’를 기도문에서 설명 부분의 번역 부분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원문은 전체적으로 내용의 어격(語格)에 있어서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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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결과)물인 한국어의 목표 언어에는 번역 문체에 있어서 각기 다른 문체를 보이는데 번역가
가 성경의 문체를 번역할 때 의도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성경 문구의 번역을 통하여서 번역가의 ‘의도성’ 정도의 개입 여부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

3) 성경 문구 번역에 있어서 ‘의도성’ 분석
『오늘의 양식』에 나타난 성경 문구는 성경책 일부, 1문장에서 2문장을 직접 발췌하여서 각 매일의 말
씀 분량의 가운데 오른쪽에 ‘오늘의 성구’로 기록하여 싣고 있다. 이 부분의 번역은 4가지 범주의 번역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때에 가장 많이 번역가가 성경 (번역) 문체로 의도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실이겠지만, 원문에 나타나는 Our Daily Bread는 4가지 범주로 나누었을
때 별반 문체의 구분이 거의 없다. 오로지 있다면 이탤릭체를 사용하여 ‘강조’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다. 그러나 번역물에는 각기 조금씩 번역가가 다른 문체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성경 (번역)문체가 나타
나게끔 번역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성경 문구의 번역은 거의 90% 이상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
로 옮겨 놓은 문체로 기술문이거나 실용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번역 문체의 특성을 띤다. 이에 해당하
는

문체의

패턴을

살펴보면,

‘동무’(12/5),

‘앙망함은’(12/6),‘되었나이다’(12/7),‘--으리라’,‘--노

니’(12/8),‘--로다’(12/9),‘--하시나니’(12/10),‘--않느냐’(12/11),‘--행함이라’(12/12)‘--소이
다’(12/13),‘--음이라’(12/14),‘--으리라’(12/16),‘--심이라’(12/17),‘--으니’(12/21)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열거한 성경 문구 번역까지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공통 사항은 영어에서는 어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번역물에 해당하는 어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극존칭의 격식체를 사용하고 성경 특유의
성경문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번역가 기독교 교양서적을 번역할 때에 성경 번역을 할 때 와는
다르게 읽는 독자를 설득시키고 감동 내지는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 성경 (번역) 문체를 의도적으로 사용
하여 번역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제시 문구의 번역에 있어서 번역가의 ‘의도성’이 작용하는지 또는 작
용한다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4) 제시 문구 번역에 있어서 ‘의도성’ 분석
흔히 누군가에게 제시문을 쓴다면 일반인들은 ‘--할까요?’, ‘--하시겠습니까?’ 등의 어구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같이 행동할 것을 권유한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양서적에서는 어떻게 지시 및
권유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늘의 양식』에 나타나는 제시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장르의 제시문과 다르다는 것을 비교·분
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 자에는 원문이 ‘Why not start a gratitude list?
Watch how the regular practice of thankfulness changes your daily life.’ 되어 있으나, 번역문
인 한국어에는 ‘감사 목록을 만들어보라, 규칙적인 감사 훈련이 매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
보라’로 번역된다. 즉, 번역가는 모든 설명과 성구와 기도를 한 다음 행동할 것을 제시하기 위해 “--할
까요” 대신 “--하라”라는 문체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문화의 차이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 한국 문화권에
서는 신과 연관될 때 ‘--하라’는 명령체가 ‘--할까요?’라는 권유체 보다 더 신앙심을 느끼게 한다(2018)
고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한국어가 갖는 늬양스는 영어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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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과 다른 문체의 특성을 띠면서 더 강하게 독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명하자면, 번역가가 『오늘의 양식』과 같이 권유문을 명령문처럼 의도적으로 바꾼 요소가 될 수
도 있다.
이같이 원문이 제시한 문장의 격(格)이 번역하게 되는 과정에서 바뀌면서 번역가의 ‘의도성’ 또한 의
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개입되었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가의 ‘의도성’ 개입 현
상은 제시문 가운데 대부분 약 31개의 분량 가운데 27개가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단순한 상황(조건)아
래 일어난 현상이 아니며,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번역가의 의도적 문체 특성을 띤다고 볼 수 있
다.

Ⅴ.

결과

기독교 교양서적인『오늘의 양식』이라는 영·한 번역 대역본을 기준으로 번역 이론인 ‘텍스트성’ 가운데
‘의도성’을 번역가가 번역할 때에 얼마나 의식적으로 실어서 번역하는지를 4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서 비
교·분석을 하였다. 그 4가지 범주의 기준은 첫째, 본문 설명 번역에 있어서 ‘의도성’ 분석, 둘째, 기도문
번역에 있어서 ‘의도성’의 분석, 셋째, 성경 문구 번역에 있어서 ‘의도성’ 분석, 넷째, 제시 문구 번역에
있어서 ‘의도성’ 분석이다.
첫째, 본문 설명 번역에 있어서 ‘의도성’의 분석에서는 ‘--입니다.’의 격식체 가운데 ‘아주 높임’을 사
용하여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문체를 사용하였다. 이같이, 본문 설명 번역에서 원문에는 없는 ‘아주 높임’
을 사용해서 번역가가 번역한 것은 전체 31개의 전체 분량 가운데 나타나는 패턴인데 글의 처음부터
‘아주 높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높여줌으로써 글을 읽도록 유도하는 번역패턴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목표텍스트에서는 번역가가 원저자보다 더 의지를 넣어서 번역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원천텍스트에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목표텍스트에는 ‘--해야한다’라고 번역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번역패턴은 다른 일자의 면에서도 발견된 되었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문이 원저자보다 더 의도를 넣어서 번역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원문에서 강조의 의미로 이탤릭체를 사용하여 실은 부분을 번역문에서는 아무런 강조의 의미를 두지 않
고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도문 번역에 있어서 ‘의도성’을 번역가가 얼마나 개입하였나를 관찰을 하였다. 기도문의 구성
은 모두 1줄에서 2줄가량의 기도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서 번역된 번역 문체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1) ‘--주소서’, ‘ --입니다.’의 격식체로 ‘합쇼체’의 ‘아주 높임’ 문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원천텍스트의 문체를 보면, 어디에도 ‘아주 높임’의 문체와 어격이 없다. 이것으로
보아서, 번역가가 기도문 번역을 할 때 어격을 높이고 ‘아주 높임’ 문체를 사용하여 목표텍스트에 ‘의도
성’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성경 문구를 번역하는 것에 있어서 번역가의 ‘의도성’이 개입되었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
경 문구의 원문이 다른 3가지 범주의 문구와 문체가 유사하나 번역물에는 김동미(2018)가 주장한 개념인
성경 (번역) 문체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분석 부분과 비교해봤을 때 4개의 범주 중 가장 성경(번역)문체

- 127 -

패턴을 띠고 있다.
넷째, 제시 문구 번역에 있어서 번역가의 ‘의도성’ 분석이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번역 분석은 원문의
제시 문구가 번역문에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번역문의 제시문은 원문의
제시문과 그 제시의 정도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할까요?’ 대신 ‘--하라’
라는 문체를 띤다는 것이다. 즉, 원문의 내용이 번역되면서 상대방을 설득 및 감동을 주기 위한 번역가
의 의도성에 대한 개입이 번역문에 문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Ⅵ.
기독교에서 성경 번역 연구는 긴 역사와 양(量)에 있어서 기독교 교양서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연구에 있어서 방대하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교양서적의 연구가 가치가 있을 수도 있으나 객관적인 연
구가 이루어지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다.
본 논고는 기독교 교양서적에 나타나는 번역의 ‘의도성’ 연구로서, 성경의 보조자료로서 독자를 이해,
감동, 설득시키기에 번역가가 번역할 때에 얼마나 많이 번역가의 의도를 살려서 번역문에 나타내는가 하
는 ‘의도성’의 정도를 4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분석·관찰 하였다.
첫째는 본문 설명 번역에 있어서 ‘의도성’의 분석이고, 둘째는 기도문 번역 있어서 ‘의도성’의 분석이
며, 셋째, 성경 문구 번역에 있어서 ‘의도성’의 분석이며, 마지막 넷째는 제시 문구 번역에 있어서 ‘의도
성’ 분석이다.
범주별로 나타나는 번역가의 ‘의도성’를 살펴보면, 공통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원문 즉, 원천텍스트의
문체는 대부분이 ‘높임말’과 ‘반말’이 극단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점이고 번역가는 매일의 글을 시작할 때
격식체의 ‘아주 높임’ 체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시 문구 번역에서는 원
문에 ‘명령문’이나 ‘반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역문에는 ‘명령문’이 주로 써졌다는 점이다.
원저자는 극의 격식에 있어서 유동이 적어서 격률이 다소 크지 않은 반면, 번역문에서는 극의 격식에
있어서 유동이 ‘아주 높임’에서 ‘아주 낮춤’으로 그 어격(語格)에 있어서 그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것은 번역가가 기독교 교양서적일 경우 특히, 묵상집을 목적으로 번역할 때 번역가가 목표언어권의
독자들을 이해와 감동을 넘어서 설득을 시키기 위해 격식의 폭을 크게한 것을 본 논고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원문(영어)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문체가 언어 속에 가지고 있는
‘은유’나 ‘함축’이 번역문에는 4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서 번역되는데, ‘아주 높임’ 체와 ‘아주 낮춤’ 체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이해 감동을 주기 위해 번역가가 의도적으로 번역 이론인 ‘의도성’을 적용하게 된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독교 교양서적의 번역에 있어서 ‘의도성’의 분석 연구는 기독교 교양서적과 유형이 비슷
한 ‘자기개발서’와 같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장르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
번역가의 ‘의도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입한 것이 잘된 번역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번역인지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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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반응, 즉 독자의 수용성과 연관될 수 있다.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共存)하는 시대에 번역의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전략을 모색
하는 것은 번역계에 있어서거나 학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 될 수도 있으나, 원저자의 의미가 어느 정
도 전달되었는가를 고려할 때 독자의 반응도 중요하겠다.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번역 문제도
함께 더불어서 생각해 볼 여지도 다분히 있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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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교양서적 번역에 나타나는 의도의 연구”의 토론문
정신희(한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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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관점으로 반지의 제왕 읽기
병 선(가톨릭관동대학교)

I.

말

부패한 로마 가톨릭교회에 저항하여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으로 새롭게 분리
탄생한 개신교 또한 암울했던 중세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대형교회 부자세습,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의 부도덕성 등 한국 교회는 공동체 밖 사람들로
부터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의 윤리가 바로 서
지 못한 결과로써 교회의 존재의미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격이다. 기독교인이 혹은 기독교 국
가가 더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없는 이들은 기독교인들에
게 높은 윤리 의식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철저한
고통과 소외를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심으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
며 살아내야 하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마음 한 편에 자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종교가 윤리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국가의 쇠망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보아 알고 있다. 고려말과 조선말을 무너뜨린 주범은 다름 아닌 당대 대표 종교인
불교와 유교의 타락이었다.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근대화의 길목에서 개
신교의 영향력은 실로 컸고, 불교와 가톨릭과 더불어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비약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가 지금과 같이 타락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역사의 뒤
안길로 사라진 국가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필자는 지울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기독교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윤리 의식을 회
복시키기 위해 여러모로 연구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기독교 윤리를 고양
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문학작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문학작품은 교양적 기
능을 갖는다. 즉, 독자의 태도 의식, 품성을 바람직하게 형성하는 교육적 기능을 갖는다는 의
미이다. 반지의 제왕은 하이 판타지 소설로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고 파급력이 상당하여 기독교 윤리 관점으로 해석해보는 것도 필요한 연구라고 본
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반지의 제왕 속 등장인물들이 선택해야 할 순간들을 기독교 윤
리 관점으로 읽어내어 무너진 우리나라 기독교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선행 연구로 윤리란 무엇이고, 기독교 윤리와 비교하여 개념을 정리하여 반지의 제
왕을 기독교 윤리 관점으로 읽기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

Ⅱ. 기독교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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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어떤 행위에 가치의 무게를 두는 것이다(정용섭,
2012).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은 타자가 존재해야 가능한 일이다. 즉, 윤
리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음을 말한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정언명령과 가언명
령을 통해 윤리를 설명하였는데, 가언명령은 조건이 붙고 개인의 욕망의 충족이기 때문에 윤
리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반대로 정언명령은 조건이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윤리적이라고 단정
하였다. 일반적인 윤리와 달리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며, 그 토대 위에 타자
와의 관계가 의미가 있다.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설명하였다. 기독교
윤리는 틸리히의 주장처럼 신율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라는
명령으로 다른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일
반 도덕 철학이나 사회단체에서 강조하는 윤리 규범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윤리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가능한 것이다. 정용섭 목사는 기독교 윤리와
하나님 사랑이라는 에베소서 4장 25절~5장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
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므
로 이웃에게 동일하게 생명 살리는 안식과 평화의 빛으로 대해야 함이 기독교 윤리라고 주장
하였다.

Ⅲ.

제왕 속 기독교 윤리 상황

반지의 제왕은 실제 세상과는 다른 상상 세계의 이야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야기 속
캐릭터들은 일상을 반영하였기에 기독교 윤리 관점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등장인물들 간에 관
계 속에서 대립과 갈등,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 윤리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황 1
반지의 유혹에 마음을 흔들린 사건
상황 2
원정대 동료 배신한 사건
상황 3
아르웬의 희생 이야기

Ⅳ. 결론 및 제언

앞서 기독교 윤리는 타인에 대한 피해를 주는가에 달렸다고 언급하였다. 반지에 대한 유혹
자체는 이웃을 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독교 윤리를 벗어났다 볼 수 없지만 동료를 배신한
사건은 피해를 가하는 비윤리 행위다. 명성교회 세습은 누군가의 자리를 위협하는 행위며 성
도의 능력있는 지도자의 치리 박탈이라는 점에서 비윤리라 할 수 있다. 이웃을 내몸같은 사랑
만이,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올 때 기독교 윤리 회복은 가능할 것이다. 실제적인 피해를 안입
혔다고 해도 그 원인이 행위로 연결될수 있기에 기독교 윤리 파괴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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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윤리 관점으로 『반지의 제왕』 읽기”의 토론문
김문주(가톨릭관동대학교)

토론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간단한 개념정리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독교(基督敎)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음차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신교
와 천주교를 모두 포함한 개념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기독교를 개신교만 칭
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자께서 언급한 “기독교”라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표자께서 교
육자이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발표문에서 언급하는 기독교가 개신교를 지칭하
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용어 사용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에 대해서, 본 발표문이 논문으로 발전 시에 수정 반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은 천주교 신자인데요, 천주교회 역시 윤리, 도덕의 붕괴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용
어 사용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들어가는 말 부분에 “한국 교회는 공동체 밖 사람들로부터 원색적인 비난과 조
롱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의 윤리가 바로 서지 못한 결과로써 교회의
존재의미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격이다”라고 상당히 직설적이면서도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한국 개신교회에서 발생하는 간혹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받는 비난과 조롱의 원인들에 대
해서는 교회를 벗어난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윤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
히 철학적 분야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지 그리스도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학계, 스포츠계
등의 한국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윤리의 붕괴’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 ‘윤리’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학문
적 접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발표자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
윤리”는 무엇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종교 윤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교는 서양 문명에 바탕을 둔 종교이기 때문에 전체 종교로 보기 보다는 기독교만이 갖는 윤리
라는 것은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개념들과 필자의 주장이 학문
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발표자께서 뒤이어 말씀하시는 종교가 비윤리적일 때 국가의 쇠망과 직
결된다는 이야기가 납득 가능한 논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으로 『반지의 제왕』 역시 서양문화의 산물입니다. 서양
문화의 산물을 우리나라 한국 그리스도교와 연결시키는 작업은 대단히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지를 정확히 펼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 될수도 있다
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초연결의 사회가 되어 사실 국가라는 개념조차도 무의미 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것 역시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만, 종교라는 것은 그 뿌리의 토대를 이해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교육자이시자 목회자이신 교수님의 발전된 논문을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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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 밤의 꿈』에서 나타난

자유 변이 현상으로

통일된 엘리자베스의 유화 정책

황 인 경(성균관대학교)

영국의 르네상스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것은 셰익스피어가 그 시대에 행해졌던 실질적
인 문화가 어떻게 유럽 대륙과의 다른 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셰익스피어 시대의 튜더 왕조

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집권시대의 특징을 잘 파악하면 쉽게 이해하기가 쉬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의 영국의 환경이나 종교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영국 특유의 르네상스 문화 변이
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변이형에 대한 용어는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음성학이

나 변형생성문법을 설명하면서 나온 ‘언어 변이(linguistic variations)에 관한 이론과도 잘 맞
물려 있다는 것이다.

언어의 사투리도 하나의 하나의 언어에서 나온 변이형이라고 설명을 할

때, 성서 역시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개별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그러한 변이를 언

어학적인 변이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 개혁의 영향의 파급력이 무척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서의 번역으로 인해 영국의 엘리자베스 튜더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수용하

게 되어 구교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유화 정책을 펼친다. 그리하여 그녀는 제네바 성
경을 중심으로 성서의 번역을 활발히 진행된다. 이러한 가운데 다양하고 자유로운 문화적인
출구를 마련하는 이른바 영국의 문예혁명의 전성기를 마련하게 된다.

영국의 르네상스는 유

럽 보다는 뒤늦게 시작되었지만. 기존의 유럽의 르네상스 방식과의 유사점과 차이를 내세우면
서, 자체적인 르네상스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영국의 자체적인 르네상스는 바로 이
탈리아의 조그마한 마을인

프로방스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라는 곳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새롭게 탄생된 영국의 르네상스 자아 형성은 이러한 유럽 대륙의 르네상스에 편승하여 조합을
이뤄낸 것이였다.

이러한 유럽의 르네상스를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에믹

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영국과 유럽 대륙과의 조화로 만들어낸 새로운 현상이 셰익스피어의
희극 작품에서 볼 수 있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에틱적인 현상으로 다양하게 분출되어 텍스트를 형성

이러한 에틱적인 현상들은 성서의 번역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서의 의미는 변하지 않고 다양한 자국민의 언어로 번역되어 인쇄되는 실제적인 복음서의 역
할을 톡톡히 해내었던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성서 번역은 언어 현상의 하나인 자유변이

(free variation)의 현상과도 비슷하여,

성서의 고유한 의미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 종교 개혁

의 특징을 갖는 성서 보편성의 문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는 언어학적인 음소(phonemic)와 음운(phonetic) 현상의 음성체계(sound system)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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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개혁의 자유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에믹적인 접근 방식과 에틱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쉽게 자유 변이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 기술적 연구에서 관련된 개념

이나 범주, 자료 등을 당사자간의 집단의 논리와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접근법”이라
고 한다.

에믹과 에틱적인 용어는 1954년 언어학자이면서 동시에 문화 인류학자인 K. 파이크가 만들어낸
용어이다. . . . 에믹과 에틱은 언어학적인 용어로 음소와 음성으로 각각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나온 것이다. 원어민의 마음 속에서 인지된 알파벳과 사람들이 말하는 실제 소리와의 차이에서 나
온 보편적인 언어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파이크와 다른 사람들은 그 이후에 더 나아가 단
순히 언어학적인 적용 외에 문화에서의 인간 행동 양식의 모든면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기 시작하
였다.
The terms emic and etic were coined in 1954 by linguist/anthropologist Kenneth Pike
(1912-2000). . . . Emic and etic are derived from the linguistic terms phonemics and
phonetics respectively, descriptors of the dichotomy in all languages between the
perceived alphabet in the mind of the native speakers and the actual sounds that they
articulate when they speak. Pike and others subsequently broadened the application of
emic and etic to all aspects of human behavior in culture, not simply language.1)

문화 유물론 내에서 일어나는 에믹적인 작용은

사실적이고 의미있고 적절한 것으로써의 원

래의 토속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묘사되는 현상으로 언어학에서 말하는 심층구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에틱적 접근 방식(etic approach)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행동양식에 나

타난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용이하기 때문에

문화 유물론 이론가들은 에틱적인 방식을

더 선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결국 문화 유물론은 사회적 생산기반 내에서만이 생산의 용어로 하나의 사회를 구조적으로 특징짓
는 것으로 설명될 수가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인구학, 환경, 그리고 기술적인 변화들이 문화의 변
이형이라고 설명하면 들이 문화 유물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 . .Therefore, cultural materialists
terms of

production within

explains the structural features of a society in

the infrastructure

only(Harris 1996:227).

As

such,

demographic,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changes are invoked to explain cultural
variation(Barfield 1997:232) (http://www.anthropology.ua.edu/cultures/cultural.)

이러한 에틱적인 현상처럼,

언어의 변이형이 일어나듯이 종교 개혁도 영국에서는 유럽 대륙

의 종교 개혁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유럽 대륙의 에틱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인본주

의의 사상의 존중과 개인에 대한 자유 선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영국의 왕실에서부터 시작
된 것은 이와는 다른 변별적인 자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별적인 자질이란 종교
1) http://www.gpccolorado.com/emic-etic-appraches-culture-investigation-methodolgies

- 136 -

개혁이라는 커다란 담론 속에서 나타난 에틱적인 요소의 영국의 종교 개혁이 차별적인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마치 르네상스의 개별성의 존중과도 일치하는 것은 르네상스의 본질을
손상하지 않은 채 자유로운 변이 현상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종교
개혁으로 인해 생성된 자유 변이형의 다양한 소리는 인본주의의 승리이고 동시에 신에 대한
음성을 듣고자 한 인간의 갈구였던 것이다.

이러한 자유 변이 현상에서 탄생된 섀익스피어의

에틱 현상의 한 예로써 『한 여름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위의 작품은

엘리자베스의 유화정책을 지지하고 영국이 통합되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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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 밤의 꿈>에서 나타난 자유 변이 현상으로 통일된
엘리자베스의 유화 정책”의 토론문
김성현(서울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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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국기」 ‘허황옥 서사’의 현대적 변용에 나타난 리더십과 의미
조성숙

*1)

1. 들어가며
2. 신화 속 허황옥의 신성성
3. 현대적 변용에 나타난 리더십
4. ‘허황옥 서사’의 변용 의의
5. 나가며
<참고문헌>

1. 들어가며
남성의 생계부양자 모델을 주축으로 한 가부장적 사회제도는 여성의 활동과 내면의 힘을 제
한하고 한계상황을 언표화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공동체 구성원의 자질과 역량의 확대로 남성
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었던 리더로서의 자질이 여성에게도 요구되는 사회 풍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고는 여성 리더십 연구에 주목하게 되었다.
오늘날 문학과 정치, 생활 전 영역에 걸쳐 여성주의의 시각의 확보와 여성에 대한 지속적
관심은 다양한 여성상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어내고 있다. 이들은 전통과 관습에 얽매
인 여성보다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여성을 옹호한다. 또한 시대의 분위기가 현대 여
성들이 미래를 예견하며 평화와 다양성, 포용하는 창의적 삶의 주체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
한다.
현재 주목되는 여성주의적 리더십은 양성평등과 생명존중, 보살핌이라는 대안적 가치를 존
중한다. 이는 자아와 세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추구하는 신화적 질서와 맞닿아 있다.2) 그런
점에서 <가락국기>의 여성 주인공인 허황옥은 이에 걸맞은 여성인물이라는 점에서 <여성과
리더십>이라는 주제 아래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리더로서의 기본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 설정과 그에 대한 대응이 상호보완적이어
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아와 세계의 상호보완적 질서를 추구하는 신화의 주인공들은 리더로
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남성뿐만 아니라 신화 속 여성도 이에 대응되는 인물로 이야기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허황옥은 신화적 주인공으로서의 리더적 역량을 보여준다. 그녀는 한 나라
의 공주로 태어났다. 금수저로서의 안락을 저버리고 하늘의 계시를 받아, 바다 건너 작은 나
라의 건국과 번영을 위하여 도전하고 당당히 맞선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에
관한 건국신화의 제한된 서사로는 그녀의 리더십 도출도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을 유발한다. 그
러므로 본 연구는 신화 속 허황옥의 리더십이 현대적 변용작들에서 더 증진되어 나타날 것이

1)*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E-Mail : jss6615@naver.com
2) 조성숙은 「「가락국기」신화의 전승에 나타난 생태적 관점과 의미」(『민족문화』 47, 2016)에서 「가락국
기」신화를 ‘인간과 초월세계의 관계적 변화’, ‘자연과 여성에 대한 비생태적 태도’, ‘공동체적 연대의
실제’라는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이는 여성주의적 리더십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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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기대를 갖고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신화는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잘 형상화하고 있으며, 그 안에 내재된 원형과 지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궁구할 필요가 있다. 신화의 다양한 연구들 중에서도 건국신화와 무속신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리더십 측면에서 논의하는 자리는 상당히 제한적이었
다. 특히 건국신화의 남성주인공에 대한 관심에 비하면 여성주인공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현
저히 낮았다.
무속신화에 등장하는 바리공주를 여성영웅으로 바라보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바리공주의 리
더십 연구가 등장하였다. 이병순(2005)3)과 강혜선(2012)4)의 논의가 있다. 전자는 마리안 N.루
더만과 패트리샤 J.오롯이 제기한 여성 리더십의 다섯 가지 테마를 방법론으로 도입하여 자아
명료성, 진실성, 관계형성, 전체성, 그리고 주체성을 확인하였다. 후자는 바리공주의 영웅적
행동을 남성영웅과 다른 여성적 영웅성을 보여준다고 하여 여성적 리더십을 추출하였다. 이후
정경민(2016)5)은 역사적 기록인 고구려 우씨 서사에서 그녀의 리더십 발현 양상과 특징을 살
피고, 리더십의 한계와 의의를 고찰하였다. 바리공주는 고난을 극복한 영웅 리더십이 부각된
논의였지만, 왕후 우씨는 주체성 측면에서의 리더십에 주목받았다.
본 연구자는 바리공주의 여성 리더십과 왕후 우씨가 보여준 주체적 리더십을 다 갖춘 「가락
국기」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허황옥의 리더적 자질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이제 다수의 여
성들이 리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과제, “여성을 어떤 리더로 키울 것인
가?”에 대한 해답으로 신화 속 허황옥의 리더적 자질을 이야기함이 마땅하다. 또한 김 정의
소설, 『허황옥, 가야를 품다』,(2012)에서 그녀의 그러한 신화적 리더십 요소가 어떻게 확장되
는지를 논의하는 것은 실천적 리더십 지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신화 속에서 드러난 그녀의 신성성을 기존 논의들을 토대로 하여 이야
기하고자 한다. 신화적 리더의 면모는 신성성을 통해 보장받기 때문이고, 신화 속에서 확보된
그녀의 신성성은 현대적 변용에서 리더적 자질로 형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의 신성성이 현대작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등장하는 지와 변용된 허황옥의 여성상이 현대
사회에 요구되는 리더적 자질임을 고찰하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한다.

2. 신화 속 허황옥의 신성성
『삼국유사』의 「가락국기」 신화의 연구 동향을 보면 나경수(1988)6)와 같이 한국의 건국신화
를 논의할 때 소주제로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7)

「가락국기」 연구는 문학을 ‘역사적 실

재’로 접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8) 심지어 허황옥 인물 관련 연구를 하면서 ‘객관적
3) 이병순(2005), 「‘바리공주’와 여성리더십」,『태동고전연구』20, 숙명여자대학교숙명리더십개발원.
4) 강혜선(2012),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여성적리더십 연구」, 『돈암어문학』 25, 돈암어문학회.
5) 정경민(2016), 「고구려 왕후 우시 서사에 나타난 ‘주체되기’와 리더십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35,
한국고전연구학회.
6) 나경수(1988), 「한국 건국신화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아니면 배경설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최태호, 1991/ 김화경, 1989), 「가락국기」의 서사구조적 측면(차
재형, 2003)과 고대가요의 하나인 구지가의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가락국기」 신화 또는 「구지가」
의 배경설화에 대한 연구보다는 「구지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훨씬 많이 이뤄져 있다. 작게는 신
화가 구지가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고, 전혀 별개의 것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8) 서대석(2001)이 「가락국기」가 <김수로 신화>와 <허황옥 신화>로 구성된다고 한 주장을 토대로 <허황
옥 신화>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서대석은 허황옥이 중국의 어느 지역을 거쳐 왔다는 견해에 귀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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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를 얻으려고 하는 역사적 연구로 진행되었다.9)
반면 김정호(2005)10)는 「가락국기」 신화에 나타난 신화의 상징성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허
황옥 서사(아유타국 공주 → 바다 건너옴(통과의례) → 건국주의 아내 → 죽음)에 복잡한 수난
이 없으며 적대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모의 꿈에 나타난 하늘의 계시와 구간
의 간청을 거절하며 천명을 기다리는 수로왕의 모습을 통해 허황옥은 신성함을 부여받고 있다
고 하였다. 따라서 허황옥 등장은 신성의지에 근거한 출현으로 보았다. 이것은 그녀의 신성을
초점화하여 신성성을 거듭 강조한 여성상 연구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원전에서의 그녀의 여
성상뿐만 아니라 그녀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사회적 역할까지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김원희(2013)11)는 이 신화를 난생신화로 명명하며, 난생의 상징을 고구하였고, 이러한 상징
성은 동서고금을 초월하여 생명 생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여성성을 완성하고 있다고 논의하였
다. 박상란(1997)12)은 「여성신화의 원리」에서 후대 서사문학의 원형을 신화에서 찾을 때 여성
신격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이유가 후대의 여성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논하였다. 이러
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창식(2012)13)은 「허황옥 전승의 비교민속학적 가치」에서 “김수로
신화에서 허황옥 신화로 바꿔 읽기”를 제의했다.
본 논문은 김수로 대왕을 주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황옥을 중심으로 한 그녀의 신성성 변
용 또는 확장에 관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이광수에 의하면 허황옥 신화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신화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삼국유사』의
「가락국기」 기본 뼈대14)에 「금관성 파사석탑」과 장유화상의 불교전래 이야기가 보태지고, 아
들 열 명 중 첫째는 수로왕의 뒤를 잇고 둘은 허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나머지 일곱은 하동
칠불사에서 부처가 되었다는 이야기, 두 딸이 일본국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만들어
진 이야기”15)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고대 한국과 인도의 접촉을 설화 차원에서 보여주는
5편 중에서 유독 허황후 이야기가 사실로서의 역사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16)고 전한다.17)
일만 하며, 그녀의 집단은 교역을 하기 위해 해상활동을 하던 상인이거나 아니면 외국과의 교류를 위
해 파견한 외교사절의 성격을 띤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녀 일행이 싣고 온 가공품을 통해 허
황옥 집단의 문화가 수로 집단보다 더 높았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문학을 통해
‘역사적 실재’를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9) 김병모(2008)의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역사의 아침)와 『김수로왕비 허황옥』(1994)은 허황
옥의 역사적 실재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김태식(1998)은 「가락국기 소재 허왕후 설화의 성격」에서
허왕후 신화가 엄연한 역사 자료의 일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의 신이성으로 인하여 역사학자보
다는 국문학자, 아동문학가 등의 이야기 소재로 남아있었다고 논점을 마련하고 가야사와 허왕후 신화
를 연관 지어 역사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김정호(2005), 『이야기문학과 여성연구』, 민속원.
11) 김원희(2013), 「난생신화와 창조적 여성성」, 『한국문학과 창조적 여성성』, 푸른사상.
12) 박상란(1997), 「여성신화의 원리」, 『한국문학연구』 19, 한국문학연구학회.
13) 이창식(1989), 「수로왕 신화의 연구」, 『진단학보』 67, 진단학회.
14) 김수로왕의 강림과 건국, 수로왕과 탈해의 대결, 수로왕과 허황옥의 결혼과 그들의 죽음, 수로왕 사
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15) 이광수, 『인도에서 온 허황후, 그 만들어진 신화』, 푸른역사, 2017, 10-12면 요약.
16) 이광수, 『인도에서 온 허황후, 그 만들어진 신화』, 푸른역사, 2017, 12면. (『삼국유사』를 보면 고대
한국과 인도의 접촉을 설화 차원에서 보여주는 것으로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아육왕이 보낸 황
룡사 장육상 이야기, 둘째, 가섭불연좌석 이야기, 셋째, 황룡사 9층탑 관련 설화 중 신라의 왕이 인도
의 찰리종이라는 이야기, 넷째, 요동 육왕탑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유타에서 온 공주 허황옥
이야기이다.)
17) “허황옥은 15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역사적 실재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고종 때는 이미 허황옥
은 실재했던 역사적 인물로 분명하게 이해되었고, 그에 결부된 전설 또한 분명한 근거로 받아들였
다”(이광수, 2017, 70면)고 이야기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고려 문종 때 「가락국기」 에 나오듯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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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국의 시조인 수로를 신화화할 필요성이 생기고 그 필요성이 어떤 역사적 사실로 무르
익자, 후손들은 그를 신격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그의 배우자를 물 혹은 땅에서 나온 존
재로 만들었다는 주장”18)을 통해 허황후는 ‘어떤 수모신(水母神) 원형’19)이라고 한다. 하지만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허황옥의 신성은 험한 바다를 잠재우고 가락국으로 건너온 여성에 대한
경외가 뒷받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이 목적하는 그녀의 리더십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신화적 표현을 현실적으로 이해하
기보다는 그녀의 신화적 특성을 문학적 영역에서 재발견하는 것이 유익하다. 실제적으로 허황
옥의 신성은 역사적 인물로서보다는 김수로 대왕과 밀접한 신화적 영역에서 더 잘 읽힌다. 왜
냐하면

「가락국기」 신화에서 허황옥의 신화적 특성은 여성성을 신화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

로대왕의 신성성 획득과 연관이 깊기 때문이다. 수로대왕의 신성성이 허황옥에게 영향력을 미
치는 것은 수로대왕이 하늘에서 강림한 존재라는 데 있다. 그가 가진 신성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가락국의 왕이 되라”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에서 비롯된다.
또 말하기를, “황천이 나에게 명하시기를 이곳을 다스려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임금이 되라 하셨
는데, 이러한 연유로 내려온 것이다. …… 얼마 지나지 않아 우러러 쳐다보니 자색의 줄이 하늘로
부터 드리워져 땅에 닿아 있었는데,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빛 상자가 있었다. 열
어보니 해와 같이 둥근 황금 알 여섯 개가 있었다.20)

수로의 경우는 ‘난생 자체가 바로 등극이고, 탄생제의가 바로 등극제의’21)이므로 그의 신성
은 하늘로부터 보장받은 것으로 상징된다. 신화의 주인공은 ‘신적인 존재’, ‘신과 같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로 형상화된다. 수로대왕이 하늘로부터의 계시를 통해 세워진 왕이라는 것과
그의 예언적 혼사는 결국 그의 배필로 계시된 허황옥 또한 ‘신적인 존재’ ‘신과 같은 신이한
능력을 가진 자’로 추앙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확보된다.
건무 24년 무신 7월 27일에 구간들이 조알할 때에 아뢰어 말하기를, “대왕이 하늘에서 내려오
신 이래로 좋은 배필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의 딸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뽑아 궁중에
드려 배필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
다. 나의 배필로 왕후가 되는 것도 또한 하늘의 명령이니 그대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였
다. 드디어 유천간에게 명하여 가벼운 배와 좋은 말을 가지고 망산도에 가서 기다리게 하였
다.22)
…… 왕이 대답하기를, “짐은 나면서부터 자못 신성하여 공주가 멀리서 올 것을 미리 알고, 신
하들이 왕비를 맞이하라는 청을 듣지 않았다. 지금 현숙한 그대가 저절로 왔으니 이 몸에게는
다행한 일이오.”라고 하였다.23)
표정옥은 “황후가 되기 위한 이야기 장치로 꿈이 사용되며, ‘꿈’을 통해 허황옥의 신성성 획
천과 신귀 등이 허황옥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왕후가 오는 것을 보고 급히 재촉하여 임금에게 고하려
했던 것을 본 따서 경주놀이를 행하는 민속놀이가 거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이광수, 2017, 76면) 이
후 오늘날은 김해 지역의 관광자치산업의 부흥으로 허황후의 역사적 인물로서의 사실성은 더욱 부각
되어 허황후의 혼례행사가 거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18) 이광수, 『인도에서 온 허황후, 그 만들어진 신화』, 푸른역사, 2017, 20면.
19) 이광수, 『인도에서 온 허황후, 그 만들어진 신화』, 푸른역사, 2017, 58면.
20) 일연/ 최광식, 『읽기 쉬운 삼국유사』, 고려대학교 출판원, 2015, 171-172면.
21) 고운기, 『신화 리더십을 말하다』, 현암사, 2012, 258면.
22) 일연/ 최광식(2015), 『읽기 쉬운 삼국유사』, 고려대학교출판원, 175면.
23) 일연/ 최광식(2015), 『읽기 쉬운 삼국유사』, 고려대학교출판원,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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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특별한 신화전략을 보여준다”24)고 논의한 바가 있다. 왕의 배필에 관한 하늘의 계시에
상호대응하여 허황옥의 부모는 꿈에 하늘의 명을 받고 허황옥을 가락국으로 보내게 된다. 이
꿈속의 계시자는 결국 수로대왕을 구지봉에 강림케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주체와 동일 대상으
로 파악된다.
저는 본래 아유타국의 공주인데,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이고 나이는 16세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금년 5월 중에 부왕이 황후와 더불어 말씀하기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젯밤 꿈에 똑
같이 황천상제를 뵈었는데, 황천상제가 가락국 원군 수로는 하늘에서 내려 보내어 왕위에 오르
게 하였으니, 신성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또 새로 나라
를 다스리나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어 짝을 삼게 하라고 하였는
데,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갔다. 잠을 깬 후에도 상제의 말이 아직 귀에 맴돌았다. 너는 이
제 곧 우리와 작별하고 그에게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허황옥은 황천상제의 명에 따라 가락국으로 건너왔고, 수로의 배필로서 가락국을 세우는 일
에 조력하였다. 이를 통해 수로대왕과 허황옥은 가락국을 세우는 일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들만의 신성성을 보장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수로왕이 임했던 구지봉은 구지가를 부르는 의례를 통해 이미 신성한 공간으로 마련되고,
왕이 좌정할 거룩한 공간으로 확보된다. 그리하여 허황옥이 배에서 내린 후, 비단바지를 벗어
그곳 산신령에게 폐백을 드렸다는 것은 그곳을 특별한 곳, 세상과는 단절된 구별된 공간으로
바라봤다는 것을 상징한다.25) 이는 그녀가 신성 공간으로 편입되는 통과의례였음을 알 수 있
다.
그 과정에서 험난한 바다를 건넌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으로 강인한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부각시켜 그녀의 신성성 전략
을 구사한 것”26)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가락국기」 와 연계되는 바다의 거친 풍랑을 잠재웠

다는 <금관성 파사석탑>27)은 불법적 주술력을 가진 신이한 신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요
24) 표정옥(2012), 「아름다움의 서사를 활용한 기이함과 신성성의 기호학적 소통 구조 연구- 『삼국유사』
속 여성의 기술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31집, 기호학연구.
25) 망산도에서 이주의례 후 허황옥은 육지에 올라 언덕에서 쉬며 비단바지인 능고를 벗어 그것을 폐백
으로 삼이 산령에게 바쳤다. 이는 토속신에게 절을 올림으로써 다시 한 번 이주의례를 치렀다고 볼
수 있고 수로왕을 만나기에 앞서 성인의례 또는 혼인의례를 행했다고 볼 수 있다. ‘연오랑세오녀’에서
와 마찬가지로 비단은 신성성을 드러내는 징표이다. 이는 비단이 당시에 선진문물이었기에 가능한 일
이었다. 수평으로 내림하는 여신들은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신들과 달리 처음부터 신성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신들은 공히 비단을 통해 그 신성성을 확보한다. 이는 비단이 지닌 신적인 능력을
지닌 이가 아니면 지니거나 만들 수 없는 보물이라 인식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신화적 모티프이다. 여
자가 바지를 입는 민족은 지구상에 많다. 중국의 한족 여인들도 바지를 입는데, 처녀와 유부녀의 구
분이 없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처녀들만 바지(kameei) 위에 원피스(salwal)를 입다가 초경(初經)이 지
나 성숙한 여인이 되면 자타이(satai)라는 저고리에 파바다(pavadai)라는 긴 치마로 바꾸어 입는 것이
전통이다. 그러니까 허황옥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는 행위는 미혼녀의 생활을 청산하고 결혼하려는
인도식 통과의례로 해석된다.(http://blog.daum.net/kelim/15717887에서 차용)
26) 표정옥, 「아름다움의 서사를 활용한 기이함과 신성성의 기호학적 소통 구조 연구- 『삼국유사』 속 여
성의 기술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31집, 기호학연구, 2012, 257-262면.
27) 「금관성파사석탑」은 『삼국유사』 권제3, <탑상제4>에 실려있다. “금관 호계사의 파사석탑은 옛날 이
읍이 금관국일 때, 세조 수로왕(42-199)의 부인인 허황후 황옥이 동한 건무(建武) 무신(48)에 서역 아
유타국에서 실어온 것이다. 처음에 공주가 부모의 명을 받들어 바다를 건너 장차 동쪽으로 가려다가
파도신의 노여움을 만나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부왕에게 아뢰니 부왕이 이 탑을 싣고 가라고 하였
다. 이내 바다를 건너는 데 이로움을 얻어 금관국 남쪽 해안에 정박하였는데, 배는 붉은 비단 돛과
붉은 깃발과 주옥으로 아름다움이 있었다.”(일연/ 최광식, 『읽기 쉬운 삼국유사』, 고려대학교 출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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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다. 그리하여 “파사석탑의 숭배 위에서 허황옥 설화는 확장되었다”28)고 전해진다. 그녀가
가락국으로 가져온 “각종 비단과 의복, 금, 은, 주옥과 각종 구슬과 보배로운 기물” 또한 그녀
에게 고귀한 분위기를 확보해주는 신화적 요소로 기능한다.
그러나 「가락국기」에 허황옥의 여성상과 직접 관련된 것은 김수로대왕이 허황옥을 “현숙(賢
淑)하다”고 묘사하는 부분과 그녀가 죽은 이후에 “왕후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던 은혜를
잊지 않고자 하여” 구절에서 드러날 뿐이다.
정리하면 신화시대에 제왕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신성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로대왕과 허황옥의 신성은 신이한 음성과 꿈으로 등장하는 신이한 주체로부터 발현되는 특
수한 절차를 밝게 되므로 더욱 그 신성은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머문 공간은 하늘의
뜻이 풀어지는 거룩한 공간이며, 그들은 그곳에 합하는 구별된 존재로 자리매김 되어 신성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허황옥의 이러한 신화적 인물로서의 신성한 요소들과 미미하지만 그녀의
성품이 드러나는 이야기가 결합되어 오늘날 창작되는 작품들에서 허황옥의 확장된 여성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그녀의 리더십으로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3. 현대적 변용에 나타난 리더십 - 모성의 표출과 세계구원
가락국의 제의 때 불려졌던 건국신화는 오랜 시간 동안 사멸되지 않고 전승되고 있다. 지금
은 아동의 독서물로 자리 잡았으며, 그 전승 과정에서 원전은 줄어들기도 하고 부차적 요소들
의 개입으로 서사의 장대한 분량을 확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허황옥을 주인공으로 한
현대작품들은 원전을 ‘옮긴 것’을 넘어서 작자의 창의에 의해 현대물로 변용되었다.29)
“현대적으로의 변용이란 신성하게 믿어지던 공동체의 신화가 현대인의 사유로 부정된다는
것이다. 자연히 훗날의 작품들은 원시고대인들의 사유방식을 허구라고 바라보며 개연성을 입
힌다는 의미를 말한다. 이는 원전과는 달라진 서사의 흐름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하다.”30)
리치는 신화를 ‘현재의 사회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거의 사건들에 관
한 성스러운 이야기’라는 의미로 사용한다.31) 오늘날 김수로와 허황옥에 대한 종교적 의례가
문화행사로 복원되어 가락국기 서사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있으나 문화 콘텐츠화된 상품
을 의례와 신화에서 친밀성을 찾고자 하는 일련의 스토리텔링은 성스러운 이야기로까지 나아
갈 수 없는 한계를 분명 가지게 된다. 그것의 결과로 앞으로도 김수로 대왕과 허황옥의 이야
기는 허구화된 또다른 서사들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수로 대왕은 대중화되어 이
전 서사의 관습적 틀 속에서 숱한 신화적 주인공으로 살아있었지만 허황옥은 아직도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그녀 중심의 작품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허황옥의 신성은 하늘의 계시와 꿈의 현몽, 김수로 대왕에 대한 신성관념을 바탕으로 이루
어졌고, 시공간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현대서사의 주인공으로 형상화되었을
때는 이러한 세계의 신성적 요소는 감소되고, 그녀가 갖는 신화적 이미지는 현대사회가 요구

28)
29)
30)
31)

2015, 218면)
이광수, 『인도에서 온 허황후, 그 만들어진 신화』, 푸른역사, 2017, 76면.
조성숙, 앞의 논문, 9면.
조성숙, 앞의 논문, 9면.
에드먼드 리치/ 신인철, 『성서의 구조인류학』, 한길사, 2017, 2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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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미지로 전복되거나 변용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것을 연구자는 ‘허황옥이 갖는 리
더십’으로 바라보았다.
김 정의 『허황옥, 가야를 품다』에 등장하는 라뜨나(허황옥)는 아유타국을 탐하던 월지족과의
정략결혼을 피해 부모를 떠나게 되었다. 그들은 아유타국을 돕기 위해 한나라에서 상단을 꾸
렸다. 그러나 그녀와 일행은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다시 떠돌아야 했다. 그들은 거친
바다를 건너 가야에 도착하였다. 그녀는 이방인이라는 냉대를 참고 가야 백성들의 어머니로
자리잡기까지 뚜렷한 역할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가야 백성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다.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었고, 병자들은 악취를 풍기며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그들의 집에는 먹을
거리가 없었다. 라뜨나의 눈에 눈물이 핑돌았다.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구나. 우리의 침술로 병자들을 돌보자.”
“공주님, 가야 사람들을 다 돌볼 수는 없사옵니다.”
“하는 데까지 해 봐야지. 저 모습을 보고서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중략)……
라뜨나는 움집에서 보았던 병들고 외로운 노인과 배고파 우는 아이, 그리고 찬 바닷바람을 맞으
며 온종일 조개와 굴을 채취하는 아낙네들의 팍팍한 삶이 안타까웠다. 한 끼 먹을 음식을 마련하
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허황옥, 가야를 품다』, 105-107)

라뜨나는 백성들을 돌보는 강하고 현명한 어머니상으로 서사되고 있다. 그녀는 생활고에 시
달리는 아녀자들을 한곳에 모아 공동작업장을 꾸렸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녀의 생각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리더십의 원동력이 되었다.
정지영은 리더란 “다른 사람을 움직여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32)이라고 넓게 정의하고 있다.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곧 그 공동체의 리더이다. 리더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자여야 한다.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 라뜨나
는 가난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역병과 기아에 시달리는 주변
을 둘러볼 줄 아는, 마음 씀씀이가 깊고 따뜻한 여성상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모른 척하다니?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와 살아온 세월이 얼마냐? 그대는
말을 해도 어찌 그리하는가!”(200)
……(중략)……
며칠 사이에 확연하게 병자가 줄어들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는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라뜨나가 사는 곳이면 어디라도 아낙네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그네들은 라뜨나의 손을 잡고 절
을 하며 고마워했다.
“오라버니, 병자들이 제대로 먹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구휼미를 풀기는 합니다만 그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진 곡물을 나눠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리하자꾸나.”
락슈마나가 하인들을 불러 곡물 창고를 활짝 열게 했다. 역병은 나았으나 굶주림으로 몸이 회복되
지 않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라뜨나의 집으로 몰려왔다. 사람들의 입에서 저절로 가야의 어머니

32) 정지영, 「가부장제 역사와 여성 리더의 흔적」, 『여성주의 리더십, 새로운 길 찾기』,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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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칭송하는 소리가 나왔다.(221-222)

라뜨나는 가부장제가 일방적으로 부과한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갖는 모성을 뛰어넘고 있다.
“모성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는 평화 · 보살핌 · 나눔”33)이다. 그런 점에서 라뜨나의 리더십
은 모성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조건 없는 희생과 포용, 무한한 인내를 감수하는 라뜨나의
보살핌의 행위는 강요당하지 않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모성의 가치들이 추구되고 있다. 또한
라뜨나가 가난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돌봄을 통한 감성적 리더십을
보여주어 백성들의 공감을 획득한 것은 사람을 중시하는 관계지향적 여성 리더십이다.
라뜨나는 자신의 일행을 끝까지 경계하고 가야에서 쫒아내고자 하는 아도간과의 갈등을 침
착하게 잘 풀어냈다. 그녀는 진심을 다해 가야 백성을 돌보고 예민하고 불같은 성미를 가진
아도간의 딸, 아지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라뜨나는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한 여성이 갖는
가치적 특성 중 ‘유대’라는 공통분모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34)
라뜨나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유대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야를 사
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이성적인 사회적 유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녀는 분노를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된 통합과 포용의 리더이다.
라뜨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도간 족장도 따라 일어섰다.
“수로왕께 가지 않고 족장에게 온 이유를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스스로 진정 가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결정하세요. 권력 때문에 나라를 좀먹게 할 것인지 아니면 검은 손들을 뿌
리치고 나라를 위해 당당하게 살 것인지 말입니다. 수로왕께 족장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용서
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로왕께 직접 밝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가야의 수로대왕
과 아도간 족장간의 일, 가야 내부의 사정이니까요. 하나 우리한테 모든 증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뜨나는 아도간 족장을 날선 눈으로 쏘아보았다. 아도간 족장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
다.
“내부의 분열이 나라를 망치는 길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상단은 가야의 적이 아닙니다. 아
도간 족장님, 우리 아유타인들이 가야를 사랑하고 수로대왕님을 마음속 깊이 존경한다는 것도 믿
어 주기 바랍니다.”
할 말을 끝낸 라뜨나는 아도간 족장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230)

아도간의 극도의 간사함에 대응하는 라뜨나의 당당함은 주변과의 관계 설정에 침착했고, 통
찰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평등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상상력과 이념이 그 어떤 부정적
힘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개진될 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힘을 실어주는 관계
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리더십은 주변인들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가 성찰될 때 라
뜨나처럼 그 빛을 발휘한다. 잘못을 무조건 수용하는 어머니는 왜곡된 자녀를 기르게 되지만
훈계와 보상을 적절하게 하는 지혜로운 어머니는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거리 조절에 성공
할 수 있다. 따라서 라뜨나의 주변을 꿰뚫는 통찰은 어머니로서의 가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조절하고 공감한다는 점에서 라뜨나의
33) 정지영, 「한국 가부장제의 역사와 모성」,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리더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151면. 정지영은 이 글에서 모성을 여성 리더십의 자원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
라도 그 이전에 넘어야 할 오랜 역사와 문화적 장벽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4) 김광웅(『미즈 프레지던트』, 2012)은 “클라인, 콜레트, 아렌트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여성의 가치적 특
성은 첫째 유대, 둘째 희열로서의 사유, 셋째 시간에 대한 이해 등이라고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한
다”고 전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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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처리 방법은 훨씬 모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라뜨나의 모성성 발휘와 통찰을 통한 유대감 형성은 이방인이 갖는 낯설음에 대한 배척을 뛰
어넘어 타자와의 관계 형성에 스스로를 발견하고 할 일을 펼쳐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
다.
라뜨나는 한나라에서처럼 처음부터 시작해 보리라 다짐하며 마음을 강하게 다잡았다.
“가야 여인의 옷을 가져오너라.”
라드나의 명에 곁에 있던 아므리타가 손을 내저었다.
“공주님까지 나가실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야,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는데 힘을 합쳐야지.”(73)
……(중략)……
“대왕마마, 소녀 나이 열여섯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이옵니다. 교역 경험 또한 많사
옵니다. 열 살 때 고향을 떠나 오라버니와 함께 상단을 꾸려보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교
역하였사옵니다. 한나라에서 이곳 가야로 오는 뱃길 또한 견디었습니다. 여인이라 안 된다는 것은
닫힌 생각이옵니다.”
수로왕은 자신의 열정과 의지를 씩씩하게 말하는 라뜨나를 잠시 넋을 잃은 듯 바라보았다.(148)

라뜨나는 수로대왕에게 종속된 삶을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질서에 자신의 이방성을 꿰맞추
기 위하여 주춤거리지도 않는다. 가야국의 공동체로부터 타자화된 존재로 지속되는 것을 두려
워하거나 그것이 상처가 되어 감정적으로 매몰되지 않았다. 왜국의 섬세한 솜씨와 신발이 없
이 생활하는 그들의 문화를 세밀히 보고 왜국과의 교역물품을 개발하여 이윤을 남기는 창의성
과 자신감이 그녀에게는 있었다. 그녀로부터 융합적 사고를 하는 창조적 리더십을 읽어낼 수
있다. 그녀는 두려움에 맞서 왜국과의 교역을 당당히 개척했고, 그녀의 딸, 묘견과 같은 자신
의 다음 세대들이 큰 꿈을 성취하도록 기반을 잡아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라뜨나는 공동체에
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성과 상상력이 뛰어난 리더이다.
라뜨나는 가야 백성들로부터 ‘가야의 어머니’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낯선 이방 여인으로서
주변적 존재였던 그녀는 가야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 · 문화적 관습
에 토대를 둔 사유능력은 곧 모성적 사유로 기능하여 생명의 원천과 비밀을 다룰 줄 아는 존
재로 상징되었다. 신화의 대모신처럼 “우주 만물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모
성 의지의 발현”35)이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제 속에서 더욱 강조된 가치가 모성이었고, 이것
이 사회 구조에 이용되는 모순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아유타국 공주로서의 질서를 버
리고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여 당차게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지위를 가락국의
공동체 회복에 힘쓴 그녀를 진실된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허황옥 서사’의 변용 의미
“수많은 사회에서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성에게 억압적이다. 그것은 모성적 활동을 자녀의
안녕을 위해 건강, 쾌락, 야망과 같은 어머니의 희생을 불필요하리 만큼 과도하게 요구하는
소모적인 정체성으로 정의한다.”36) 또한 ‘모성의 경험은 그것이 존재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35) 최원오, 「모성의 문화에 대한 신화적 담론: 모성의 기원과 원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집, 한
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193면.
36) 사라러딕/ 이혜정, 『모성적 사유』, 철학과 현실사, 2002, 75-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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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화 · 미화되고 신화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의 실제적인 내용과 다른 모습으로 구성되고 이
해된다. 모성이 근대사회의 산물임을 상기해 볼 때, 사회적 관계망과 제도화를 벗어난 이해가
가능한가’37)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역할이 지독한 열정적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고, 자녀가 안겨주는 기쁨에 의
해 어머니의 희생이 상쇄되는 것을 볼 때 백성을 보살피는 일에 전념하는 라뜨나(허황옥)의
여성상은 그것이 그녀의 왕후로서의 사회적 지위보다 우선순위인 것처럼 비쳐짐으로써 백성들
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된다. 이는 라뜨나의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인간의 생활 차원에
서 내적인 아름다움의 면모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 모성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라뜨나의 모성적 리더십 활동은 더욱 부각되고, 그녀는 모성적 관행에 친숙한 이미지로 형상
화되었다.
실제로 모성은 그동안 신화적 포장 속에서 은폐되어온 여성억압의 중심에 있었으므로 리더
십과 연관 지어 논한다는 점에서 의아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의 본능적 모성애를 강조하
는 모성의 본질주의적 접근만큼이나, 여성억압의 기제라는 인식 속에서 모성을 거부하는 것도
모성과 관련된 여성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오류를 가져오게 한다.38)
라뜨나를 주체로 한 오늘날의 현대적 변용 서사는 새로운 모성으로서의 경험을 부각시키고
라뜨나의 낯설음이 가져다주는 성스러움은 현대적 작품에서 리더십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화
속 허황옥은 낯선 땅에 내려 먼저 제사를 지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일반인들이 시어른들에게
첫인사를 드리는 것을 폐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허황옥의 이러한 형용은 이방인이 주는 낯
설음을 해소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라뜨나의 의례 또한 경계인으로서의 불안을 줄이고 가
락국과의 관계적 시초를 맺는 신화적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의 신화와 습속에서 중간적 상태(경계적 영역)는 성스러운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고,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9)
불확실성은 불안감을 낳는다. 따라서 가능한 한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통과하려면 문턱을 넘어야 한다. 문턱은 양다리를 걸친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곳
이고 불확실성의 상태이다. 불확실성의 상태에서는 역할이 혼돈되고 심지어는 역전된다. 따라서 경
계선에 놓이면 혼돈된 역할 때문에 통상 터부에 둘러싸이게 된다.40)

통과의례에서 의례자는 먼저 대립되는 두 항 중 기존의 상태, 기존의 지위에서 분리되고,
이어 의례자는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주변적 상태에 놓여지며, 마침내 대립되는 두 항 중
새로운 상태, 새로운 지위로 통합된다.41) 구간과 가락국 사람들은 라뜨나를 불완전한 타자로
자리매김하여 기존의 질서로부터 분리시키고 주변인으로 머물게 하였지만 여성이 가진 부드러
움과 세밀한 통찰 능력으로 그녀는 사회적 인정에 이르게 되었다.
라뜨나는 수로대왕을 보호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더 부각될 수도 있었다. 남성이
었다면 또다른 정치적 이미지로 드러났을 것이지만 그녀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모성과 쉽게 결
부될 수 있었을 것이다.

37)
38)
39)
40)
41)

양민석, 『글로벌 시민사회의 나눔 가치와 여성리더십』,
양민석, 『글로벌 시민사회의 나눔 가치와 여성리더십』,
에드먼드 리치/ 신인철, 『성서의 구조인류학』, 한길사,
에드먼드 리치/ 신인철, 『성서의 구조인류학』, 한길사,
에드먼드 리치/ 신인철, 『성서의 구조인류학』,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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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술정보, 2012, 21면.
한국학술정보, 2012, 22면.
2017, pp. 34-35.
2017, p. 35.
2017, p. 35.

하미드 박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산제이가 마지 못해 고개를 돌렸고 라뜨나의 얼굴은
굳어졌다.
‘산제이가 내 마음을 모르다니. 가야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
들의 마음으로 참아야 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수로왕의 마음은 어디 있겠는가. 헐벗고 굶주리고 병
든 자들을 돌보는 것이 지금 이 가야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고 가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일
것이다. 또한 수로왕의 마음을 얻는 일인 것을.’
라뜨나는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산제이가 야속했다.(201)

모성이 갖는 이타심과 끊임없는 헌신과 사랑이 표출됨으로써 라뜨나의 생각과 행동은 모성
적 사유의 관행으로 읽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라뜨나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을 더 깊이 독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공동체의 안녕을 구하
며 국가의 안위와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한계에 매이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리더는 현대 사회가 갈망하는 리더상이다. 따라서 모성적 사유능력은 남성 리더에게
나 여성 리더 모두에게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이다.
백성들을 곤고한 처지로부터 구원해 내고자 하는 고민과 그에 따른 창의적 발상과 실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리더 구분 없이 모성의 의지가 내재되어야 한다. 백성의 삶을
품고 그들의 생활이 전복되도록 노력하는 고민의 과정에 모성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는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다.
모성적 활동을 “보살핌 노동”이라는 보다 더 일반적인 범주 아래로 포섭시킬 것을 주장해오
는 사람들도 있다.(사라러딕, 101) 그러나 보살피고 헌신하는 것이 어머니 역할의 핵심이라면
(102) 돌봄의 역할 안에 공동체를 향한 열정과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돌봄은
책임성, 신뢰, 의지를 함축하며 타인의 상태에 대해 윤리적 중요성을 담지하므로 그 자체로서
여성주의 리더들에게 주요 사회자본이 될 수 있다. 사회 전체에 돌봄 정신과 시민성이 확산된
다면 그 사회에 속한 개개인이나 집단들이 커다란 노력 없이도 소통과 갈등해결, 그리고 진정
한 ‘발전’의 기반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조형)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다.42)
한편, 다양화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때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작
은 영역에서도 리더십이 발휘되고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즐거움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오늘날 기대한다. 리더는 기본적으로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여 새로운 변화를 일
궈내야 한다. 라뜨나가 보여준 경제와 교역에 대한 참신한 발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밑
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을 해치고 개인의 이익과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리더적 자질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굳센 의지와 통찰로부터 이
루어진다는 것을 라뜨나를 통해 알 수 있다.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통찰은 사회가 요구하는 페르소나를 잘 내면화하였기에 가능하다. 라
뜨나는 아유타국 공주로서의 페르소나를 잊지 않았고, 자신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발견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방인으로서의 낯섬은 팽창된 페르소나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성장하는 동안 가정과 사회에서의 교육, 인간관계 등
을 통해 형성되며, 사회 안에서 개인은 페르소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게 된
다.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은 생활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
으며, 따라서 자기 주변 세계와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고유한 심리구조와 사
회적 요구 간의 타협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43) 결국 이것은 공동체 속에 드러나는 리더로서의 면모라고 할 수 있다.
42) 윤혜린 외, 『여성주의 리더십, 새로운 길 찾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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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가락국기」 원전과 후대의 변용된 작품들은 김수로 신화와 허황옥 신화로 구성된다는 공통
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앞선 연구와 달리 「가락국기」가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되면서
나타난 허황옥의 여성상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가락국기」의 새로운 연구 방향이라고 할 수 있
다.
분명 신화 속의 허황옥과 현대작에 변용된 것과 변용되지 않은 모습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허황옥의 여성상은 다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새로운 논의의 본 연구는 앞으로 「가락국기」
신화의 원전을 재창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신화 속의 허왕후의 리더십에 의
거해 문화컨텐츠 영역에서 새로운 리더적 모델로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오늘날은 본 논문이
재창작의 기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허황옥 신화가 가락국이라는 제목 아래 수록되어 있으므로 자연히 가락국을 건국한 김수로
대왕에게 연구의 관심을 나타냈다. 따라서 신화의 어머니 여신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여성학자
들 및 생태론자들의 주장에 걸맞게 위기에 놓인 자연과 인간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여성상의
출현에 늘 목말라 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자연히 허황옥의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형상화되기
전 그녀만의 여성상의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허황옥 신화에서 허황옥은 자신의 삶에 주체적 결단을 가지고 소신 있게 행동한다. 황옥은
전통적 어머니 역할에 매몰되지 않고 고정관념에 고착되지 않음을 통해 모성의 일반화되고 전
형적인 모성 양상을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대 여성의 모델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자각적 자아로서의 성장은 오늘날 여성 각자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기제가 될 것
이다. 이는 분열된 여성의 심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사로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 여성의 가치는 어떠한 모습일 때 찾을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허황옥(라뜨나)의 리더적
여성상은 남성 입장의 시각에서, 또는 여성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거리가 될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 따라서 라뜨나의 주변 상황에 대한 대처와 미래적 비전, 공감 능력과 포용력은 새로운
여성상의 발굴과 실현에 공적으로 사적으로 실마리를 지원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43)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3p21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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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적 특성으로 본 『축제』 고찰
강준수 (안양대학교)

Ⅰ. 서

론

이청준이 추구하는 문학적 핵심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이청준의 작품에는 굴
곡진 현대사의 잔상들이 시대별로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1965년 「퇴원」으로 등단한
이래로 각 시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제들이 그의 작품들 속에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다양
한 주제들을 관통하는 주제들 가운데, 좌절감과 죽음을 들 수 있다.
『축제』라는 작품 속에는 죽음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작가는 지속적으로 과거를 현재로 끄
집어내어 새롭게 재편성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재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청준
은 『축제』에서 87세인 어머니의 죽음을 소재로 하면서도 단순한 슬픔에 빠져들기보다는 ‘이준
섭’이라는 작중인물을 내세워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청준의 실제 가족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구성원의 설정에 있어서는 다소 차
이가 있다. 예를 들어, 그의 누이는 실제로 두 명이지만 작품 속에서는 한 명으로 설정되어
있고, 작품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핵심 인물인 이복조카인 용순은 실제 인물이 아닌 것이
다. 용순은 작품 속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극적 긴장감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청준은 『축제』에서 작가로 설정된 이준섭이라는 인물이 임권택 감독을 암시하는 임 감독
에게 1인칭으로 서술하는 편지 내용과 3인칭 화자로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는 구성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청준이 이 작품에서 이준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임 감
독에게 편지를 보내는 횟수는 총 7차례이며, 임 감독에 대한 당부의 글이면서 동시에 독자를
염두에 두고 서술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글에서 굳이 제3자 시점의 화자를 내세운 것은 1인칭 시점이 당시의 제 감정과 실제 정황에서
더 충실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자식으로서 제 어머니의 일을 직접 말하기가 매우 어색하고 송구
스러울 뿐 아니라, 심정적으로 훨씬 노인의 일을 미화하고 과장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섭니다. 1인
칭보다는 3인칭 시점의 객관적 진술 형식으로 그 폐해를 줄여보자는 의도에서지요. 그렇더라도 때로
‘준섭’의 시점과 자식으로서의 제 심정적 시점에 혼동을 빚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감독님께서
는 그 점 늘 감안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1)

이와 같이, 이청준은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작품 속에서 재현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
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객관성 유지의 노력은 이 작품에서 준섭이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호칭하는 점에서도 파악된다. 그리고 준섭은 이 작품에서 축제의 특성이
지니고 있는 갈등과 화합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용순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확보
하고 있다.
작가는 용순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진입하지 못한 채, 주변에
머물고만 용순이에게 장례식이라는 한시적 시공간 속에서 축제의 특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고향집의 질서체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집을 나갔던 용순
이가 노인의 죽음을 계기로 축제의 공간에 진입하였고, 그곳에서 그녀는 가족들과의 마찰과
1) 이청준, 『축제』,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pp. 29-30. 이후 페이지 수만 기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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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장례가 진행되는 공간 내에서 만큼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노인의 장
례준비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장례절차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권위 파괴, 갈등과 대립의 해
소, 그리고

새로운 의미와 질서가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하일 바흐친(Mikhail M.

Bakhtin)의 카니발리즘과 연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물론 이 작품에서 초반에 이청준은 어
머니의 죽음을 소재로 한 가운데, 임 감독이 제안한 ‘축제’라고 하는 제목이 과연 맞는 것인지
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나 가족의 질서를 유지시켜주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발설하지 못했던 다양한 속내들을 거침없이 제시
하면서 자유로움을 경험한다. 이것은 장례식이라는 의식적 공간 속에서 어머니에게 할 수 없
었던 금기들을 과감하게 부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놀이적 유희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카
니발적인 전복적 측면과도 연결된다.
기본적으로 카니발은 축제 및 제식과 같은 의례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것은
죽은 자를 위로하고, 살아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긍정성을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 이
청준의 『축제』에서 죽음을 통한 삶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는 것과 일치되는
지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축제』라는 작품이 지니고 있는 카니발적 요소들을 연계시키
면서 이 작품의 전개과정과 축제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Ⅱ. 『축제』에 재현된 카니발적 특성
2.1 카니발 이론
이청준은 『축제』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시키면서 구심적 역할을 했던
어머니의 죽음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작품 속 어머니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혼란과 무질
서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에 금기시되었던 어머니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는 해방구
로서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매개물이 되고 있다. 이것은 질서의 파괴를 통한 혼란과 함께 민중
들에게 긴장 해소를 통한 “해방구로서의 기능”(Bakhtin 257)을 수행하는 카니발적 요소와 연
결성을 갖는다.
이러한 바흐친의 카니발리즘은 국가적 가치체계를 지향하는 중심부적 언어양상과 그것을 비
평, 조롱 및 패러디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해체와 이탈을 시도하는 언어양상과의 대립을 통해
서 새로운 언어체계를 유지 및 발전시킨다는 “이어성(heteroglossia) 이론”(Elmer 70)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어성 이론은 카니발을 구체적으로 재현시키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탈적 언어형태는 기존의 가치체계와 질서체계를 부정하고 파괴시키면서
기존의 권위를 흔들기 때문이다. 바흐친이 제시하는 카니발적인 웃음은 기존의 권위 및 질서
를 무너뜨리는 탈중심적 양상 속에서 획득되는 것이다. 바흐친은 『대화적 상상력:

네 편의

에세이』(The Dialogic Imagination: Four Essays)에서 기존의 질서체계 및 가치체계 양상을
공식적 문화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질서체계를 허물고 전복시키고자 하는 양상을 “민중적인 문
화”(Bakhtin 263)라고 파악하였다.
카니발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것은 민중들이 경험하는 유쾌함과 웃음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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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서 카니발은 진지함이나 논리성보다는 유쾌함과 상대성의 원리에 충실한 삶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본래 카니발은 중세 및 르네상스 시대에 활발하게 구체화된 개념으로
서 기존의 가치관과는 다른 독특함을 지닌 것이었다. 바흐친은 『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문제』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에서 이러한 축제적인 영역을 활용하여 축제적인 문학
으로서 네 가지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바흐친이 밝히고 있는 네 가지 특성은 친숙함(familiarization), 기이함(eccentricity), 혼합
및 공존(mixed & coexistence), 그리고 신성모독 및 외설적 특성(blasphemy & obscenity)
을 들 수 있다(Bakhtin 47-269). 신성모독 및 외설적 특성은 “성스러움 및 속됨이나 고귀함
및 천박성”(김욱동 240)이 서로 혼합되어 융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카니발을 토대로 구
현되는 축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된 계층 및 민중들이 축제 기간 동안 중심부에 진
입하여 계층과 인종을 초월한 집단적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카니발(carnival)은 사육제(謝肉祭)라는 뜻이고, 이태리어인 ‘canevale’에서 파생된 것으로
‘carne(고기)’와 ‘vale(작별)’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육류 섭취를 금하는 의미로서 절제와 금
욕의 사순절 전에 마음껏 먹고 마시는 자유의 시간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진인혜, 2006). 이
러한 용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축제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카니발의 유래와 관련된 어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우선 ‘배 마차’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라틴어 ‘carrus navalis’에서 기원한 것으로 로마에서 정화 의식으로 활
용되던 배에서 기원한다는 것과 라틴어 ‘carnem levare’라고 하는 ‘고기를 사양하다’라는 기
원설, 그리고 고기(caro)+배불리먹다(Valens)라는 단어의 결합이라는 것이다(최형락, 1999).
<

순서
1
2
3

어원
carrus navalis
carnem levare
cargo+Valens

1> 카니발의 어원

내용
로마에서 정화의식에서 사용되던 ‘carrus navalis’라고 하는 배의 이름에서
기원했다.
‘고기를 사양한다’라고 하는 ‘carnem levare’ 단어에서 기원했다.
cargo(고기)+Valens(배불리 먹다)의 합성어이다.

: 연구자 작성

여러 형태의 단어들이 축제와 연관성을 지니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단순히 축제가 제
의적인 측면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이나 놀이문화와 깊이 관여되어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중세시대에는 정월의 초하루가 되면 ‘바보제(the feast of fools)’라고
하는 명절 풍습이 진행되었다. 이 풍습이 진행되는 날에는 평상시 엄숙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
었던 사제들 및 마을 연장자들도 각자의 가면을 착용한 채, 거리에서 스스럼없이 사람들과 어
울려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목청껏 민요를 부르는 사람, 술에 취해 마냥 흥겨워 하는 사람, 풍자와 조소를 퍼붓고 돌아다니는 사람으
로 세상이 발칵 뒤집힌다. 말단의 사람들도 얼굴에 물감칠을 하고 상사들의 예복을 걸치고 거리를 활보하
고 교회나 궁정의 예식을 흉내 내며 조롱하기도 한다. 때로는 악질 관료, 가짜 왕, 어린이 주교 등을 선출
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고 풍자적 모의 미사를 집전하기도 한다. 이 기간 중에는 풍속이나 관례를 아무
리 조롱해도 상관없으며 국가 고위 관료들을 대상을 한 야유도 용납된다. (CoX, 1973, p. 11)

이러한 풍습이 지향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확립된 질서 체계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통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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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된 시공간 속에서 질서의 파괴를 경험하면서 다가 올 미래의 시간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정은, 2005). 이러한 풍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자들의 창조성이 발현된 것을 제의적인 형식을 갖추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축제가 진행되는 공간 내에서는 성, 지위 체계가 뒤바
뀐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고, 현실의 가치체계와는 별개의 제의적 측면에서 파악된다.
축제의 공간과 한정된 시간 속에서 경험되는 집단의 자유로움, 해방감, 그리고 결속감은 기
존의 질서 및 가치체계와는 다른 공동체적 공감과 소통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적 경험은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을 도모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카니발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

1> 멕시코 ‘죽은 자의 날(Dia de los Muertos)’ 페스티벌

: https://blog.naver.com/lsw7002/30140867386

죽은 자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축제가 진행되는 멕시코의 ‘죽은 자의 날’은
멕시코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이다. 이 축제는 10월 30일 시작해서 11월 2일까지 개최되
며 무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대는 관광객들이나 묘지 바깥 축제장에서 하얀 회칠을 한 채
즐거움을 만끽하는 아이들의 흥겨움 속에서 죽음이 축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멕시코의 이 축제 공간 내에서 인간은 기존에 자신에게 부여된 표면적인 것들이 모두 상실되
는 의례적인 죽음을 경험하면서 “신성성”(Leach, 1971)이 부여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인간은 확보된 신성성을 통해서 현실로부터 잠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이
러한 관계설정은 동등함을 토대로 서로 간에 교감 및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이다. 인간이 상호
간의 친밀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춤이 제공되며, 이러한 행위는 고대 원시사회에서
진행되었던 신성한 의식과 연결되는 것이다.
<표 2> 카니발의 특성

순서
1
2
3

기능
신성성의 공간
대립과 전복의
공간
통합의 공간

출처: 연구자 작성

내용
인간은 의례적 행위를 통해서 기존의 질서 및 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신성성을 확보한다.
카니발적 공간에 참여한 인간들은 기존질서체계를 토대로 갈등과 대립을 경험하면서
전복적인 상황을 창출해내고자 한다.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한 반발과 대립 관계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통합적인
관계로 이어진다.

요한 호이징가(Johan Huizinga)는 음악이나 춤과 같은 놀이적 행위는 생산적인 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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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는 현실적 시각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에도 오히려 현실적인 생산성 향상
을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고 언급한다(류정아, 2003). 다시 말해서, 축제가 진
행되는 가운데, 경험된 집단적인 연대감, 동질성, 그리고 교감과 같은 상호 소통의 경험은 현
실에 대한 창조성과 긍정성이 내포된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2.2 신성성의 공간
기억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노인에게 현실의 모습은 낯선 모습일 뿐이다. 현실을
낯선 것으로 인식하면서 과거의 기억으로 빠져드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인 외동댁이나 집은
어색한 풍경일 수밖에 없다. 시어머니의 가는 세월과 함께 50대 중반이 된 외동댁은 틈만 나
면 사라지는 시어머니인 노인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헌 자전거를 구입하여 들밭 길을 찾아다
니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렇게 노인을 찾아 데리고 와서, 이곳이 우리 집이요. 내가 엄니 며느리요, 아무리 설명하
고 안심을 시켜도 노인의 망념은 깨어날 줄 몰랐다. 누가? 댁네가? 난 댁네가 첨 보는 사람 겉은디?
잠시 긴가 민가 생각을 망설이는 기색뿐, 이내 고집스럽게 머리를 내저으며 텅 빈 눈길을 멀리 외면
해버리곤 하였다. -아녀, 여기는 우리 집이 아녀!
그리고 다시 틈만 나면 옛날 살던 집들과 그 시절 사람들을 찾아 소리 소문 없이 모습이 사라지
고 마는 것이었다. 그야 현재라는 시간대가 없는 노인에겐 그 현재의 집도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다. (9)

며느리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외동댁은 노인의 과거 기억 속에 존재하는
인물로 자신을 설명하면서 노인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 작품의 서술
자인 ‘이준섭’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어머니를 노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어머니와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작가이기도 한 준섭은 어머니를 소재로 동화도 집필하였지만 아이들을 위한 동화 속에서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그러나 성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 속에서 제시
될 현실의 안타까운 어머니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그는 “민망함과 죄스러움”(10)을
느끼고 있다.
다름 아니라, 이후 준섭은 그 고향과 어머니 곁으로는 영영 돌아가질 못하고 만 것이다. 그 막막하고
곤핍스런 당신의 노년살이 방편을 함께 찾아보고자 더러더러 며칠씩의 짧은 고향길과 작은 뒷바라지
보살핌 정도는 있어 왔어도, 그 고향을 떠날 때의 결심과 이후의 다짐은 끝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기나긴 기다림이 끝나고 그의 어머니가 이승의 삶을 마감해간 이날에 그는 뒤늦게
당신을 처음 찾아가고 있는 듯한 무겁고 황량스런 심회에 젖어들고 있는 것이다. (39)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준섭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고향집은 태초에
인간의 원초적 근원인 죽음이라고 하는 공간에 진입하면서 신성한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

2> 영화 <축제>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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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lhj2749/220334845293

노인의 죽음은 한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가친척들과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슬픔을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장례 의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신성한 의식을 수행하는 참여자가 된다.
이때부터 하나 둘씩 일찍 사립을 들어서기 시작한 동네 친척 아이들과 이웃 태영이 동팔이 추 씨 같
은 사람들이 준섭과 밤을 새우다시피 한 새말을 중심으로 각자가 할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나눠 맡
아준 때문이었다. 누구는 음식과 제물거리 장을 봐 오고, 누구누구는 제반 상구와 빈소를 마련하는
일을 맡고, 누구는 손님을 맞아 인내하고 대접하는 일을 맡고…… (119-120)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수행하는 의식은 장례의 공간을 신성한 공간으로
유지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의식 절차 수행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장례
식에 참석하여 부조금을 내고, 분향을 하면서 상주와 인사를 나누고 접대 음식을 먹으며 돌아
가신 사람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죽음의 신성함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신성한 분위기는 엄숙함뿐만 아니라, 활기참이 공존하면서 삶과 죽음의 양면적인 모습을
대변해주기도 한다.
성 영감의 아들 동팔과 태영은 윷판을 벌리면서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활기 넘치는 공
간을 연출해내고 있다(88). 또한 작가는 죽은 노인이 다시 어렴풋한 의식을 회복하는 해프닝
을 연출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삶과 죽음의 모호한 경계를 인식하도록 이끌어 낸다.
새 술상을 보자 태영은 금세 윷판 일을 버려두고 화단가 멍석 쪽으로 준섭을 이끌었다. 그리고 자신
이 먼저 그 상 앞으로 풀썩 주저않으며 큰 소리로 외쳐댔다.
“자, 이도 다 어르신 은덕 아니가. 새말이랑 저 사람들 인자 눈알들이 시뻘개져서 개평 한푼 내놓을
위인들이 아니니, 윷 안 노는 사람들은 헛 구경하지 말고 이리 와서 축하 술 타작들이나 하자고.”
“기왕지사 이렇게 축하 잔치가 되고 말 줄 알았으면 모른 척하고 동네 소까지 한 마리 때려 엎어버
릴 걸 그랬제?” (89)

어머니의 죽음 소식에 여러 개의 화환들이 도착하고, 헛 문상객들은 어지럽게 술판을 벌이
고, 윷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규격화된 현실의 가치체계와는 다른 무질서와 혼돈이 이어지
는 낯설고 신성한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죽음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제의식은 인간의 보편적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원형(原型) 이미
지”(곽광수 77)로서 각자 내면에 근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청준은 작품 속에서 ‘축
제’가 지니고 있는 신성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 전통의 유교적 세계관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보듯이 우리 조상들이 신으로 숭앙 받고 대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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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우리 조상들은 죽어서 가족신이 되는 것이다. 그처럼 우리가 말하는 유교적 개념이 효라는
것은 조상이 살아 있을 때는 생활의 계율을 이루고, 조상이 죽어서는 종교적 차원의 의식 규범을 이
룬다. 제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죽어 신이 되어간 조상들에 대한 종교적 효의 형식인 셈이고, 장례식
은 그 현세적 공경의 대상이었던 조상을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유교적 방식의 이전의식,
즉 등신의식인 셈이다. (267)

또한 죽음이란 것은 또 다른 생명탄생을 위한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생성과 소멸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속적은 단일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과정으로서 매우 신성한 의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통
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장례 의식은 이승의 삶을 다한 고인이 저승의 삶을 영위하고, 어느 순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윤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노인의 육신이 담긴
관이 땅 속에 묻히기 전 새말이 가족들에게 저승으로 가시는 할머니에게 바치고 싶은 정표를
넣어드릴 것을 재촉하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그냥 보지들만 말고 할머니 가시는 길에 정표를 바치고 싶은 것이 있거든 지금 관 속에 넣어드리
고.” (185)

새말의 이러한 언급에 준섭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이란 사실을 깨달으면서 가슴 아파 한다.
왜냐하면, 그는 노인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이 여기며 아끼던 은비녀가 떠올랐으나 행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외동댁이 일방적으로 노인의 머리를 짧게 깎아버림으로써 은비녀를 사
용할 수 없게 되었을 당시 노인은 너무나 서운해 했던 물건이었다.
가족들 중 누구도 제대로 된 정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방을 나갔던 외동댁이 숨겨두
었던 은비녀를 깨끗이 손을 보고 흰 백지에 정성스럽게 말아서 노인의 짧은 머리 한쪽에 가지
런히 놓아드리면서 저승으로 향하는 노인의 여정이 시작된다. 노인의 노제가 시작되면서 상여
꾼과 동네사람들에게 대접할 음식이 준비되는 가운데, 동네 어른들은 노인의 마지막 가는 길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허기사 저승에서도 그냥 쉬고만 앉아 계실 어른은 아니신께. 인자 이승 식구들의 일은 준섭이 자네
로 해서 이만큼 단속이 되었으니, 저승엘 가시면 저승 식구들 모아 돏모시느라 영일이 없으실 게
여……” (274)

이와 같이, 격식을 갖추어 장례의식을 엄숙하게 치루는 것은 영혼의 불멸성을 신봉하면서
조상의 혼이 후손들을 잘 돌보아줄 것이라는 조상에 대한 숭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병찬 18).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생명 탄생의 신성성”(캠벨 400)은 초자연적 힘
을 지닌 영웅의 전설이 탄생의 순간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단순히 사라짐이 아니라, 또 다른 공간으로의 여정이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
는 신성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3 대립과 전복의 공간
죽은 줄만 알았던 노인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자 먼 거리에 사는 함평쪽 둘째
딸과 직장을 오래 비울 수 없는 타향살이 아이들과 이웃들은 각자의 집으로 길을 떠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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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머니를 중심으로 남아 있는 식구들이 윗목으로 빙 둘러앉아서 그 동안 서로 간에 보
이지 않는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광주 큰시누이가 어머니의 곡기를 한 번 더 시켜드리
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문을 터뜨리는 순간 오랜 시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셔왔던 외동댁
의 불만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또 곡기를요? 그러다 엄니가 다시 펄펄 힘이 나서 일어나시먼 그때는 큰딸이 언제까장이나 여기 곁
에 남아서 뒷감당을 책임져 주실라요?”
그러다간 또 제풀에 다시,
“그야, 엄니가 정말로 다시 일어나실 수만 있음사 백번이라도 그리합시다. 그러다 아직 저렇게 기력
이 허하신 양반한테 외려 해가되시지 않을랑가 걱정이 되요마는……”
앞뒤가 생판 다른 걱정기를 덧붙였다. (91)

외동댁은 큰시누이의 말에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면서 타박을 주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치매
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셔온 자식으로서의 연민을 느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친자식들이
치매 걸린 노인을 모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며느리로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외
동댁은 원망과 회한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며느리인 외동댁에게 어머니를
맡겨왔던 준섭 내외나 늙은 시누이들은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큰시누이는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직접 모시지 못한 죄책감과 마지막 가시는 마당에 자식으
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곡기 문제를 꺼낸 것이었다. 큰시누이는 그 과정에
서 어머니가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시면 외동댁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과 어머니가 그리
오래 살수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한다. 이러한 큰시누이의 언급은 외동댁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성님, 그거 지금 나한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랑가요? 성님이 나를 어찌게 보고 계시길래요. 며
느리 자식이지만 나도 지금까지 궃은일 안 좋은 일 죽자 살자 수십 년을 당신과 함께해온 한집안 자
식이란 말이라. 그런디 성님은 지금……” (93)

외동댁은 노골적으로 큰시누이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방안의 분위기는 냉랭함
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둘째 며느리가 녹두죽을 만들어서 노인의 닫혀 있는 입술
로 흘려

보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놓인 큰시누이는 외동댁에게 고마움

과 미안함을 드러내면서 분위기를 반등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연장시키려는 듯, 큰시누이는 육이오와 관련된 노인의 과거를 소환시키고
있다. 그 당시 동네회관에서는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반동지주로 몰리게 된 이경만(준
섭의 숙항叔行)의 처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큰시누이는 노인이 종갓댁 어른이기도 한 이
경만을 어린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주는 의연함 이면에 가족들을 불안
하게 만든 것에 대한 한탄 섞인 푸념을 내뱉고 있는 것이다.
노인은 결국 불안에 떨고 있는 아이들의 눈길을 외면한 채 그를 말없이 부엌 지하실로 인도했다. 그
리고 그 위를 숨죽은 짚다발과 마른 섶나무 가지들로 가지런히 덮어 놓고, 자신은 안방 문앞 마루께
에 웬 맷돌짝을 안고 앉아 깜깜한 어둠 속에 말린 겉보리를 타기 시작했다. (97)

이경민이 부유하지만 평소 가까이 지내는 관계도 아닌 상황에서 덕을 볼 상황도 아니었기에
노인의 그러한 행동은 아이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무모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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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야기를 꺼낸 큰시누이의 의도는 단순히 푸념이나 비난이라기보
다는 당당하고 의연한 어머니의 생명이 좀 길어지더라도 잘 모셔달라는 당부의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어머니의 의연한 성격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푸념 섞인 말투에 외동댁도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한다. 쫓기고 있던 동네
청년이 한 밤중에 자고 있는 노인의 이불 속으로 뛰어들어 왔지만 의연함을 잃지 않고, 뒤따
라온 사람들로부터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일촉즉발의 상황에 관한 것이다. 큰시누이도 외동댁
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어진 질서체계에 대한 반목을 시도하고 있
다.
“그럴 것이네, 우리 엄니 그런 성품은 옛날 아부지가 살아 계셨을 때부터도, 아부지도 이따금 혀를
내두르셨을 정도였은께. 그런께 그 일제 시절 끝말엔……” (101)

어머니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평소 하지 못했던 금기시되던 일화들이 가족들의 입을 통해
서 언급되고 어머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위엄과 질서체
계에 대한 반기를 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큰시누이와 외동댁은 과거 시절 노인의
대단한 성정과 관련한 일화들을 제시하면서 방안 분위기는 지난 시절 엄두를 못 냈던 노인에
대한 성토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친자식과 며느리와 관계를 넘어서 큰시누이와 외동댁은 상호 간에 공감대
를 이루면서 연대감을 경험한다. 외동댁은 대단한 성정을 가진 노인이기에 자식들도 모시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오랜 시간 모시고 산 것에 힘들었던 사정에 대해서 준섭의 아내인 은지
네에게 토로하고 있다.
“서운하고 정머리가 떨어지게 하신 일이 많다마다, 자네한테는 늘 손주딸 한가지로, 저만치 내서거라
싫은 얼굴 한번 하신걸 못 봤네만, 지난날 내가 엄니한테 서운했던 일을 다 말한다믄……” (103)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있는 공간에서 가족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성토는 계
속 이어지면서 어머니로 대변되는 기존의 질서체계에 대한 전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
인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면서 이웃들은 모두 떠나갔고, 가족들 사이의 대립 및 갈등이
증폭되었다. 특히, 가족들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큰누이가 끄집어낸 용순이란
인물은 외동댁과 준섭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존재였다(109).
결국, 노인이 깨어 난지 하루 만에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고향집은 문상객들의 방문
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큰누이가 끄집어낸 인물인 용순이가 등장한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
림과 짙은 입술 화장에 색안경까지 끼고 요란스럽게 등장하면서 화려한 축제의 이미지와 부합
되는 인물이다. 또한 그녀는 가족들 사이의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을 촉발시키고 본격적인 축제
의 서막을 알리는 인물이다.

<

3> 영화 <축제>에서 갈등을 겪는 인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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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순이란 인물은 노인을 제외한 준섭, 외동댁 및 자식들과 같이 많은 가족들과 갈등을 겪는
다. 그녀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촉발시키면서 고향집을 축제의 특성인 무질서와 혼돈의 상
태로 이끌어 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용순은 이 작품이 축제의 이미지와 심상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외동댁의 남편이자 준섭의 형이
죽기 전 밖에서 술집 여자를 통해서 낳아 데리고 온 아이였다.
용순의 아버지인 원일 부는 집안의 전 재산을 사업 명목으로 다 처분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
다가 용순을 두고 헛간에서 맹독성 농약을 통째로 들이마시고 목숨을 끊은 인물이었다. 아비
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용순은 노인의 손에 이끌려 가족들과 잠시
생활하지만 적응하지 못한 채, 집을 떠나버린 인물이었다. 그녀가 고향집을 다시 찾게 된 것
은 외동댁과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끔찍이 아껴주었던 노인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었
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던 용순이 고향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녀는 준섭에
게 도전적인 어조로 말문을 연다.
“그렇게 너무 힘들고 슬픈 표정 지으실 거 없잖아요. 삼촌이 덕이 많아 상갓집이 온통 잔칫집 분위
긴데요. 뭐.”
준섭은 새삼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안경 벗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없었다. 준섭에
게 대놓고 그런 식으로 당돌한 비양거림을 입에 담을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이름만
들어도 여러 사람의 심사를 아프고 불편스럽게 해 올 아이, 그래서 전날 밤도 그의 큰누이와 외동댁
이 그 거북스런 침묵 속에 문득 노인의 긴 회고담을 끝내게 했던 아이―, 홀연 그 용순이 돌아가신
혼령의 부름이라도 받은 듯 오래전에 버리고 간 제 할머니의 집 사립을 제 발로 찾아 들어와 눈앞에
버티고 서있는 것이었다. (132)

외동댁은 일부러 용순을 모른 체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그
녀는 고향집에 도착하고 난 이후, 어린 시절 알고 지냈던 이웃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외동댁의 딸이자 용순의 손위 뻘인 형자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용순을 향해서 매섭게 쏘아붙이기 시작한다.
“호호, 이거 참 귀한 손님 오셨구만이! 지가 한번 싫다고 지 발로 집을 나간 것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다시 이 집에 발길을 디밀어?”
하고 보니 나이만 한 살 아래일 뿐 출생의 내력이나 살아온 길이 서로 다른 데다 옛날 묵은 감정까
지 아직 시퍼런 용순이 그것을 조용힌 참고 넘어갈리 없었다.
“왜 내가 못 올 데를 왔냐? 내가 잘나빠진 이 집 사람들 보러 온 줄 아냔 말야. 내가 내 불쌍한 할
머니 마지막 저승길 보내드리러 왔는데, 왜 니가 나서 까불어!”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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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람의 아귀다툼은 단순한 말다툼으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었고, 이 집 식구들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순은 축제가 끝나는 순
간까지 이 집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할 인물이다. 축제의 공간은 모두가 평등하며, 현실적 관계
를 넘어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지대이기 때문이다. 용순이 축제를 이끌어 가는 인물이란
점은 그녀의 행적에서도 나타난다. 저녁 무렵 형자는 용순의 행적에 대해서 분을 못 이기면서
성깔을 부려대는 대목에서 축제를 이끌어 가는 인물임이 드러난다.
“고모님들, 이래도 내가 아까 용순이 그년한티 괜한 시비를 건 것이요? 용순이 그것이 지금 글씨 서
울서 문상 온 작은아부지 친구분들하고 회진서 어울려서 노래방까지 갔다고 안 하요. 그것이 할머니
상 치르자고 온 년의 행짜냔 말이요.” (147)

이와 같이, 용순은 고향집을 무질서와 난장판으로 이끌어 가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지
속적으로 생성해내는 인물이다. 용순은 노인의 상여를 인도해 갈 최 영감에게 술을
많이 먹여서 인사불성을 만들어 놓고 있다. 결국, 소리꾼을 대신한 새말의 소리를 통
해서 초경놀이가 진행된다. 이러한 무질서한 장례 분위기는 가족들 사이의 대립적인
관계와 함께 축제의 가치를 획득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2.4 통합의 공간
용순은 고향집을 휘젓고 다니지만 그 누구도 제지를 하지 못한다. 집안 식구들 중 아무도
용순을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애써 외면하지만 준섭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용순에
게 자신의 옆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한다. 그러나 용순은 그런 준섭의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한
다.
“저는 나가겠어요. 이 집에 어디 제가 맘 편하게 앉아 지낼 자리나 남아 있나요. 나가서 제가 끌고
온 차 속에서 잘 거예요. 전 이 집식구들 말은 상관을 안 해요. 제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제가 들
어오고 싶으면 들어와요. 전 이 집 식구가 아니라 할머니의 손주로 할머니의 장례식을 보러 온 거니
까요.” (173)

현실의 세계에서 용순은 고향집에 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인의 죽음을 계기로 축제
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서 용순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고향집에서의 질서체계에 대
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자신의 의지로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용순에게 고향
집과 식구들은 거부하고 싶은 공간이지만 축제가 진행되는 만큼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공
간으로 전환된 것이다.
제의적인 공간에서 갈등과 대립은 하나로 통합되면서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엘
리아데 62)로 나아가게 된다. 이 작품은 이러한 축제의 특성을 재현해내기 위한 노력의 흔적
이 엿보인다. 작가는 이 작품과 축제의 연결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였고, 그것은 작품 속
감독에게 “눈물”이란 시를 편지에 보낸 내용에서 알 수 있다.
그것은 감독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사실은 이 시를 감독님께 보여드린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
습니다. 이 시가 제게 왠지 자꾸 감독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영화의 제목 ‘축제’의 의미를 생각하게
했거든요. 물론 확연한 의미가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말들에는 아직도 정확하게 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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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있으시더라, 몸에는 몸으로 갇혀 있으시더라, 거기에는 완벽한 감옥이 있더라- 같은 대목에서, 죽
음이란 걸 그 말과 육신의 힘든 자기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같은 것으로 생각해본 때문인지도 모릅니
다. 아니면 보다 깊은 무엇, 삶의 궁극이나 그 완성 같은 것…… 그건 물론 제가 치른 장례 절차 중
에도 자주 느꼈던 것입니다만, 물론 그런 것 때문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장례의 ‘축제’적
의미가 제게도 그만큼 심각했던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265-66)

이청준은 축제와 장례의 연결성을 찾기 위한 깊은 고민을 하였고, 조상이 죽어서 가족의 신
이 되는 종교적 형식의 효로서 “신앙의 대상으로 수행되는 장례의식”(266)을 축제의 한 형태
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죽음을 맞이한 망자는 이러한 장례 의식을 치루는 과정에서 갖고
의 신이 되면서 남은 가족들은 슬픔이 아닌 기쁨 속에서 망자를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인식 속에는 불교적 의미의 “윤회와 환생”(267)의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은 축제가 지니고 있는 죽음과 새로운 생명력의 탄생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인 용순은 처음 등장하는
순간부터 준섭을 비롯한 가족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 작품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외동댁을 중심으로 한 식구들은 예외라고 하더라도 용순이 처음부터 준섭에게 냉랭하고 날
선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었다. 한 때 용순은 어린 시절 고향집에서 적응하지 못한 채, 준섭
만을 의지하며 서울로 할머니를 대동하고 찾아간 적이 있었다. 당시 준섭의 상황에서 용순을
거둘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고, 이후 용순은 준섭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냉냉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노인의 옷을 벗겨 몸을 씻겨 내려가고
있는 동안 외동댁은 용순의 출입을 넌지시 제지 하지만 그녀는 방을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
이를 지켜보던 준섭은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용순을 가족의 일원으로 넌지
시 수용하고 있다.
“비록 모두가 함께 나서서 씻기고 입혀드리지는 못하지만, 매형과 내가 지금 그것을 대신하고 있으
니 모두들 마음으로나마 이 일을 함께하고 있어야 할 줄 안다. 다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머님을 경
건하고 정성스럽게 모시도록 하자……”
당부에 이어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용순을 향해, 속으론 외동댁 쪽을 겨냥하며 몇 마디 더 덧붙
였다.
“그리고…… 용순인 그냥 여기 함께 있는 게 좋겠다. 네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너는 할머니의 핏
줄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일족이다. 하지만 이건 용순이 너를 위해서보다도 할머니를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마라. 이유야 어쨌건 네가 오랫동안 할머니나 우리와 함게 지내오지 못한 건 사
실이고, 할머니께서는 그래 늘 그 일을 가슴 아파하시며 너를 끝끝내 기다리고 계신 것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181)

나지막하면서도 단호한 준섭의 어조에 심기가 불편한 외동댁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용순도 어설프게 비아냥대긴 했지만 그 이상 시비를 걸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준섭, 외동댁,
그리고 용순은 힘을 합하여 노인의 수의를 정성껏 입혀드리고 있다.
그렇게 셋은 이제 말이 없는 가운데서도 서로 마음을 합해 한겹한겹 노인의 몸을 움직여가며 요람
속에 다시 감싸듯 당신의 저승길 옷을 입히고, 마지막으로 버선과 고운 꽃 신발을 신기고 모자를 씌
어드리는 데까지 일사불란 숙연하게 일을 모두 끝냈다. (184)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노인을 관 속으로 옮긴 후 준섭은 가족들에게 저승으로 가는 할머
니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하라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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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화 <축제>에서 관을 땅에 묻기 위한 장면

: https://blog.naver.com/shukjm/120186208210

순간 용순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면서 자신의 볼을 노인의 볼
에 비벼대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할머니의 죽음은 축제의 공간에 용순이가 존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이 순간만큼은 고향집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연대감을 경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감정이 쌓여있던 용순은 집안 가족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준섭에게 투영시켰고, 은지네는 용순을 향해서 삼촌인 준섭이 쓴 책은 치매증을 앓으셨던 할
머니와 온 집안 가족들의 이야기란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다(261). 가족들 사이
에 쌓여있던 갈등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노인의 관을 짊어진 상여꾼들의 운구가 시작
되면서 갈등, 혼란, 그리고 흥겨움이 뒤섞인 축제의 공간을 구축해나간다.
-노다 가세. 노다 가세. 오늘 안 놀면 언제 노나……
상여꾼들은 이제 그 집안사람들의 불화를 모른 척 싸덮어 넘어 가주려는 듯 흥겨운 노랫가락까지 떠
지르며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준섭은 그 귀가 멍멍해해오는 소란통 속에 노인의 혼령을 지키듯 당신의 영좌를 향해 다시 묵상을
계속해나갔다. (261-62)

오랜 세월동안 치매에 걸린 노인을 모시면서 모진 세월을 보냈던 외동댁은 발인을 하는 날
슬픔을 애써 참아가면서 노인이 떠나가는 길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고, 용순이도 별다른 소
동을 부리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의식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상이 거두어지고, 상여꾼들이
노인의 영구를 옮기려는 순간 외동댁은 구슬픈 목소리로 곡소리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외동댁
의 한 맺힌 목소리에는 노인과 보낸 지난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장혜림 기자는 가족들의 화합을 위한 선물로 사진
촬영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가족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용순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담
겨 있는 것이었다.
“그래라. 그렇게 한쪽 가상이로 빼꼼히 붙어 서지 말고 그 한 가운데, 니 자애롭고 인정 많은 큰엄
니 곁으로. 너는 속이 어쩔랑가 모르겄다만, 너를 빼놓고 이런 사진을 찍었다간 돌아가신 할머님이
다시 벌떡 일어나 쫓아 내려오실지도 모른께……” (286)

장혜림은 장례 기간 동안 용순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지니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이해
하게 되었고, 가족들과 용순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족사진 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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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한 것이었다. 이러한 장혜림 기자의 마음은 그녀가 준섭을 향해서 “사람들은 흔히들 사진
에 찍혀서 나오는 것만 보지만, 선생님은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의 마음도 소중히 읽어줘야 한
다는 걸 아시는 분 아녜요.”(284)라고 언급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장혜림 기
자의 가족사진 촬영은 용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인간이 축제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기본 방식은 왁자지껄함과 흥겨운 분위기라고 할 수 있
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청준의 『축제』는 표면적으로는 제목의 적합성에 대해서 회의감
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이 작품 속 배경은 어머니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침통함과 비극적인 분위기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 이청준은 인간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많은 아픔과 좌절, 그리고 갈등의 문제를 어머니
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의적 형식 속에서 신성성을 확보하고 있다.
작가는 어머니라고 하는 이미지와 고향집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인물들에게 신화적 공간을
부여해준다. 이 작품에서 어머니의 죽음은 뿔뿔이 흩어져있던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여들게 되
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 속에서 가족들과 이웃들은 어머니와 자신들이 관
련된 경험과 추억들을 소환한다. 그리고 작가는 이러한 제의적 공간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논쟁 속에서 어머니와 관련해서 금기시되어왔던 내용들의 표출을 이끌어 낸다.
이것은 작품 속 인물들의 갈등과 대립적인 측면들을 서로 간의 공통된 소재인 어머니와의
추억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해내는 시간이다. 축제라는 것은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고,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공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작품에 드러난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집단적 갈등 및 화해의 과정은 축제의 본질적 의미와
연결되는 것이다.
작가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집단적 제의 공간을 확보하여 기존의 질서 속에
서 경험하고 있던 대립과 갈등의 요소를 소통과 공감으로 이끌어 내면서 서로 간에 아픔을 치
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청준은 어
머니와 고향집이라는 신화적 공간을 확보하면서 집단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화적 공간은 모든 인간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해소를 경험할 수 있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가족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살아왔던 용순이 요란한 옷차림을 하고서
고향집을 방문하게 된 것은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이다. 용순은 초반에 고향집 사람들과 지
속적인 시비와 마찰을 일으키는 존재이다. 그러나 용순은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향집을
방문하게 되고, 가족들과 대립과 마찰을 겪었던 용순이 준섭이 노인을 주인공으로 서술한 동
화책을 통해서 좀 더 가족들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 간의 이해는 고향집의 공간이 죽
은 자와의 이별을 통해서 가족들 사이의 새로운 결속과 이해를 경험할 수 있는 공존의 공간으
로 전환되면서 진정한 축제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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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적 특성으로 본 축제 고찰>에 대한 토론문

최선경(가톨릭대학교)

<카니발적 특성으로 본 d축제v 고찰>은 이청준의 소설 <축제>가 지니고 있는 카니발적 요
소들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발표자는 축제에 재현된 카니발적 특성을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에
근거하여 크게 세 가지로 즉 신성성의 공간, 대립과 전복의 공간, 통합의 공간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제시하셨습니다. 본 발표를 통해 소설 <축제>에 나타난 카니발적 특성이

잘 드러

났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과 논자의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
코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이 소설이 카니발적 특성을 지니는 것인가 아니면 소설에서 다루
고 있는 한국의 장례의식이 카니발적 특성을 지니는 것인가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장례의식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특성으로 하며 고인을 중심으
로 소원했던 사람들이 모여 한 데 어울리며 망자를 기억하는 소통의 장이자 난장, 축제의 장
입니다. 따라서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되는 장례의식의 카니발성이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
상화된 방식을 작품의 서사구조, 등장인물, 작품의 수사, 시, 공간적 특성과 함께 보다 정치하
게 분석하면 좋을 듯합니다. 작품의 카니발적 요소를 드러내는 것에 더하여 전체 작품 안에서
그것의 의미와 기능을 함께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그랬을 때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된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창출이며, 장례의례가 산 자와 죽은 자가 어우러지
는 한바탕 축제라는 작품의 메시지가 보다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3장에서 다룬 카니발로서의 ‘대립과 전복’이 가지는 의미가 보충되면 어떨까 합니
다. 발표문에는 죽음을 앞둔 어머니에 대한 가족들의 성토와 인물 간의 갈등이 어머니로 대변
되는 기존 질서체계에 대한 전복이라고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복이 동화와 이해로 이
어지는 과정이자 지점이라는 설명이 보충되면 좋을 듯합니다. 카니발은 기존 질서의 전복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공간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카니발은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극이
서로서로 만나고, 상대방 속에서 자신을 보고, 서로서로를 되비춰 주고, 서로서로를 알고 이해
하는 과정을 통해 조화로운 통일점을 지향해 나가는 것”(바흐친)입니다. 즉 카니발에서의 전복
은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합일점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자 상호 동화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2장에서 분석된 대립과 전복의 이러한 함의를 보충 서술해주신다면 3장 ‘통
합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논지 전개도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앞

장에서 발표자께서는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을 소개하면서 ‘해방구로서의 기능’, ‘이어성’, ‘웃
음의 미학’ 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발표에서는 ‘이어성’, ‘웃음’ 등에 근거한 분석은 시도하
지 않으셨습니다. 논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작품에서 ‘웃음’, ‘언어’의 문제들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웃음은 특히 장례의 장을 떠들썩한 축제와 생산의 장으로 바꾸고
감정의 정화를 통한 승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이들에 대한 분석도 보충된다
면 작품의 의미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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