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위선과 기만, 그리고 문학과 종교

◈ 일시: 2020년 1월 9일(목) 9:30 ~ 18:00
◈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프라임관 201호, 203호, 303호
◈ 주최: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 주관: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20년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여러 회원 선생님들과 2020년 겨울학술대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
니다. 새해 첫 주를 보내고 여러 일로 분주하실 때 개최된 학술대회에 기꺼이 참여하셔서 문
학과 종교의 학문적 만남의 자리를 빛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이십여
편의 논문과 논평, 그리고 회원 선생님들의 토론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고 진심으로 교류하는
우리 한국문학과종교학회의 전통이 더욱 확고해지리라 믿습니다.
학술대회 장소를 준비해주신 박소진 학술부회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숙명여대
는 우리나라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곳에서 오
늘 마음껏 학문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나아가 시선의 지평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2020년 겨울학술대회의 기획주제는 "위선과 기만, 그리고 문학과 종교"입니다. 문학과
종교는 오랜 세월 치열하게 인간의 위선과 기만의 문제에 대면해왔습니다. 문학작품들은 인간
의 위선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때로는 희화화하고 풍자하며, 때로
는 깊이 파고들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면 어디
든지 그렇겠습니다만, 종교에도 위선과 기만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계의 여러
종교들은 부단히 인간의 위선과 기만을 지적하고 거부해왔습니다. 예수는 당대의 지식인들이
라 할 수 있을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이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며 엄하게 꾸
짖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브라흐민들이 주도한 형식적인 제사만능주의를 거부하고 정직하게 자
기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 학술대회가, 이렇게 문학과 종교가 주목해
온 주제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학문적 향연의 자리이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우리 각
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조강연에 서울대학교 서영채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것은 우리 학회에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
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서영채 선생님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문체, 그리고 치밀한 비평 논리로
우리나라의 평단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90년대 이후 이어진 한국 문단의 평론 침체기
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셨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 위선의 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통
찰력을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문학과 종교에 대한 훌륭한 연구 결과물들로 인해, 그리고 문학과 종교
를 진지하게 공부하는 동료 연구자들로 인해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제14대 회장 유요한 올림

◈ 학술대회 일정표
일정

시간

등록

9:30~10:00

개회식

휴식

10:00~10:15
(15분)

장소

내용

사
201호

회: 박소진(숙명여대, 학술부회장)

개회사: 유요한(서울대, 학회장)
축

사: 장영은(숙명여대 문과대학장)

10:15~10:30
(15분)
이광수 문학에서 ‘진정’의 위치
발표: 유건수(서울대) / 토론: 김경은(서울대)

1분과(국문학)

심연 위 ‘아슬아슬한 다리’에서 펼쳐진 부단한
투쟁의 기록 –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사회: 최선경

자서전>에 대하여

(가톨릭대)

발표: 홍기돈(가톨릭대) /
토론: 박성애(서울시립대)

201호
황석우 시 연구
발표: 김한성(숙명여대) /
토론: 홍주영(공군사관학교)

제1세션

10:30~12:20

발표

(110분)

Haunted and Hunted by Religious Capitalism:
Mad Max and Co-operative Redemption
2분과(영문학)
사회: 김치헌
(서강대,
총무부회장)

발표: 이희구(중원대) / 토론: 방인식(금오공대)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에 나타난 청교도적
운명의 비극적 재현
발표: 강준수(안양대) / 토론: 노동욱(삼육대)
궁정풍 사랑의 문학에 등장하는 ‘레이디’(Lady)

203호

연구: 이상화된 모습과 현실적 실체의 괴리를
중심으로
발표: 이현주(감신대) / 토론: 임성욱(연세대)
트랜스휴머니즘과 기독교의 영생

3분과(종교/

발표: 김영원(서울대) / 토론: 방원일(서울대)

철학)
무한을 말하기: 레비나스 타자 현상학으로 본
사회: 이재환

문학의 윤리성

(가천대)

발표: 박욱주(연세대) / 토론: 임인구(연세대)

종교체험과 ‘역설(paradox)’: 세속적 신비주의의
303호

체험 보고를 중심으로
발표: 성해영(서울대, 대외협력부회장) /
토론: 방원일(서울대)

점심식사

기조강연

휴식

12:20~13:30

인근 식당

(70분)

“더함”

13:30~14:30
(60분)

사회: 최선경(가톨릭대)
201호

강연: 서영채(서울대)
문학연구가 생산하는 지식

14:30~14:40
(10분)
말라르메와 김구용의 ‘반수신’ 비교 연구 –
인류의 위선에 대한 두 태도
발표: 오주리(가톨릭관동대) /
1분과(국문학)

토론: 김정현(전북대)
신성성(神聖性)을 향한 감각적 갈등 양상:

사회: 송인화
(한세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를 중심으로
발표: 김남희(가톨릭대) /
토론: 이경희(이화여대)

201호
상처입은 모성과 그 종교적 의미로의 확장
가능성 – 구효서의 소설 《명두》를 중심으로
발표: 박종무(호원대) / 토론: 김종만(서강대)
시에 나타난 예언자적 언어의 시적 상상력
제2세션

14:40~16:30

발표

(110분)

발표: 김성현(서울과기대) /
2분과(영문학)

토론: 김치헌(서강대)
라깡, 지젝, 케보이?: 파우스투스의 욕망과

사회: 박소진
(숙명여대,
학술부회장)
203호

죽음의 의미
발표: 김현주(중원대) /
토론: 이준의(대전보건대)
예수의 비유 속에 나타난 세계 시민 의식
발표: 김병선(가톨릭관동대) /
토론: 노동욱(삼육대)
위선과 기만 그리고 ‘고백’하는 주체들 –

3분과(종교/
철학)

고백이 드러내는 관계맺기의 규범화 양상들
발표: 이성근(서울대) / 토론: 이지환(공사)

사회: 김영원

사회적 정의를 위한 한국 개신교-가톨릭의

(서울대)

연대: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1976~1989)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김민아(인천대) / 토론: 최연정(서울대)
303호

자기기만의 종교경험과 구원
발표: 김진숙(서울대) / 토론: 이재환(가천대)

휴식

16:30~16:40
(10분)
1분과(국문학)

손창섭의 대중성 연구
발표: 곽상인(서울시립대) /

사회: 홍주영
(공군사관)
201호

2분과(영문학)

토론: 김민수(서울대)
박완서 소설 <배반의 여름>에 나타나는 기만적
서술방법과 위선적 행위 연구
발표: 박해랑(서원대) / 토론: 김재건(서울대)
영국의 호주 선교를 통한 식민화 정책: 『피터
캐리의 오스카와 루신다』

제3세션

16:40~17:50

사회: 노동욱

발표

(70분)

(삼육대)

발표: 박선화(건국대) / 토론: 박소진(숙명여대)
헤밍웨이 작품을 통해 본 위선과 기만

203호

발표: 정신희(한남대) / 토론: 윤수현(경상대)

3분과

‘시’와 ‘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僞)전기:

(세계문학)

게오르기 이바노프의 회상록을 중심으로
발표: 박선영(충북대) / 토론: 김민아(서울대)

사회: 김경완
(숭실대)
레스코프 『성직자들』 에 나타난 ‘고요’의 미학
303호
연구윤리
교육 및

17:50~18:00

폐회식

(10분)

201호

발표: 신봉주(충북대) / 토론: 최진석(서울대)

진행: 유요한(서울대, 학회장)

◈ 기타 안내
1. 저녁 6시 이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석해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2. 저녁식사 이후 이사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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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문학에서 ‘진정’의 위치
유건수(서울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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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죽음으로 남기는 진정 : 유서
4. 복음서 서사 다시 쓰기로서의 『흙』
5. 나오며

1. 들어가며
춘원 이광수(1892~1950)의 종교적 편력이 그의 글쓰기에 남긴 영향은 종종 주목되어 왔다.
유교로부터 시작하여 천도교, 기독교, 불교로 이어지는 이광수의 종교적 편력은 그가 여러 종
교를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거부할 수 있었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탐구되었다.1) 『재생』,
『사랑』, 『원효대사』 등의 작품에서 특정 작품과 종교의 관계를 묻던 초기 연구로부터 그의 논
설로부터 특정 종교로 국한되지 않는 종교적 사고가 끼친 영향을 다룬 비교적 근래의 연구들
까지 수행되었고. 그 결과 개인적 차원의 도덕이 민족 혹은 세계라는 사회적 차원으로 ‘도약’
하는 과정에 이광수의 종교적 사고가 개입되어 있음이 구명되었다.2)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
에 힘입어, 이 글은 이광수 문학에서 주목되었던 내면적 인간 또는 진정성 지향이 종교와 어
떻게 결부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광수 자신이 거짓 없음을 지향하는 “진리주의”와 그
진리를 방해하는 모든 외부적 요인을 거부할 용기를 예수가 가르치고자 한 정수로 보았다는
점에서 특히 이광수의 기독교 이해와 진정성 지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3)
진정성과 기독교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광수의 『흙』(《東亞日報》, 1932~1933)을 농촌계몽소
설과는 다른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게 된다. 『흙』은 1931년부터 《동아일보》가 주도했던 브나
로드 운동의 관련성 속에서 이기영의 『고향』(1933-1934), 심훈의 『상록수』와 더불어 1930년
대 농촌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읽혔다. 그러나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광수의 『흙』
은 도시-지식인의 관점에서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책도 관념적이라는 한계 때문에
농촌의 현실을 핍진하게 그려내지 못하며, 농촌-농민의 가능성에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4) 이러한 비판은 『흙』을 농촌의 현실을 ‘핍진하게’ 그려야하는 사실지향적인
소설로 읽을 때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소설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핍진하지 못
함과 허술함을 다른 방식으로 읽어낼 수는 없을까. 달리 말하자면, 이 글은 과연 『흙』은 농촌
소설이었는가를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신광철, 「이광수 기독교 비평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1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이정심, 「이광수의 종교 사상」,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 석사학위 논문, 2002.
2) 박슬기, 「이광수의 개조론과 기독교 윤리」, 『한국현대문학연구』, 35, 한국현대문학회, 2011.
3) 이광수, 「世界四聖傳」, 『三千里』, 9권 1호, 1937.1.
4)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
지수걸, 「역사학자가 본 우리 소설 식민지 농촌현실에 대한 상반된 문학적 형상화」, 『역사비평』, 역
사비평사, 1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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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眞情)이라는 번역어
이광수는 1908년부터 1950년까지 4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의 저작을 남겼고,
그가 남긴 저작들은 한시, 근대시, 소설, 희곡, 산문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오랜 작품
활동과 다종다양한 저작들 가운데에서 연구자들이 단연 주목하는 시기는 1910년대이며, 저작
은 「文學이란何오」(1916)와 「無情」(1917)일 것이다. 종래의 文學이 아닌, Literature로서의
문학을 선언한 「文學이란何오」와 무정한 사회를 타파하고 유정한 사회의 도래를 전망한 ‘근대
소설’ 「무정」이 많은 관심을 받아온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1920년 이후로 「民族
改造論」(1922)이나 「民族的經綸」(1924)과 같이 논란을 촉발시킨 저작들과 1930년대 동우회
사건 이후의 친일활동은 1910년대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켰다. 1910년대 이광수의 문필
활동에 주목한 연구들은 정의 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학을 정(情)의 영역에 할당한
그의 정육론과 문학론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광수의 정육론은 우선 지정의 삼분법에 근거하여 기존 조선 사회에서 무시를 받던 ‘정’에
독립적인 영역을 마련하고, 정의 만족을 문학의 영역에 할당한 것으로 이해되었다.5) 이때 정
은 기본적으로 감정(emo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지(知)와 의(意)에 종속되었던
감정을 해방하고, 이를 고양함으로써 개인의 각성을 도모하는 계몽주의적 기획을 내포하는 것
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견해와 다른 새로운 해석의 지평은 하타노 세츠코가 이광수의 ‘정’을
다카야마의 본능을 비기고 그 개념에 낭만주의적 성격이 있음을 부각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기 시작하였다. 하타노 세츠코는 「文學의價値」(1910)에서 ‘정’이 감정, 심리, 정열을 포괄하
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 관습의 속박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보다 자아를 억압하는 존재라고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로부터 심정적으로 해방되기를 성급
하게 요구하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낭만주의와 닿아 있다고 주장하였다.6)
민족 계몽의 선두에 서고자 한 계몽주의자로 간주된 이광수를 낭만주의로 읽어내려는 하타
노 세츠코의 시도는 후속 연구들을 자극하였다. 황종연은 「문학이라는 역어」에서 이광수의 정
육론이 근본적으로 낭만주의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으며, 문학의 미적 교육을 통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민족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미학 이데올로기의 첫 출발을 알린다고 평가하였다.7)
이처럼 정육론을 낭만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대두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도 일어났
다. 대립하는 두 관점 사이에서 정육론의 전제로 제시되는 지정의 삼분법의 원천에 대한 연구
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와세다 미사학을 비롯한 다양한 지적 원천들을 정
치하게 비교되었고, 일방적인 영향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출되었다.8)
2000년대 후반부터 제출된 연구들은 이전에 제출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정’이라는 개념에
전통적 계기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고, ‘정’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각각의 영
역은 실제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정기인은 이광수가 새로운
문학을 주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학의 기반이 되는 ‘정’의 확장 방식이 맹자의 양성
논리의 연장선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광수가 사(士)로서의 자기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였다.9) 백지은은 당대의 맥락을 면밀히 살피면서 ‘정’이 ‘성정’, ‘동정’, ‘인정’의 측면을
5)
6)
7)
8)
9)

동경에셔 춘원생, 「文學이란何오」, 《每日申報》, 1916.11.10.~23.
하타노 세츠코, 최주한 역, 『무정을 읽는다』, 소명출판, 2008.
황종연, 「문학이라는 역어」, 『동악어문학』, 32, 동악어문학회, 1997.
이재선, 『이광수 문학의 지적 편력』,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정기인, 『한국 근대시 형성과 漢文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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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는 개념이었으며, 표면적으로 지(진), 정(미), 의(선), 세 영역을 분리시켰지만 심층적으
로는 ‘정’을 초월적 위상에 놓음으로써 지(知)와 의(意)를 통합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10)
정기인과 백지은의 연구는 기존 연구를 규정하던 계몽성과 낭만성이 정육론을 분석하는 데
에 유용한 틀로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1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광수가
사용한 정(情)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사고와 사상에 걸쳐 있는 복잡하게 구성되고 작용하는 개
념이다. 그렇다면 ‘정은 무엇이냐’라는 단수형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정에는 어떤 측
면이 있는가’ 내지 ‘정은 무엇들로 이루어져 있는가’하는 복수형 질문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왜 정이 요청되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광수 자신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했을까. 이광수가 자신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던 도
산 안창호는 「無情한 社會와 有情한 社會」(1926)에서 유정한 사회를 정의(情誼)가 있는 사회
라고 주장하고, 친애와 동정의 결합인 정의를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다.12)
이광수의 답은 이와 비슷한 맥락에 놓였으나 살짝 달랐다. 무정한 사회에 있어야 할 ‘정’에 대
한 이광수의 답은 『그의自敍傳』(1936-1937)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가 있다.
나는 최후 수단으로 소설을 써서 서울 M신문에 투고를 하였다. 그리고 만일 이 소설이 게재
되거든 그 호부터 보내 달라고 편지에 써 넣었다. [중략] 내 소설의 표제는 <진정>(眞情)이었
다. 나는 내가 참되지 못한 탓으로 참된 것이 소원이었다. 나는 참된 애국심, 참된 사랑, 참된
우정을 그리고 싶었다.
내 소설의 주인공 H라는 사내와 Y라는 여자는 참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다. 한 번 속으로
허락한 사랑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애인을 참으로
사랑하는 동시에, 그들의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결코 재주에서나 다른 능
력에서나 빼어난 사람들은 아니었다. 차라리 조선 사람이 가진 모든 흠점을 다 가진 사람들이
었다. 의지가 약하고 곤란을 뚫고 새 길을 개척해 나가는 힘이 부족하였다. [중략] 다만 내가
가장 말하고 싶은 ‘참되려는 애씀’만은 두드러지게 그들에게 주었다.13)
이 대목에서 ‘나’(남궁석)는 북경에서 호구책으로 신문에 연재소설을 투고하기로 결정한다. 이
때 M신문은 《매일신보》를, 소설의 주인공 H와 Y가 형식과 영채를 나타낸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소설 〈진정〉은 『무정』의 허구화임은 쉽게 추론이 가능하다. 허구화를 위해 『무정』과
『유정』이라는 기출간작의 이름을 피해서 정한 소설 속 소설의 제목 〈진정〉은 무정한 사회를
벗어나 도달해야 할 유정한 사회에 있어야 할 ‘정’이 진정(眞情)이라고 1930년대 중반의 이광
수가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10) 백지은. 「‘정의 문학론’과 근대 문학 개념의 미분화 양상 고찰」, 『민족문화연구』 56, 고려대학교 민
족문화연구원, 2012.
11) 특히 낭만주의를 자기로의 침잠으로만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많은 낭만주의자들이 나르시시즘적인 자기로의 침잠에 멈춰 있지 않았다. 낭만주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정당한 정치제의 가능성을 물었고, 낭만주의의 총아 중
하나였던 진정성(authenticity)는 끝내는 공공성을 지향할 것을 요청한다. 루소에 관해서는 장 자크
루소, 김영욱 역, 『사회계약론』, 후마니타스, 2018의 해제를 진정성의 공공 지향에 대해서는 김홍중,
「진정선의 기원과 구조」,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를 참조.
12) 방민호는 이 글에 나타난 정의의 성격을 바탕으로 이광수의 무정·유정 개념에 안창호가 지대한 역할
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방민호, 「『무정』 독해의 국면들과 무정·유정의 사상」, 『춘원연구학보』, 10,
춘원연구학회, 2017.
13) 이광수, 『그의자서전』, 《조선일보》,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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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가 ‘진정’에 주목했음은 1920년대의 저작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양주동의 거센 반발
을 샀던 「中庸과 徹底 - 朝鮮이가지고십흔文學」(1926)은 문학을 상(常)의 문학과 변(變)의 문
학으로 나누고, 조선민족의 상태를 허약의 상태로 진단하여 작금의 조선에는 철저가 아닌 중
용, 변의 문학이 아닌 상의 문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글이다. 상해에서의 귀국 정황과 〈민
족개조론〉의 발표로 이미 배신자로 공격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문학을 공박
하는 이 글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14) 이 글에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1926년 1
월 2일에 연재된 1회분의 6항과 7항이다. 6항에서 이광수는 조선에 힘이 필요하다는 프롤레
타리아 비평의 발화를 참된 힘이 필요하다는 부분긍정의 방식으로 비판한다. 그는 매슈 아널
드의 바이런 비평을 예로 들면서, 조선에 참으로 필요한 힘은 “『眞情』과 『赤誠』”, 즉
“Sincerity’에 있다고 말한다.15) 이 부분에서 이광수가 매슈 아널드의 비평에 기초한 이 평론
의 이름에 ‘중용’을 넣었는지가 드러난다. 이광수는 Sincerity의 번역어 중 하나인 ‘赤誠’을
염두에 두고서 제목을 붙인 것이다.16)
뒤이은 7항에서 이광수는 ‘Sincerity’를 갖춘 시인이 민중의 최고정신으로서 그의 시를 통
해서 민중 전체를 보다 높은 단계로 ‘승격’시킬 수 있는 존재임을 천명한다. 이는 요순과 석가
모니·예수에 이어 셰익스피어와 밀튼을 호명하면서 “時勢도英雄을 지으려니와 英雄도 時勢를
짓는”17)다는 언술을 통해서 영웅론을 논의의 전제로 설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18)
이처럼 『중용과 철저』의 표면에는 매슈 아널드의 비평이 드러나 있지만 그 아래에는 칼라일의
Sincerity와 영웅론이 자리하고 있다. 1900년대 말 조선에서는 Sincerity를 지성(至誠)으로
번역하고, 칼라일의 영웅론을 전유하여 약한 개인의 분발로 시세를 바꾸어 간다는 무명의 영
웅론이 유행하였다. 앞서 살펴본 『그의自敍傳』 속 소설 <진정>의 주인공들에 약한 존재이면서
‘참되려고 애“쓰는 성질이 부여된 것은 무명의 영웅론과 지성(至誠)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19)
본래 성(誠)은 곧 성(性)이라는 등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천도
를 행하는 성인의 품성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성(誠)은 자신의 본성에 참되면 그것이 곧 외부
에서도 참된, 주체의 안과 밖에 어떤 차이도 내포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라이오넬 트릴링이
제시한 신실성(sincerity)과 진정성(authenticity)의 구분에서 신실성에 근접한 개념이었다. 반
면에 진정성은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로막는 사회적 힘(전통, 규범,
타인)과의 대립을 마다하지 않는 태도이며, 이 과정에서 진정성의 주체는 신실성의 주체와 달
리 소위 ‘불행한 의식’을 갖”는 개념이다. 진정성은 자신에 대한 윤리적인 내면 성찰 능력과
공적 영역에 대한 실천에의 참여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사적 성찰이 공공성으로 전
향하고자 하는 지향이었다.20)
14)
15)
16)
17)
18)

양주동, 「나의 신문학에의 전신」, 『문주반생기』, 범우사, 1978.
이광수, 「중용과 철저 - 조선이가지고십흔문학」, 《동아일보》, 1926.01.02~03.
주지하다시피, 성(誠)을 개념화하여 유교의 핵심 논리로 삼은 저서가 『中庸』이다.
이광수, 위의 글.
토마스 칼라일은 그의 저서 『영웅, 영웅숭배, 역사 속 영웅에 대하여 On Heroes, Hero-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1841)에서 영웅의 핵심자질을 “Sincerity”(이하 신실성)으로 규정하고,
신실성을 갖춘 ‘정신적 영웅’들이 역사를 바꾸어 간다는 의견을 펼쳤다. 그의 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광수와 당대 영웅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유건수,
「이광수 초기문학에 드러난 천재의 의미」, 서울대학교 국문학 석사학위 논문, 2019의 2장을 참조.
19) 김주리가 천안기를 분석하며 내놓은 ‘못난 영웅’은 무명 영웅의 한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김주리,
「춘원(春園)과 파리 –이광수 『천안기(千眼記)』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51, 한국현대문학회,
2017.
20) 김홍중은 이 양자가 고루 갖추어진 이상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함께 지적한다 김홍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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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릴링이 두 가지 태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두 용어를 명확하게 분리했지만 실제로 두 용어
는 혼용되는 경우가 잦았다. 토마스 칼라일은 영웅의 자질을 신실성(sincerity)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지만, 그 자질의 성격을 살펴보면 실상 트릴링이 진정성이라 부른 태도에 근접하고 있
었다. 특히 칼라일이 자신의 시대가 낳은 새로운 유형의 영웅으로 소개한 ‘문인 영웅’들의 모
습은 진정성을 추구하는 자가 세계와 불화하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칼라일의 신실성과 트릴링의 진정성 사이에는 차이도 있었다. 그 차이는 칼라일의 신
실성 개념이 자신의 내면이 초월적인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진정성은 내면과 연결된 초월적인 세계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정성에서는 참된 자아
의 추구 그 자체가 긍정된다.
‘진정’이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今日我韓靑年과 情育」(1910)이나 「余
의 自覺한 人生」(1910)에서도 진정성과 통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광수가 볼 때 교육
의 이상은 그 주체/대상의 본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데에 있다.21) 이에 따르면 정육은 모든 의
무의 원동력이자 개별 활동들의 근거지가 된다는 ‘효과’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적 동물’이라
는 자기 본성에 참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의무와 도덕이라는 외적
요소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서, 자기 안에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자침’(磁針)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서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한다는 점에서 이광수의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본
성에 충실해야 한다는 진정성의 이상을 담고 있는 개념이었다.
이광수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성찰하고 살피는 주체로 내세운 것이 바로 『무
정』의 이형식이다. 이형식은 김장로, 배학감, 이희경 등의 인물에 비해 지적으로, 또 도덕적으
로 상대적인 우위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뛰어남’은 서술자에 의해서 유치한 수준으
로 그려지고 있다.22) 그런 그가 ‘유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전형으로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강박적일 정도로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되돌아
보고 성찰하는 가능성의 주체로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내성(內省)의 주체가 공공에
참여하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내면적 성찰이 하나의 이상으로 집약되어 다른 이
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찰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진짜라는 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
기될 수밖에 없다.
이광수가 강조한 ‘정’의 성격에 성(誠)과 신실성(sincerity)이 작용하고 있다면, 이는 큰 문
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전통적인 맥락에서 성(誠)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
성은 그 자신이 참될 뿐 아니라, 자기 외부의 다른 것들도 바르게 만드는 근원이었다. 지성(至
誠)은 본성을 완전하게 발현하고, 그로부터 타인의 본성을 발현시키고, 만물의 본성을 발현시
키고, 천지의 화육(化育)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23) 칼라일의 신실성도 성(誠)과 비슷한 맥
락을 강조하였다. 영웅에 대한 칼라일의 논의가 ‘숭배’(worship)라는 표현 때문에 일종의 독재
옹호론이라는 혐의를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상 그는 숭배를 영웅의 신실성을 인정하고, 그
로부터 그 신실성을 배워나가는 태도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중용』의 성(誠)이든 칼라일의 신
의 글, 2009.
21) 故로 人의 性質을 詳考며 能力을 審査야 其性質과 能力에 適合한 者를 選擇야 敎育의 標
準을 삼지 안니치 못지라. 西哲이 有言호 人의 理想은 其性質에 符合 其能力에 適當한 者-라 
니라. 이보경, 「금일아한청년과 정육」, 『대한흥학보』, 1910.2
22)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리고 유학길에 오른 열차에서 이형식의 사고가 유치한 수
준이라는 점이 서술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23) 이세동 역, 『대학·중용』, 을유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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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이든 자기 내면에서 진실성을 추구한다면 자연스럽게 자기 외부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다. 논객 이광수는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설가’ 이
광수도 마찬가지였을까.
3. 진정 전달하기: 유서
이광수의 첫 창작소설 「사랑인가 愛が」에는 미닫이 문을 둘러싸고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하
나 연출된다.
그런데 아무런 기척도 없다, 그는 방에 없는 것일까 의심해 보았다. 그러나 누군가 있다, 지금
뭔가 두런거리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까, 무슨 일일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잔혹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실로 잔
혹하다.24)
귀국을 내일로 앞둔 문길은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미사오를 찾아 시부야로 향한
다. 미사오가 자신을 맞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길은 수줍은 발소리를, 보다 큰 발소리를,
당당한 발소리를 내어보고, 주인과 인사도 나누는 등 자신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책들을 시도해본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 문길은 미사오가 자신을 마중
해주기를 바라지만 끝내 미사오는 나타나지 않는다. 문길은 미사오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고 생각하고 절망하여 시부야 철도에 누어 자살을 기도한다.
그러나 문길의 생각처럼 미사오는 문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작품에 미사오가 ‘직접’ 등장하지 않고, 제공되는 정보는 모두 문길의 시점에서 서술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길의 생각과 달리 미사오도 문길을 사랑하고 있다고 해석할 가능
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몇몇 찾아볼 수 있다. 문길의 내면은 직접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독
자는 문길의 미사오에 대한 열정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소설 속 인물들이 문길의 내
면을 읽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길은 미사오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입도 열지 못하
며, 지극히 냉담한 척 꾸”미기 때문이다.25) 들끓고 있는 마음과 달리, 문길은 겉으로는 그 마
음을 표현하지 못한다.
문길의 이러한 모습은 문길이 묘사하는 미사오의 모습과 유사하다. 미사오는 “지극히 말이
없는 편”이고 “그(문길)에게 냉담한 것”처럼 보인다.26) 문길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문길을 향
한 미사오의 열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문길의 구애에 대한 편지를 받았을 때는 적극
공감하며 구애를 승낙하는 내용을 편지에 담아준다. 이렇게 두 사람이 닮은꼴이라는 점을 고
려한다면, 문길의 시점에서 그려지지 않는 저 미닫이의 저편에서는, 사실 미사오에게 자신의
도착을 알리려는 발소리를 조절한 문길처럼, 미닫이 너머 자신의 존재를 피력하는 미사오를
그려볼 수 있다. 이 미사오는 왜 문길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지 않는지를 궁금해 하고, 문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그토록 닮은 마음인데도, “오직
이중의 벽” 아니 훨씬 얇은 미닫이 하나를 두고 “만리 밖”의 거리를 느낀다.
이 만리 밖의 거리감은 두 사람의 용기가 부족해서, 용기를 내어 서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
만은 아니다. 미닫이를 열고 마주한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을, 진심을 쉽게 읽어낼 수는 없기
24) 이보경, 「사랑인가」, 최주한·하타노 세츠코 편, 『이광수 초기문장집』Ⅰ. 2015, 53
25) 이보경, 「사랑인가」, 53.
26) 위의 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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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리고영의얼골과몸을 다시세히보앗다. 대녀가 남를보면 얼골과체격에 변동이
기줄을알미라 엇지보면 아직처녀인듯도고, 엇지보면 임의남에게몸을허듯도다. 더
구나그곱게 다슬인 눈섭과니마와 몸에셔나향수가 아모리여도 아직도슌결 처녀치
보이지안이다. 형식은 영에게야 갑자기실힌마이긴다27)
김장로의 집에서 과외를 마치고 돌아온 이형식은 하숙집 노파로부터 여학생 머리를 한 기생으
로 보이는 여자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영채를 만난다. 오랜만에 재회한 박영채로부터
그의 소경력을 듣는 이형식은 이야기 중간 중간 박영채의 모습을 살피면서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한다. 박영채가 부친과 형제를 위하여 희생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해줄, 자신의 진정을 알아줄 사람을 찾아 이형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형식은 박영채라는
인간이 발하는 비언어적 신호-의복, 외모, 냄새-를 바탕으로 그의 의도를 의심한다. 박영채라
는 개인의 마음은 박영채를 구성하는 다양한 신체적 신호에 의해서 방해받는다.
신체라는 벽에 의해서 직접 연결이 차단되어 있고, 온갖 신체적-사회적 신호가 한 개인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은 이광수의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 불편한 상황을
뚫고 타인에게 개인의 진정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광수는 ‘글’을 선택한다.
々더던형식의손은 그만편지 무릅우에러트렷다 그러고흙々늣기며 굵은눈물을 무릅우에
펴노힌편지우에 러트리운다 러진눈물은 편지에씨운글를 더욱렷게만든다 우션도소
로 눈물을씻고로파 치마로낫츨가리오고 방바닥에업인다 한참이나말이업다 마당에셔
점々더단김이오른다28)
박영채의 진정을 끊임없이 의심하던 이형식은 청량사 사건 이후 평양으로 떠난 박영채가 남긴
유서를 읽고 참을 수 없는 감동을 받는다. 박영채가 하숙집에서 미처 끝맺지 못한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 접하는 이 장면에서는 이형식은 온전히 박영채의 이야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다. 이형식은 박영채의 마음이 구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그의 진정을 의심하지는 않는
다.
앞서 자신의 소경력을 들려주던 때와 달리 박영채의 유서가 자신의 진정을 전달할 수 있던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박영채의 유서는 인간 박영채에 필연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신체적 신호를 제거한다. 이는 유서를 읽는 장면에 동석한 기생집 노파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량사 사건 당일 밤 박영채의 모습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
고 일시에 각성했던 기생집 노파는 다음날, “영가분을바르고 향슈를리고 방글방글우스며
드러오양”을 보자 다시 예전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29) 영채의 신체가 발하는 신호 속에서
영채의 진정은 묻히게 된다. 영채의 유서는 신체적 신호를 제거함으로써 정조라는 관념을 향
한 박영채의 지향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한다.
글을 통해서 신체적 신호를 제거하는 방식은 보다 효과적으로 개인의 내면을 전달할 수 있
는 길을 열어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을 전달한다는 것은, 그 자신을 구성하
27) 춘원, 『무정』, 10, 《매일신보》, 1917.1.17.
28) 춘원, 『무정』, 50, 1917.3.4.
29) 춘원, 『무정』, 52, 1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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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험과 반성 가운데에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강렬한 것임을 증명해
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네가 이 婚約을 실혀지를 안다. 너 가 모르거니지만은 나 벌셔다 알앗다.
그러나 그것은 네가 아직도 경험이 업서서잘못각것이닛가, 어서斷念고말로여라」,
고, 빙그레 웃 性哉의 얼굴을 슬적보고 性淳은 얼굴을붉혓다.30)
김성재는 김성순의 일기를 읽고, 김성순이 민은식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 마음
을 그저 경험이 없어 그런 것으로 치부한다. 한 차례 김성순과 모친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김성순을 ‘경적’(輕敵)이 아니라고 생각한 후에도, 일기에서 드러나는 성순의 심사
는 우습게 여긴다. 김성순의 일기와 달리, 박영채의 유서는 죽음을 각오함으로써 그 후광을
빌려 자신의 진정함을 증명한다.
작품 전체가 진정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유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작품이 『유정』(《朝鮮日
報》, 1933.9.27.~12.30)이다. 『유정』은 최석과 남정임이 보낸 두 편의 편지를 서술자가 소개
하고 그들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일종의 액자 형식을 취하고 있다. 최석은 남정임에 대한 자
신의 애정을 부정(父情)으로 가장하려고 하는 자기기만과 정임에 대한 사랑을 인정하는 자백
사이에서 끝나지 않는 갈등을 글쓰기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진정성을 확보해 나간다.31)
그리고 이 진정성은 죽음의 후광을 입고 절정에 이르며, 서술자 ‘나’를 통하여 확대되는 편지
의 독자들, 구경꾼들에게 전시되어 공증되기에 이른다.32)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은 진정성은 진
정성의 주체에게 도덕적 우위를 부여한다.
최석이 진정성의 주체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서술자 ‘나’의 존재는 흐릿해지고, ‘나’의 욕망
은 최석의 욕망 뒤로 숨어버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정』은 액자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최석과 서술자 ‘나’에 의해 이중의 편집이 가해진 뒤, 독자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설정
되어 있다.33) 이 때 서술자 ‘나’는 『젊은 베르터의 고뇌』에 등장하는 문서수집가로서의 서술
자가 아니다. 서술자 ‘나’는 자신에게 전달된 편지를 최석의 아내에게 보여주고, 최석의 경우
를 자신의 처지와 비기며 성찰하기도 하고, 최석을 찾아 떠난 순임과 정임을 돕기 위해 시베
리아로 향하는, 등 서사에 적극 참여한다. 서술자 ‘나’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희생”을 통해
“위풍당당한 발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최석의 욕망에 복무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최석의 욕
망과 죽음 뒤에 가려진다.
‘나’의 욕망이 최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이다. 최석이 제물
이자 무대의 배우라면, 서술자 ‘나’는 제사장이자 무대의 연출가이다. 연출가로서 ‘나’는 『유
정』의 막바지에서 나직하게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다. “그러나 나는 정임이가 조선으로 오기를
바란다”고 쓰고 있지만 ‘나’의 속내는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다.34) ‘나’는 “두 별 무덤”이라는
30) 춘원, 『개척자』, 12-2, 《매일신보》, 1918.1.18
31) 송상덕, 「이광수 ‘유정’에 나타난 ‘진정성’의 문제」, 『제 18회 춘원연구학술대회 자료집』, 춘원연구학
회, 2019.9.28.
32) 서영채는 이 과정을 구경꾼들에게 보여주는, 목숨을 건 ‘연기’라고 부르며, 이 실연을 지켜보는 구경
꾼들의 시선이 곧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는 자기 자신의 시선이 되고 이를 곧 공동체의 시선이라고 부
른다. 오해가 풀리는 순간, 곧 진정성이 확보되는 순간에 위신은 회복되어 공동체의 시선에 의해 만
들어지고 그 시선을 자기 존재의 이유로 삼는 주체가 만들어진다.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110~111.
33) 송상덕은 이 이중편집이 문면에 들어난 기술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송상덕, 「이
광수 ‘유정’에 나타난 ‘진정성’의 문제」, 2019.9.2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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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을 통해서 자신이 연출한 이 무대를 완결 짓고, 진정성의 제단에 두 사람을 바침으로써
최석과 남정임의 이야기를 신성한 것으로 고정시키고 싶다. 아니, 두 별 무덤을 선언함으로써
‘나’는 남정임의 생사와는 별개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의 완결된 제의로 독자들에게 확정
한다. 이는 진정성을 의심할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두 별 무덤’은 남정임에
게 상징적인 죽음을 선고함으로써 그가 서사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최석의 죽음을 비시
간적인 것으로 만든다. 서술자 ‘나’는 삶과 신체가 진정성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제의를
통해 불후의 죽음을 만들어낸다.
4. 복음서 서사 다시 쓰기로서의 『흙』
『흙』은 시골 출신 허숭이 변호사가 되어 윤정선의 남편이 되는 1부, 허숭이 도시에서의 삶
에 진력을 느끼고 살여울 사업에 투신하는 2부, 허숭의 인격에 이끌려 한 두 사람 씩 농촌 사
업에 합류하는 3부, 반대세력의 모함으로 인하여 재판에 회부되지만, 이를 계기로 농촌 운동
이 더욱 고양되는 4부로 구성된 총 4부의 장편 소설이다. 허숭이 살여울에서 야학을 하는 장
면으로 시작하는 『흙』은 곧 경성의 윤참판 집으로 무대를 옮긴다. 허숭이 고향 살여울에서 돌
아왔을 때, 윤참판 댁의 맏아들인 인선은 중병에 걸려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었고, 얼마 가지
못해서 죽고 만다. 인선의 죽음 뒤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이어진다.
아들이 운명하는 것을 본 윤참판은 사랑을 뛰어나와서 갓 쓴 의원이며, 음양객들을 모두 몰아
내었다.
“이놈들, 아무것도 모르고, 내 아들 죽인 놈들!”
하고 호령하는 서슬에 갓 쓴 무리들은 혼이 나서 쫓겨 나갔다. 나가다가 한 사람이 돌아와서,
“집으로 갈 노자나 주시지요.”
하고 애걸하였으나 윤참판은
“저놈들이 또 기어 들어와! 네 저놈들 몰아내어라.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서 저놈들 깡그리 묶
어가게 하여라.”
하는 바람에 다시 입도 벙끗 못하고 다 달아나버리고 말았다.35)
인선의 병을 치료하러 온 인물들은 ‘갓 쓴 의원’와 ‘음양사’로, 전근대적인 치료법만을 동원한
다. 그 치료법들은 당연히 효과가 없었고, 값을 치를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후 이
어지는 윤참판과 김갑진의 대화에서 그가 양의도 불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조선에 속한 것
을 우습게 보는 김갑진은 조선인 의사는 아무것도 모르며, 일본인 의사에게 보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조선’을 괄시하는 김갑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소설 내
에서도 설득력 있는 발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결국, 윤인선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인선의 죽음을 해석할 때 흥미로운 점은 윤참판 댁 세 자식의 이름이 특정한 가치를 드러내
고 있다는 점이다. 윤참판 댁 세 자식의 이름은 각각 인선(仁善), 정선(貞善), 예선(禮善)이다.
이들의 이름에는 공통적으로 조선 사회에서 중시되었던 덕목인 인(仁), 정(貞), 예(禮)가 기입
되어 있다. 각각의 인물이 각각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인선의 병약과 죽음은 인(仁)이
라는 가치가 더 이상 새로운 시대에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선이 재주는 있지만
34) 이광수, 『유정』, 《조선일보》, 1933.
35) 이광수, 『흙』, 문학과지성사, 2005, 22-23.

- 10 -

병약한 모습으로 그려지면서, 인(仁)에 여전히 가치는 있으나 생명력이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인선과 조정옥 사이에서 아이가 없다는 점도 이들이 더 이상 새로운 세대를 산출할 능력이 없
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금전에 대한 규모밖에는 아무 높은, 깊은, 넓은 이상이 없는” 윤참판
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숭고한 이상의 소유자 허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인선의 죽음과 허숭의 혼인이 서사를 움직이는 두 축으로 작용하는 1부는 이
광수가 생각하는 조선의 현실과 동향을 가족 관계로 재현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설정 안에
서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말 그대로 조선이라는 환자의 진단과 처방에 필요한 타입으로서의 성
격이 강조된다. 물론 인물 간의 상호작용은 그 미시적인 서사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만, 거
시적인 서사는 조선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라는 차원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다.
2부에서 4부는 표면적으로는 허숭의 농촌 운동 전개 과정이지만,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복음서의 서사와 유형적 유사성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서로 지칭되는 마태복음, 마
가복음, 누가복음과 제 4복음서로 지칭되는 요한복음을 통칭하여 복음서라고 부르며, 복음서
들은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36)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일단 공통된 전승을 정리해보
면 복음서에 표현된 예수의 생애는 가계-탄생-(나자렛에서의 생활)-세례 받음-공생애-예루살
렘 입성-재판 회부-십자가 죽음-부활-승천의 도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금 더 크게 나누어보
면 인정(가계-탄생-세례 받음), 가르침(공생애), 고난(예루살렘 입성-재판 회부-십자가 죽음),
승리(부활-승천-교회 성립)로 이루어져 있다. 허숭의 농촌 운동은 복음서 서사의 구조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허숭은 초시네 홰나무와 한갑이네 팔모반을 통해서 그 가계를 검증받고, 구원자의 위
치를 인정받는다. 초시네 홰나무는 “말 없는 계약과 법률로 이동네의 공동소유”이고 “동네의
역사를 목격한 증인”이다.37) 법률적으로는 소유자가 달라지지만, 본질적으로는 살여울의 공동
소유인 홰나무의 소유권은 실상 관리권이다. 허숭의 집안이 한때 홰나무를 소유했다는 사실은
허숭이 동네 청지기의 후예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허숭의 관리자 자격은 한갑 어머니로부터
가장만이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가보”인 팔모반을 받음으로써 재확인된다(인정).38) 홰나무의
권리와 팔모반 대접으로 선도자의 자격을 확인 받은 허숭은 살여울 구제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살여울에 유행하던 장질부사를 없애고, 협동조합을 조성하고, 정선, 을란, 선
희, 유순, 맹한갑을 자신의 농촌 운동의 합류시킨다(가르침).
동네 유지 유산장의 미움을 샀으나 큰 부침 없이 진행되던 허숭의 살여울 농촌 운동은 유정
근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맡게 된다. 유정근은 맹한갑이 유순의 정절을 의심하도록 자극하고,
유순과 선희의 관계를 중심으로 허숭의 도덕성을 폄하하여 구제 활동에 환호했던 살여울 인심
을 부정적인 반향으로 돌려놓는다. 허숭은 맹한갑의 불신과 유정근의 고소로 외국인 집행관
(일본인 주재소장)에게 모욕을 당하고, 공소권을 포기한 끝에 징역에 처해지고, 살여울에서의
삶은 끝난다(고난). 하지만 허숭의 추방에도 불구하고 허숭의 사상과 의지는 남은 이들을 강하
게 한다. 정선은 강건한 시골 여성으로 새로 태어나며, 먼저 풀려난 작은 갑은 살여울의 변화
를 촉진한다. 뿐만 아니라 허숭의 행동은 김갑진을 감동시켜, 그를 살여울보다 깡촌인 세포
검불랑 농촌 운동에 투신하도록 이끈다(승리).
이광수는 복음서 서사에서 서사의 유형적 유사성뿐 아니라 몇몇 기독교적 모티프도 적극적
으로 빌려온다. 예를 들어 살여울-검불랑의 관계는 『성경』에서 그려지는 유대인-이방인(비유
36) 게르트 타이셴, 류호선 역, 『복음서의 교회정치학』, 대한기독교서회, 2002.
37) 이광수, 『흙』, 2-16, 《동아일보》, 1932.8.4.
38) 이광수, 『흙』, 2-13, 《동아일보》, 19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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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의 관계와 흡사하다. 유대인은 신과 언약의 당사자로서 복음의 우선권이 있으나, 예수가
그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후로 자신들의 환호를 거두어들이고 핍박하여 이방인에게도 그 권
한이 넘어갔고, 박해자였으나 순교자가 된 바울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
야기는 살여울이 허숭의 고향으로 농촌 운동의 우선권이 있었으나, 유정근의 모함에 허숭이
인격자가 아닌 난봉꾼이라 생각하여 그의 농촌 운동을 배격하고, 그에 따라 허숭은 살여울을
떠나 검불랑으로 향할 것을 고려한다. 검불랑은 허숭을 무시했던 김갑진이 허숭의 인격에 감
화된 뒤, 농촌 운동을 전개하는 곳이 된다. 이밖에도 허숭이 농촌 운동을 결심하는 장면, 기차
사고로 불구가 된 정선과 정선을 용서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허숭의 관계는 예수의 공
생애 시작과 불구의 신부와 신부를 완전케 하는 신랑으로 그려지는 교회-예수의 관계를 연상
시킨다.
이상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흙』의 서사를 조직하고 구속하는 것은 당대 농촌 현실보다는
예수의 죽음과 교회의 성립이라는 종교사이다.39) 이광수가 이 종교사에 매료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 이광수는 기독교의 핵심을 ‘진리주의’로 여겼다. 이광수
의 이해에 따르면 예수의 행적은 진리를 지향하고, 이를 끝까지 실천한 인간으로부터 ‘크리스
천’이라는 민족을 만들어지고 교회라는 조직이 구성된 이야기가 된다. 예수와 초기 기독교사
에 대한 이런 방식의 이해는 토마스 칼라일 자신의 영웅론에서 보여준 바가 있었다.
이러한 진리는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신한 어린이 같은 마음을
지니고, 그 위에 진지한 성인의 깊이를 가진, 세계의 유년기에 속한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에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모
든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들은 인간과 자연 속에 있는 신성함을 더욱 예민하게 느
꼈습니다. 그들은, 미친 상태에 빠져들지 않고, 자연을, 자연 중에서 무엇보다 인간을 숭배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숭배란 무제한의 경탄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다
활용하여, 충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략] 영웅숭배, 즉 가장 고귀
하고 신성한 인간형태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난 절대적 찬탄, 불타는 듯한 무한대의 복종-그리
스도교의 기원도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영웅 중에 가장 위대한 영웅은, 우리가 감
히 여기서 그 이름을 말하려 하지 않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신성한 침묵으로 그 신성한 사실
을 묵상해보십시오. 전 세계 역사 전체를 통해 현존하는 원리를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40)
위 인용문에서 “그분”이 예수를 지칭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신실성(sincerity)을 갖춘 영웅, 그
영웅에 감화되어 만들어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룩하는 이상향의 이상적인 구현을 칼라일
은 예수로부터 찾고 있었다. 신실한 영웅과 영웅의 감화를 통한 공동체의 성립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광수는 예수라는 선례를 모사하는 방식으로 그 후광을 빌려온다. 허숭은
실제로 죽음을 택하지는 않지만, 공소권을 포기하면서 상징적인 죽음을 선택한다.
‘진정’을 추구하는 인물을 공통항으로 허숭의 농촌 운동을 예수의 행적과 겹쳐놓는 일은
조선의 전망을 낙관론 쪽으로 이끈다. 복음 서사나 영웅론이 약속하는 낙관론은 초월적인 세
계와의 연결로부터 산출되는 결과물이다. 이광수가 ‘진정’에 비기고 있는 예수의 ‘진리’나 칼
39) 이광수는 후기에서 허숭의 모델로 채수반을 꼽고 있으나 소설적 형상화에 미친 영향은 오히려 미미
해 보인다.
40) 토마스 칼라일, 박상익 역, 『영웅숭배론』, 한길사, 2003,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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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의 ‘신실성’은 신에 의해 보장되는 세계의 원리이거나, 초월적인 자연과 연결된 가능성의
원천이었다. 이광수가 ‘진정’이 진리나 신실성과 같은 위치에 놓으며, 『흙』에서 복음서의 서사
를 통해 살여울과 조선의 밝은 미래를 어떤 갈등도 없이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은 내면과 외적
규범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초월적 세계를 향한 지향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5. 나오며
첫 장편 소설 『무정』과 1910년대에 이광수가 쏟아냈던 정육(情育)에 대한 논의는 그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였고, 많은 연구자가 이에 주목하였다. 지
정의 삼분 체계에 의해 ‘정’의 독립적 영역이 강조되었다는 전통적 이해는 와세다 미사학과
전통 한문학 등 정육론의 원천‘들’에 대한 탐색과 삼분법으로 정리되지 못한 ‘초과분’에 대한
꼼꼼한 독해의 결과로 ‘정’이 진선미를 통합하는 초월적 지위를 누렸다는 새로운 이해까지 확
장되었다. 무정하지 않은 사회, 유정한 사회에 있어야 할 ‘정’ 가운데에서도 이상적인 근대인
이 갖추어야할 핵심적인 ‘정’을 이광수는 ‘진정’이라고 보았다. 이광수는 ‘적성(赤誠)=진정(眞
情)’을 이상적 인간의 핵심 자질로 보았고, 진정성 또는 자기진실성(authenticity) 이념의 단초
를 제시하였다.
이광수는 한 사람의 진정이 전달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내면 자체는
신체를 넘어설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체가 발산하는 다양한 신호는 수신자로 하여금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광수는 ‘글’을 매개로 다양한 신체적 신호를 제거하고, ‘죽음’을 가지
고 자기 내면의 강렬함을 드러내는 방식, 즉 유서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을 전달하려고 했다.
『유정』은 작품 전체가 하나의 유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술자는 남정임에게 부여한 상징적인
죽음을 통해서 최석의 죽음을 완결된 사건으로 제시한다.
『흙』은 예수의 공생애에서 바울로 이어지는 초기 기독교 서사를 골자로 한 개인의 진정이
민족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읽어낸 이광수가 복음서 서사. 이광수는 복음서에서 신랑
과 신부로 비유되는 그리스도-교회(인간) 관계를 허숭과 윤정선이라는 부부관계로 바꾸어 놓
고, 허숭이라는 특별한 개인이 도달한 ‘진정’이 허숭의 상징적 죽음을 통해서 살여울이라는 공
동체를 바꾸어 가는 과정을 묘사한다. 허숭의 방해자였던 김갑진이 허숭의 희생 이후 회심하
여 검불랑 공동체를 끌어가는 장면까지 바울의 회심과 겹치면서 『흙』의 서사는 식민지 조선에
서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초기 기독교사로부터 읽어내려는 시도가 된다.
죽음을 각오한 글쓰기를 통해 개인의 진정을 증명하고, 그러한 개인의 이야기를 종교적 서
사 속으로 삽입함으로써 이광수는 진정이라는 덕목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그려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진정’이라는 개인적 덕목이 종교적 서사와 결합할 때 드러나는 것은, 이광수의 ‘진정’
은 초월에 대한 지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每日申報』
『東亞日報』
최주한·하타노 세츠코, 『이광수 초기 문장집』, 1-2, 소나무, 2015.
토마스 칼라일, 박상익 역, 『영웅숭배론』, 한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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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문학에서 ‘진정’의 위치>에 대한 토론문
김경은(서울대학교)
이 글은 춘원의 장편 『무정』과 『유정』에서 “죽음을 각오한 글쓰기를 통해 개인의 진정을 증명
하고” 『흙』에서는 “개인의 이야기를 종교적 서사”에 편입시켜 “진정이라는 덕목이 지닌 사회
적 가치를” 설명합니다. 또한 이렇게 드러난 “이광수의 ‘진정’”이 “초월에 대한 지향을 포기하
지 않고” 있음을 조명하여 이광수의 ‘진정’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특히 『유정』의 서술자 ‘나’
가 “최석의 욕망에 부응하여” 남정임과 최석의 이야기를 “완결된 제의로 독자들에게 확정”하
는 것이 “(두 사람의 이야기의) 진정성을 의심할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욕망”임을 설
명하는 부분은 그동안 『유정』 해석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서술자 ‘나’에 대
한 흥미로운 해석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동시에 연구자는 이광수가 “(『무정』의 박영채의 유서
와 『유정』의 최석의 편지(유서) 등에서)‘글’을 매개로 다양한 신체적 신호를 제거하고, 죽음을
가지고 자기 내면의 강렬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꼼꼼한 독해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몇 가지 단편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글에서 연구자가 사용하고 있는 ‘진정’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
학의 가치」(1910), 「중용과 철저 - 조선이 가지고 싶은 문학」(1926), 「그의 자서전」
(1936~1937) 등에서 춘원이 언급하거나 주목한 ‘진정’ 혹은 ‘참된 것’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트릴링과 칼라일을 통해 신실성sincerity과 진정성authenticity을 구분했지만, 정작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세 편의 장편을 독해할 때 사용한 ‘진정(성)’의 개념은 선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무정』의 이형식이 영채의 유서에서 발견하고 확인한 ‘진정’은 영채의 정조에 관
한 ‘진실’이고, 『유정』의 최석이 남긴 수많은 유서와 같은 편지들은 ‘진정’이라기보다 사랑에
대한 ‘진심’이며, 『흙』의 허숭이 지닌 ‘진정’은 유순과 농촌에 관한 ‘진심’으로 읽어도 무방해
보입니다. ‘진심’과 ‘진실’, ‘참된 것’으로 제각각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
정’으로 통칭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춘원이 주목한 ‘참된 것’과 ‘진정’을 개념이나 담론
의 층위로 끌어올려 작품 분석의 준거로 재구성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진정(성)’이 무엇인지
에 대한 논의는 철학과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진정성(혹은 진정성
추구)은 “개인주의적 가치들에 대한 사회적 승인 혹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집단의
강력한 항의와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춘원의 작품에서 ‘진
정’의 위치를 가늠하려는 시도는 ‘진정(성)’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즉 춘원의 ‘참된 것’에서 출발한 ‘진정(성)’의 개념은 작가의 층위가 아니라 연구자의 층위에서
정립한 후 제시해야 각각의 작품에 산재한 진실, 진심 등을 ‘진정성’으로 수렴하여 새로운 해
석을 제출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개척자」의 성순의 일기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순의 일기가 죽음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어서 성재가 그 일기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성재
의 목적(실험실 재건/화학실험 재개)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까닭은 성순의 일기를 놓고 ‘죽음을 담보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하는 것은 타인의 진정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진정성의 폭력)라고 여겨
지기 때문입니다. 작품 후반부에 등장하는 성순의 자살 사건과 연결해서 부연설명을 듣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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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끝으로 춘원의 기독교 이해와 진정성 지향의 관계를 살핀 『흙』의 경우입니다. 『흙』 분석에서
이광수가 “조선의 밝은 미래를 어떤 갈등도 없이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은 내면과 외적 규범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초월적 세계를 향한 지향”에 머무르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이는 이광수 혹
은 이광수의 작품에서 ‘진정’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작가의 다른 장편 『사랑』도 그렇습니다. 세계의 부조리와 싸우지 않는 주체를 통해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요). 이광수는 물론이고 다른 작가의 문학 작품에
서 ‘진정(성)’을 찾는 연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연하실 내용이 있다면 부
탁드립니다(‘진정(성)’의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해주셔도 좋습니다).
‘진정(성)’이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형식으로 드러나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렵고
무의미한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진정성이라는 것이 진짜 있는지, ‘진정성’이 무엇인지
질문할 때 마다 ‘진정성의 진정성’ 역시 물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성이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의 공적 문제에 대한 격렬한 항의, 비판, 참여가 내포된 진정성을
추구하는 주체의 개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존재하지만 증명할 수 없
는” ‘진정’으로 인해 ‘자기 진실성’이라는 폐쇄된 세계에 갇히거나, 타인의 진정성만 추궁하는
진정성의 폭력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35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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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 위 ‘아슬아슬한 다리’에서 펼쳐진 부단한 투쟁의 기록
―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영혼의 자서전』에 대하여
홍기돈(가톨릭대학교)
1. 『영혼의 자서전』의 두 축: 죽음의식과 자유의지
살아있는 어떤 인간도 자신의 그림자를 뛰어넘지는 못한다. 그런 점에서 『영혼의 자서전』이
니코스 카잔차키스(Nicos Kazantzakis, 1883~1957)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사실은 퍽 흥미롭
다. 평생에 걸쳐 자신의 그림자를 뛰어넘기 위하여 작가가 얼마나 치열하게 방황하였던가를
담아내고 있는 글이 『영혼의 자서전』이기 때문이다. 오랜 동반자이자 아내였던 엘레니 카잔차
키에 따르면, 카잔차키스는 1956년 가을 『영혼의 자서전』을 집필하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원
고들과는 달리 고쳐 쓸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고 말았으니, 이 글은 때맞춰 끝내지
못한 미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잔차키스는 이 책 1장 전부와 마지막 부
분 가운데 하나인 「『오디세이아』의 싹이 내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었을 때」만은 퇴고를 마쳤
다.41) 아마도 자신의 그림자를 충분히 의식하였기에 카잔차키스는 하필 『영혼의 자서전』의 그
대목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질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 내면에 그림자가 형성되는, 『영혼의 자서전』 1장에 해당할, 유년기를 카잔차키
스는 어떻게 보내었던가. 그는 「해방」 마지막을 다음 문장으로 매듭지음으로써 유년기의 경계
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월계수와 조상들의 뼈로 장식된 문을 통해서 나는 사춘기로 들
어섰다.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141) 어린아이였을 적 카잔차키스의 구체적인 체험
들은 두 가지 주제로 수렴하는데, 「조상들」로부터 「외할아버지의 죽음」까지 압도하는 바가
‘죽음’이라면, 「크레타와 터키」에서부터 「해방」까지의 주제는 ‘자유’이다. 이때 싹튼 죽음의식
과 자유의지는 이후 카잔차키스가 평생 맞닥뜨려야 할 그림자의 질료가 되었다고 정리해도
무방하다.
1-1. 죽음의식: 난폭한 아버지와 초자아에 대한 불안
먼저 카잔차키스의 죽음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부친 미할리스를 살펴봐야 한다. 말
이 별로 없었던 미할리스는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가령 학교 선생님은 어린 카
잔차키스가 장자상속권의 뜻을 사냥 옷이라고 대답하자 “한심한 소리! 어떤 무식한 바보가 너
한테 그런 소리를 하든?”이라고 책망하다가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는 두려움에 움찔하여 비
판을 포기하고 만다. “그래, 물론 극히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사냥 옷이라는 의미도 있
어.”(66~7) 외할아버지도 미할리스를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항상 용의주도하게 계산을
한 외할아버지는 난폭한 짐승 같은 사위가 분명히 집에 없을 시간을 골라 찾아와서 문을 두드
렸다.”(36) 어린 카잔차키스 역시 아버지가 두려웠기에 그의 부재 상황을 바랐던 듯하며(“아버
지가 집에 없었을 때는 얼마나 평온했던가!”, 40), 아버지가 죽은 뒤 몇 년까지도 “아버지에

41) 엘레니 카잔차키, 안정효 옮김, 「『영혼의 자서전』에 관하여」『영혼의 자서전』(하), 열린책들, 2014,
717~8쪽. 같은 책에 실린 「니코스 카잔차키스 연보」에서는 『영혼의 자서전』이 집필되기 시작한 해가
1955년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에 따른다고 해도 『영혼의 자서전』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마지막 작
품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또한 인용하는 『영혼의 자서전』 판본에는 카잔차키가 설명하고 있는
장의 구분이 없다. 이하 『영혼의 자서전』은 위의 판본에서 인용하며, 인용페이지는 괄호 안에 숫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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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밀스러운 증오”를 내면 깊숙이 품고 있었다.(30) 반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납치당해
끌려온 ‘바다의 요정’으로, 어느 순간 자신을 내버려둔 채 “모습을 감출까 봐 무서워서 몸을”
떨었던 것으로 회상되고 있다.(42)
아버지의 폭력성은 자식의 영혼에 생채기로 남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곤 한다. 카잔차키스의
내면에는 아버지에게로 향한 증오에 비례하는 만큼의 공격 본능이 싹텄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격 심리가 발각되거나 공격 본능이 표출될 경우 난폭한 아버지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카잔
차키스를 처벌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공격 본능은 외부의 아버지를 향해서가
아니라, 공격 본능이 발생한 자신에게로 되돌려지게 된다. 즉 카잔차키스는 두렵기만 한 아버
지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내면으로 받아들였고, 내면에 자리를 잡은 아버지는 카잔차키스의 초
자아가 되어 카잔차키스를 검열하였으며, 초자아의 시선에 포획된 카잔차키스는 아버지에게
발산하고 싶었던 공격성을 고스란히 제 자신에게로 돌려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기 징벌적인
심리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를 증오하였던 카잔차키스는 대상의 죽음(부재)을 바랐다. 하지만 그러한 갈망이 커질수
록 증대했던 것은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되리라는 두려움이었다. 그는 처음 들었을 때 공포감을
준 단어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다. “두 개의

‘ㅏ’ 소리는 머릿속에서 진동했고, 무슨 깊

은 잠이나 컴컴하고 위험한 우물처럼 들려오는” 듯싶었던 까닭은 “그가 아들을 죽이기 위해
데리고 나갔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67) 히브리말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까닭은 “예수
의 수난일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꼬챙이를 빙 둘러 박은 구유에 던져
놓고는 피를 짜 먹었다는 얘기를 할머니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68) 둘 모두 어
린 아이의 죽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죄악’이라는 단어가 “말이 아니라 뱀, 이브를 속인 바
로 그 뱀”으로 곧장 치환되어 무시무시하게 다가섰던 까닭은 초자아의 시선 아래서 자기 스스
로가 아버지를 속인 뱀(죄악)으로 겹쳐졌기 때문이며, 성경 공부에서 ‘하바꾹’이란 단어를 들
었을 때 요괴인간에게 잡아먹히게 되리라는 지극한 암담함이 동반했던 이유 역시 자신이야말
로 하나님(초자아)의 심판에 임박한 죄인이라는 죄책감이 고개 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이란 항상 나를 유혹하는 이상한 신비였다.”(81) 카잔차키스로서는 이렇게 정리할 도리밖
에 없다. 그가 짊어진 초자아에 대한 불안이 죽음의식에 침윤해 있는 탓에 항상 이와 맞대면
해야 하였으며, 바로 그 지점에서 어떻게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관
점에서 이웃 여인의 죽음을 목도하여 주체 못할 정도로 슬피 우는 네 살배기 카잔차키스를 이
해해야 한다. 이웃 여인의 죽음에는 카잔차키스 자신의 죽음이 투사되었으며, 그런 점에서 그
죽음은 온전히 타인의 죽음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 살배기 유아가 열네 살 소년이
된다고 해서 초자아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흔이 된다고 하여 말소되지도 않
는다. 오히려 더욱 증폭된다고 전제하는 것이 타당할 터이다.
“초자아와 자아의 관계는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자아와 외부 대상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
관계가 원망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형태로 재현된 것이다. 그것은 전형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초자아가 처음에 갖는 엄격함은 어린이가 대상한테서 경험한
엄격함이나 어린이가 대상의 속성으로 생각하는 엄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
에 대한 어린이 자신의 공격 욕구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 주장이 옳다면, 처음에는 공격 본
능의 억제를 통해 양심이 생겨나고, 이렇게 생겨난 양심은 그 후 같은 종류의 억제가 일어날
때마다 점점 강화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42)
42)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옮김, 「문명 속의 불만」,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9,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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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잔차키스는 이러한 경향과 일치하는 듯하다. 가령 빈 시절 그는 여성과 함께 밤을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만남을 앞두고 얼굴 전체가 부어올라 무섭게 뒤틀려 버리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빌헬름 슈테켈은 이를 ‘성자의 병’이라 알려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불교적 세
계관에 빠진 당신의 영혼, 이른바 영혼이라는 것은 여자와 자는 걸 대죄(大罪)라고 믿죠. 그런
까닭에 그것은 육체가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아요. 육체에 그토록 심한 영향을 끼치는 영혼은
우리 시대에는 희귀하죠.”(489) ‘성자의 병’은 카잔차키스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여자와 헤어
져 빈을 떠나는 순간 낫는다. 이는 카잔차키스의 초자아(양심)가 어느 정도로까지 강화되었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카잔차키스의 삶은 그림자로 놓인 초자아(양심)와 대면하여 이를 뛰어 넘
으려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1-2. 자유의지: 성인(聖人)이 전장(戰場)으로 나서는 까닭
유년기에 겪은 터키의 학살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카잔차키스는 혼동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생존했던 시기 터키의 지배에 대항하는 크레타인의 투쟁은 두 차례 일어났다. 카잔차키스가
여섯 살이었던 1889년 투쟁이 첫 번째이며, 열네 살ㆍ열다섯 살이었던 1897~8년 투쟁이 두
번째였다. 연보에 따르면, 첫 번째 투쟁 시기 그의 가족은 그리스 본토로 6개월 간 피신하였
고, 두 번째 투쟁이 벌어졌을 때는 낙소스 섬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카잔차키스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제안으로 낙소스 행이 결정되었고, 항구로 나갔을 때 “(아직 여덟 살도 안
된) 나에게 아버지가…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을 보호해야 해. 내가 앞에서 갈 테니 넌 뒤를 맡
아.”라고 말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116~7) 그의 가족이 낙소스로 떠난 것은 두 번째 투쟁
때의 일인데, 그는 왜 첫 번째 투쟁 당시의 일로 착각했던 것일까. 이는 “영웅성을 지닌 성
인”에게로 향한 카잔차키스의 열망이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이다.(89) 어린 시절부터 그는 ‘영
웅성을 지닌 성인’을 인류의 가장 숭고한 본보기로 설정하고 있었다.
카잔차키스가 지향하는 바로 성인의 길을 선택한 것은 전혀 의아할 바 없다. 한 인간의 내면
에 초자아(양심)와 죄책감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이후 공격 본능이 발동했다가 억제될
때마다 초자아(양심)와 죄책감은 동시에 강화되고, 결국 이는 종교(성) 영역으로까지 다다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고난 뒤 ‘성자의 병’을 앓았듯이, 카잔차키스는 이를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로써 추구되는 것은 겨우 한 개인의 해탈로 한정되
며, 이조차 영혼의 자유만을 갈망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 직면한다면 어찌해야 할까.
카잔차키스가 성인의 길을 좇되 영웅성을 가미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물론 어린 카잔차키스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챈 사람은 없었으니 실제로
비난이 가해졌던 것은 아니다. 허나 터키의 두 차례 학살은 비난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무게
로 그를 묵직하게 짓눌렀다.
터키의 학살이 카잔차키스 바깥에서 벌어졌던 사건인 만큼, 사태를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외부로부터 주입되었다. 예컨대 아버지와 그의 친구들이 모여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는 전쟁이
었는데, 여기서 자유는 죽음과 등가를 이루는 형편이었다. 한쪽에서 “자유를!”이라고 외치면
다른 쪽에서 “죽음을!”이라고 대답했고, 순간 어린 카잔차키스의 머릿속은 피가 넘쳤던 것으
로 나타나 있다.(85~6) 카잔차키스가 이를 숙명처럼 수용했던 데에는 집안 내력이 개입했을
터이다. “1878년 혁명 때, 비록 무척 늙고 거의 눈이 멀었어도 할아버지는 무기를 들었다. 할
아버지는 싸우러 산으로 갔지만, 터키인들에게 포위를 당해 적이 던지는 밧줄에 잡혀서는 사
바티아나 수도원 밖에서 죽음을 당했다.”(34) 아버지 또한 전쟁 현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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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을 낙소스로 피신시킨 뒤 크레타로 돌아와서 무기를 쥐었을 정도였다. 그러니 “꼬마 팔
리카리(진정한 남자)”로 불린 카잔차키스가 “까마귀는 비둘기를 낳지” 못하리라는 시선 속에
서 유년기를 보냈던 것은 당연했을 수밖에 없다.(86)
어른이란 철이 든 존재를 가리킨다. 즉 계절(철)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어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카잔차키스는 어른되기의 방법을, 일상
이라는 회로에로의 안착이 아닌, 주어진 책임감의 수행에서 마련해 나갔다. 자, 한편에는 크레
타가 놓여있고, 반대편에는 터키가 자리한다. “나는 맞선 양편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하며 내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전쟁을 할 만큼 어서 자라고
싶었다.”(84)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향에서 자신이 성장했으리라 여기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묻는다. “만일 터키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어떡하겠니? 그들이 안으로 들어와 넌 죽이
면 어떡하지?” 무서움에 맞서서 “전 겁을 내지 않겠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때, 카잔차
키스는 “사내다운 용기로 가슴이 가득” 차올라 “마음이 커지느라 뿌지직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111) 이런 상황을 실제 맞닥뜨려 무사히 넘기고 난 뒤 그는 “갑자기 아이에서
어른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고 써놓기도 하였다.(112)
왜 카잔차키스의 성인(聖人)은 영웅의 면모를 지녀야만 하는가. 두 가지 사실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① 카잔차키스는 크레타의 상황으로 인하여 투쟁이 존재의 형식이라는 사실을 생득
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리고 크레타 사내라면 투쟁의 복판으로 뛰어들어 상황 타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세계관을 형성해 나갔다. 이는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의무였
기에 타협의 여지가 없었고, 그에게 어른되기는 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② 다른 한
편에서 그는 죽음의식에 붙들려 있었다. 죽음의식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이와 맞설만한 무언
가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투쟁 과정을 목도하면서 카잔차키스는 자유가 죽음을 대가로 삼아
비로소 획득되는 가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죽음 건너편에 놓여있되 죽음과 등가를 차지하
는 것이 바로 자유임을 의식ㆍ무의식으로 깨달았다는 것이다. 카잔차키스의 성인은 ①과 ②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장(戰場)으로 나서야만 했다. 『영혼의 자서전』에는 그가 성인을 전장으로
인도하는 순간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성자들의 전설은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제는 내가 믿지 않게 되었다는 얘
기가 아니다. 믿기는 했지만, 성자들이 너무 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신 앞에서 자
꾸 머리만 조아리며 설설 길 뿐이었다. 내 몸 속에는 크레타의 피가 끓어올랐다. 크레타의 피
를 확실히 염두에 두지는 않았지만, 나는 참된 인간이란 아무리 곤경에 처했어도 신의 앞에서
까지도 저항하고, 투쟁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정을 내렸다.”(99)
2. 그리스도가 된 카잔차키스: 세 단계로 감행된 자유로의 비상
카잔차키스의 그림자는 죽음의식과 자유의지로 지어졌다. 그렇지만 두 개의 질료는 카잔차
키스의 의식을 거치면서 하나로 통합된다. 그가 만약 죽음의식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계기를
자유의지에서 포착하지 못하였다면 한낱 비관주의자로 생을 마감했을지 모른다. 역으로 말하
건대, 터키와의 대결 속에서 획득한 자유의지에 맹목적으로 휘둘렸다면 편협한 민족주의자로
경사했을 터이나, 죽음의식의 견제를 받으며 그는 수준 높은 예술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
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은 기억해 둘 만하다. “나는 거칠고 쉴 곳 없는 자유의 오
름길에 올랐다. 우선 터키인들로부터 찾아야 하는 자유, 그것이 첫 단계였고, 그 다음에는 내
면의 터키인인 교만과 악의와 시기로부터, 공포와 게으름으로부터, 눈을 멀게 하는 헛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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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과 흠모를 받는 대상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우상들로부
터 자유를 찾으려는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84~5)
「해방」에서 어린 시절의 종언을 선언한 카잔차키스는 곧이어 두 개의 절을 사춘기에 할애한
다음, 이후 「아테네」에서 「카프카스」에 이르는 열세 절의 제목을 모두 도시ㆍ국가ㆍ산ㆍ사막
과 같은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영혼의 자서전』 전체의 절반 분량에 해당하는데, 작가가
공간에 초점을 맞춰 써 내려간 까닭은 사춘기 이후의 삶이 구도를 위한 순례 과정으로 부각되
기를 바랐기 때문일 터이다. 「카프카스」 바로 뒤에 배치된 절이 「탕자 돌아오다」인 바, ‘탕자
의 비유’에 빗대어 자신의 여정을 정리하는 데서도 작가의 그러한 의도가 드러나기도 한다.
이를 카잔차키스 식으로 표현한다면 ‘자유의 오름길’이 될 터, 기실 사춘기 이후 귀향에 이르
기까지의 여정은 그가 제시하고 있는 상승의 세 단계와 일치하고 있다. “터키인들로부터 찾아
야 하는 자유”를 갈구했던 첫 번째 단계에는 「아테네」, 「크레타로 돌아오다―크로노스」, 「그
리스 순례」가 해당한다. 자유를 위협하는 터키가 국가 단위에 입각해 있는바, 이에 맞서기 위
해서는 우선 그리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감정을 고양시키는 것이 적절한 방안일 터, 아
테네ㆍ크레타ㆍ그리스에서의 시기에 카잔차키스는 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는 「이탈리아」 체험에서 마련되었다. 이곳의
백작 부인이 카잔차키스에게 보여준 환대는 분에 넘칠 정도였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이
탈리아를 떠나면서 카잔차키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서, 내가 행복감에 점점 길이 들어서 강렬함과 영광을 몽땅 상실하느냐, 아니면 그런 감
정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전과 마찬가지로 항상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며 완전히 자아를 상실
하느냐 하는 것이었죠.”(250) 이후 그는 이탈리아를 떠나 「나의 벗 시인―아토스 산」ㆍ「예루
살렘」ㆍ「사막―시나이」를 떠돌았으니, 내면의 악과 적극적으로 대결하였던 두 번째 단계는 이
렇게 펼쳐지게 되었다. “나는 내 삶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으며, 무엇보다도 나는 영원한 문제
들에 대한 해답을, 나의 해답을 우선 찾아내고, 내가 무엇이 될지는 다음에 결정해야 했다. 만
일 이 땅에서 장엄한 삶의 목적조차 발견하지 못한다면, 덧없고 하찮은 내 인생의 목적을 어
찌 찾겠느냐고 나는 혼자 생각했다.”(254~5)
두 번째 단계에서 카잔차키스는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초자아의 검
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의 전회(轉回)이다. 그가 아토스 산의 수도원들을 전전하며 목
격했던 것은 절대자 앞에 지극히 몸을 낮춘 수도사들이었다.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육체성까
지 수치스러워하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의 형상으로만 그리고 있었다. “주님은 항상
한숨을 짓고, 몹시 괴로워하고, 흐느껴 울며―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죠.”(282) 그리스도의 이
러한 형상에는 자책감(죄의식)에 사로잡힌 인간의 두려움이 투사되어 있다. 즉 자신이야말로
신(초자아)으로부터 징벌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속하였으니, 이를 조금
이라도 상쇄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안락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새로운 십계명이 죄
악과 미덕을 어떻게 분류할지”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와는 다른 “새로운 십계명이!” 필요
하다는 카잔차키스의 깨달음은 초자아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318) 그리고 시나이 사막 한가운데에서는 드디어 그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각하
기에 이르렀다.
카잔차키스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가. 그는 먼저 냉혹한 시선으로 자신을 검열하
는 존재가 기실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넌 도망칠 때마다 앞으로도
항상 내 목소리를 듣게 되겠지. (중략) 넌 아직 나를 모르나? 넌 내가 신의 목소리라고 생각
하겠지? 아냐, 난 네 목소리야. 난 항상 너와 함께 여행하고, 절대로 네 곁을 떠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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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376) 신, 즉 초자아가 카잔차키스 자신의 한 측면이라면, “인간은 누구나 반은 신”일 터
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절대자의 독생자이며, “육체와 정신의 투쟁”을 통하여
“신과의 결합”에 도달한 “그리스도의 신비는 단순히 특정한 교의(敎義)를 위한 신비가 아니라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판단이 가능해진다.(397~8) 이로써 카잔차키스는 죄의식에 쫓겨서가 아
니라, 존재를 고양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신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내 마음을 매혹시키고 나에게 무엇보다도 더 많은 용기를 주었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인간이 어떻게 벅찬 투쟁과 만용과 미친 듯한 희망을 품고 신에 도달해서, 신과 한 덩
어리 한 몸이 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사실이었다. 신에게 이르는 길은 이것뿐이었다. 그리스
도의 피투성이 발자취를 따라 우리들은 우리 내면의 인간을 혼으로 바꿔 놓아 신과 한 몸이
되도록 해야 한다.”(396~7)
자신을 포획하고 있던 죽음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카잔차키스가 더 이상 세계 도처를
떠돌아다닐 필요는 없어진다. 그러니 고향 「크레타」로의 회귀는 당연해 보인다. 그렇지만 고
향에서의 체류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곤란한데, 평온한 일상 속에서 영혼이 마모되어 길들여지
고 말 우려가 잠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탈리아」를 떠나며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의 도약이 가능해졌던 것처럼, 이번에는 「크레타」를 벗어남으로써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도약해야 할 상황이 펼쳐졌다.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세 번째 투쟁
의 첫 자리에서 그가 니체 사상을 접하고 이를 무기로 삼게 된 것은 필연이라 할 수 있다. 애
초 그의 의식/무의식은 ‘초자아―자아―이드’의 틀로 파악하기 용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었던
바, 니체의 ‘신(위버멘쉬)―인간―원숭이’ 설정은 이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43) 니체가 선포한
인간 바깥에 선험적으로 군림하는 신(절대가치)의 죽음은 그의 깨달음과 일치하는 까닭이다.
카잔차키스는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신으로의 상승”이 이루어져 한다고 『영혼의 자
서전』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22) 그만큼 그는 니체 사상에 동조하였다. 다음과
같은 선언은 니체의 목소리라 이해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신이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렵거나 희망에 찼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고 싶기 때문에 일하리
라.”(449~450) 니체 사상으로 무장한 카잔차키스는 종교와 맞서는 자리로까지 나아갔다. 종교
는 이제, 경건하게 추종해야 할 대상 영역에서, 극복하여 뛰어넘어야 할 우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종교에 관한 인식의 전도(顚倒)를 초래했을 만큼 니체 사상의 충격은 거대하였으
니, 카잔차키스로서는 「파리―위대한 순교자 니체」라고 하여 니체의 이름으로 파리 시절을 정
리할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비겁한 자와, 노예가 된 자와, 서러움을 받는 자로 하여금 위안을 얻어 주인 앞에 참고 머리
를 조아리며 (우리들이 유일하게 확신하는) 현세의 삶을 인내하게끔 만들기 위해 내세의 보상
과 벌을 심어놓은 종교는 얼마나 교활한가. 나는 격분해서 소리쳤다. (중략) 그렇다, 천국을
바라거나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유로울 리가 없다. 희망의 술집이나 공포의 지하 술 창
고에서 취하는 우리들은 부끄러운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며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
아왔던가!”(455~6)

43) “사람은 짐승과 위버멘쉬 사이를 잇는 밧줄, 심연 위에 걸쳐 있는 하나의 밧줄이다.”(프리드리히 니
체, 정동호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세상, 2000,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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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이라 하여 종교를 배격하였으나, 지금여기 펼쳐진 상황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한 내세
(來世)의 설정을 거부하였을 뿐, 인간이 품고 있는 영성까지도 카잔차키스가 부정했던 것은 아
니었다. 그러했기에 불교철학은 그에게 니체사상을 심화ㆍ확장시킬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었다. 예컨대 그가 설명하는 니체의 영원 회귀를 보라. “필연성에 의해 물질의 조합이 과거
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새로운 순간이 오리라. (중략) 우리들은 시간의 수레바퀴에서
변함없이, 똑같이 회귀한다. 따라서 가장 덧없는 사물들까지도 영원성을 얻었고, 가장 무의미
한 우리의 행동들은 가늠하기 불가능한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446~7) 이는 불교철학에서
의 윤회(輪回)와 비슷한 면이 있다. 물ㆍ불ㆍ흙ㆍ공기 따위의 원소가 인연에 따라 조합되면 하
나의 형체를 이루고, 형체를 유지하는 동안 생명체로 머물다가 생명이 다하면 애초의 원소 상
태로 분해된다는 것이 불교에서의 가르침이다. 물론 분해된 원소는 훗날 어떠한 인연의 의해
다른 형체를 이루게 될 터이다. 덧붙이건대, 여기에는 시간의 연결 고리만이 아니라, 뭇 생명
이 하나라는 공간적 인식 또한 내재해 있다.44)
그리고 구원에 관한 불교철학의 입장은 카잔차키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섰을 것이다. 그는
이미 니체가 선포한 신의 죽음에 동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타력(他
力)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름으로써 스스로 구원하는 방식을 취해야만
한다. 그러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주장은 얼마나 매력적으로 비쳤겠는가. “구원이란 모든 구
세주들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중략) 인류를 구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자가 구세주니
라.”(484) ‘일체유심조(一切唯心造)’라는 말이 있듯이, 불교철학에서는 구원을 자신의 바깥에서
찾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이로써 추구되는 것은 개인의 해탈로 한정되며, 이조차 영혼의 자
유만을 갈망한 데 머무르는 것은 아닐까. 물론 뭇 생명의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승화시켜 더
불어 해탈할 길을 모색한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카잔차키스의 붓다는 야만인들의 도시 침공에
도 이를 다만 자기 바깥의 일로만 치부하고 있으니, 「빈―나의 병」 시절 카잔차키스의 관심은
개인의 해탈(구원)에만 머물렀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기실 어린 시절 카잔차키스는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바 있었다. 죽음의식과 대면하여 개
체의 울타리 안에서 영혼 문제의 해결에만 골몰할 수 있었으나, 사회의 조건을 환기시켜 균형
감을 불어넣었던 것이 자유의지였다. 죽음의식과 자유의지의 결합은 ‘영웅성을 지닌 성인’
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숭고한 본보기라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죽음의식과 자유의지
의 길항은 카잔차키스의 의식/무의식을 추동하는 원동력인 만큼, 죽음의식의 방향으로 기울
어진 다음에는 자유의지가 발현하게 될 터, 성인 붓다의 길 위에 탑재한 것이 마르크시즘의
유물사상이었다. 「베를린」ㆍ「러시아」에서의 활동은 사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그렇
지만 그가 통상 통용되고 있는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자였다고 규정하기는 어렵겠다. 그리스도
(영성)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온전한 유물론자가 아니었으며,(572)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586) 자유의지의 분출 속에서도 죽음의식의
견제가 유효하게 작동한 증거로 이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44) 카잔차키스가 니체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그는 니체 사상에서
영원 회귀와 초인을 대조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영원 회귀는 희망을 지니지 못했고, 초인이 위대
한 희망이다.”(450) 삶을 의미 생성의 과정으로 파악했던 니체가 영원 회귀에서 희망의 단초를 확보
하지 못하였을까. 니체는 삶에 관한 이해 방식을 ‘있음(being)’에서 ‘됨(becoming)’으로 돌려세운 사
상가다. 이를 적극 평가하는 나로서는 카잔차키스의 니체 이해에 적극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것은 카잔차키스가 됨(becoming)의 관점을 시종일관 유지하며 『영혼의 자서전』을
써 내려갔다는 사실이다. 그도 의미 생성에 관한 니체의 견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진술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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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의 마지막 여정인 「카프카스」는 탕자의 귀환을 예비하는 수순에 해당한다. 그가 카프카스
에서 볼셰비키에게 처형될 15만 명의 그리스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한 것은 서른여섯 살이었던
1919년의 일이나, 러시아에 방문하였던 마흔네 살 1927년의 사건보다 뒤에 배치한 까닭이 여
기에 있다. 이제 자유로의 비상을 향한 카잔차키스의 고단한 여정은 막을 내리고 정리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3. 인간의 숙명과 신에게 이르는 길
인간은 신을 향해 나아갈 뿐,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예컨대 카잔차키스가 빈 시절 앓았던 ‘성
자의 병’을 떠올려 보라. 시나이 사막을 벗어날 즈음 그는 이미 초자아(신)의 검열로부터 자유
로워질 수 있는 인식을 갖추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상가도 개ㆍ돼지 따위와 마찬가
지로 먹고 배설하는 생물로서의 육체성을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유년기에 깊숙하게 새
겨진 초자아(신)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 아닐
까. 인간에게 허용된 것이라곤, 육체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이나 자신의 영성을 계
발할 수 있는가, 달리 말하자면, 초자아(신)의 검열로부터 어느 수준으로까지 벗어날 수 있는
가를 둘러싼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카잔차키스라고 하여 인간의 숙명에서 예외였을 리 만무
하다.
처음 길을 나섰을 때 카잔차키스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그는 감히 다음과 같이 써
내려갈 수 있었다. “글을 쓰면서 나는 으쓱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내 기분 맞도록 현실을 멋
대로 변형시키던 나는 신이 아니겠는가? (중략) 그는 흙을 빚어 세상을 창조했고, 나는 어휘를
빚는다. 신은 지금처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인간을 만들었고, 나는 꿈을 이루는 공기와 상상
력으로 시간의 횡포에 항거하는 인간을, 보다 영적인 인간을 빚어내리라. 신의 인간은 죽지만,
내가 창조한 인간은 살리라!”(192~4) 하지만 먼 여정에서 돌아와 삶을 정리하는 시점에 이르
러서 그는 처음처럼 자신만만할 수가 없었다. 삶의 종착역으로 진입할수록

그간의 모든 노력

이란 자신에게 드리운, 그래서 결국 자신의 것으로 들러붙은 그림자를 뛰어넘으려는 시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에서 오직 한 사람, 아버지만을 두려워했었다. 이제 내가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인
가? 어렸을 때 눈을 들어 보면 그는 거인처럼 느껴졌다. 자라는 동안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
집과, 나무들 그리고 모든 사물들이 줄어들었다. 아버지만이 어릴 적에 본 그대로 항상 거인
으로 남았다. 내 앞에 우뚝 솟은 아버지는 내가 받을 몫의 햇빛을 막아섰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사자의 굴에서 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비록 내가 갈팡질팡하고, 떠돌
아다니고, 힘든 지적인 모험에 몸을 던져도, 아버지의 그림자는 항상 나와 빛 사이를 막아섰
다. 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일식(日蝕) 밑에서 항해했다.
나의 내면에는 많은 어둠이, 많은 부분의 아버지가 존재한다. 이 어둠을 빛으로, 한 방울의 빛
으로 바꿔 보려고 나는 평생 결사적으로 싸웠다. 그것은 연민이나 휴식도 없는 가혹한 투쟁이
었다.”(661~2)
하지만 그가 정녕 전하고 싶었던 바는, 그와 같은 토로가 아니라, 다음 대목에 집약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완전히 패배를 당하지 않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도 못했다. 나는
끊임없이 투쟁한다. 당장이라도 나는 전체가 파멸할 터이며, 당장이라도 나는 전체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도 나는 심연 위의 ‘아슬아슬한 다리’를 건너는 중이다.”(662) 십자가를 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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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다에 올라 못 박힘으로써 인간 그리스도는 그 스스로 신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나는 판
단한다. 물론 어떠한 인간도 각자의 십자가를 메고 저마다의 골고다에 오를 터이나,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치 못하여 도중에 주저앉고 마는 탓에 신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던 카잔차키스는 과연 신의 아들 반열에 올랐던가. 글쎄, 자신 안
에서 스스로 구원하고자 나선 자에게 그러한 평가가 굳이 필요할까. 인간이 세워놓은 우상을
잣대 삼아 내리는 측정은 십중팔구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다가 결국엔 가뭇없이 증발
하고 말 터이기 때문이다.
카잔차키스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가 이룬 성취를 내세우는 대신, 『영혼의 자서전』 가운데
「『오디세이아』의 싹이 내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었을 때」 부분을 조용히 퇴고해 나갔다. 거기
에는 다만 “나는 끊임없이 투쟁한다.” 라고 나타나 있고, “아직도 나는 심연 위의 ‘아슬아슬한
다리’를 건너는 중이다.” 라고 적혀 있을 따름이다. 카잔차키스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십
자가를 짊어지고 충실히 골고다 언덕에 올랐다는 사실만큼은 이로써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진정한 자유인의 표상이 빛을 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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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 위 아슬아슬한 다리에서 펼쳐진 부단한 투쟁의 기록」에 대한 토론문
박성애(서울시립대)
이 글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자서전』을 통해 카잔차키스의 삶이 구원에 이르는 부
단한 투쟁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카잔차키스의 소설의 저변에 깔린 의식과 무
의식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늘 자신과 투쟁하며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글의 논리와 그것을 증명해내는 방식에 동의하면서, 다만 몇 가지 궁금증을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1. ‘죽음-의식’은 명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는 2쪽에서 “그가 짊어진 초자아에
대한 불안이 죽음-의식에 침윤해 있는 탓에 항상 이와 맞대면해야 하였으며, 바로 그 지점에
서 어떻게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초자아에 대한 불안이
카잔차키스의 의식을 파고들어, 그가 죽음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며 지냈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
요? 이는 이 글의 중요한 키워드인 ‘그림자’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초자아의 엄격함이 오히려 자신에게 향하는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 충분히 동의 가
능하며, 카잔차키스의 죽음에의 끌림이 이러한 공격성과 밀접하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다만,
초자아의 형성에 아버지와 다른 요소들을 함께 서술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
어 그리스나 크레타, 혹은 크레타의 가부장적(일 수밖에 없는) 질서, 정교의 신 같은 것.
3. 이와 더불어 카잔차키스가 미할리스를 ‘난폭한 아버지’로 정리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습니다. 미할리스의 많은 부분이 ‘난폭한’이라는 어휘로 설명 가능하지만, 한편으로 ‘난폭한’
은 ‘거친’, ‘감정을 억제하는’, ‘분명한 질서가 있는’, ‘용기 있는’ 등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생
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부여한 강한 질서와 힘을 카잔차키스는 부정하고 싶으면서도 일정 부
분 긍정하는 듯합니다.
카잔차키스는 “또 한 가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부모 두 사람의 존재는 내 손에서도
확실히 나타난다. 오른쪽 손은 무척 튼튼하고, 민감성이 전혀 없으며, 완전히 남성적이다. 왼
쪽은 지나칠 만큼 병적으로 민감하다”45)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힘의 부분 부분은 부정적으로 이해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일부임은 분명히 인정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탕에 두고 카잔차키스는 “영웅성을 지닌 성인”, 즉 서로 전혀
다른 두 힘이 함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아슬아슬한 다리”는 카잔차키스의 글을 이해하는 훌륭한 핵심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니
체적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카잔차키스가 “아슬아슬한 다리”를 놓아 극복하고자 한 것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분열된 세계는 아닐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터키’와 ‘그리
스’, 성직자에 대한 ‘증오’와 ‘끌림’(성인과 영웅), 강렬한 ‘죽음 충동’과 그것이 있을 때만 발

45) 니코스 카잔차키스, 안정효 역, 『영혼의 자서전』, 열린책들, 2015,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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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삶의 환희’, ‘죽음’을 각오해야만 얻어지는 ‘자유’, “비관주의자”와 “민족주의자”(p.4.)
등. 이 분열을 그의 몸으로 통합해냄으로써 마침내 그리스도가 되는 것, 십자가를 통해 분열
된 것들에 다리를 놓는 일이 그가 삶으로 한 투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잔차
키스는 분열된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지우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면서 그 사이를
걸으려 했기에 허무주의와도 이별하고 일방적 사상의 폭력과도 이별할 수 있었고, 그렇게 걷
는 길이 곧 그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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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우의 시에서 나타난 여성 형상화:
모성성을 중심으로
김한성(숙명여대)
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들어가며
2. 황석우의 시에 나타난 모성성
3. 고뇌하는 고양이
4. 결론을 대신하여
1. 들어가며
리타 펠스키는 영화로 각색된 리타 교육하기(1981)를 다룬 글에서 문학교육의 가치가 변
화되고 있음에 주목한다.46) 영화 속 리타는 포스터의 하워즈 엔드(Howards End)를 쓰레기
라고 보거나 입센의 페르 귄트(Peer Gynt)를 라디오로 상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
는, 문학의 문외한이었다. 프랭크에게 수업을 들으면서 리타는 문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본
다. 그녀에게 고급문학과 대중문학의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블레이크와 셸리의 시문학,
입센과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향유할 수 있게 된 리타는 대중문학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간
다. 그녀는 지적으로 성장해감에 따라 노동자 계층인 전기기사 남편 대니와 헤어지게 되었고,
학교에서 만난 지식 청년들과의 교류로 이어진다. 리타는 문학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다.
상징주의 문학은 대표적인 고급예술로, 대중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즐거워하는 대중예술과
는 이질적인 속성을 보인다. 그 결과 상징주의의 수용자들이 대중과 소통하려 할 때 ‘상징주
의’는 비판의 프레임이 되기 쉽다. 상징주의 작품에 내재한 암시는 의미의 불확실성이나 다양
한 해석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명쾌한 주제와 쉬운 언어로 이루어진 멜로드라마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다. 상징주의 시인 황석우 역시 이런 비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금
일의 일본의 자각한 민중계급의 저 상징주의에 대한 공격과 그 비난”의 속성을 나름 인지하고
있었다.47) 상징주의 예술이 “일부 귀족적 천재 계급의 일종의 사치의 오락적 유희에 불과하였
다” 는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48)
폐허 창간호(1920.7)에 실린 황석우의 초기 시는 당시에 유행한 상징주의의 암시를 배면
에 드리운다. 이들 시는 한국 시문학사에서 상징주의 작품으로 종종 거론되고 있는데, 비교문
학적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보들레르, 영국의 예이츠, 일본의 미키 로후, 하기와라 사쿠타로 등
이 언급되어 황석우 시론과 시 텍스트와의 유사성이 치밀하게 검토되었다.49) 그의 초기 시는
46) 리타 펠스키, 이은경 옮김,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여이연, 2010, 215-220면.
47) 황석우, ｢현 일본사상계의 특질과 그 주조｣, 개벽 1923.4 (김학동·오윤정 편, 황석우 전집, 468
면에서 재인용.)
48) ibid.
49) 대표적인 비교문학 연구로 한승민, ｢하기와라 사쿠타로와 황석우의 시 속에 나타나는 상징주의적 유
사성｣, 人文學硏究 10,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225-240면.; 구인모, ｢한국의 일본 상징
주의 문학 번역과 그 수용-주요한과 황석우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5, 국제어문학회, 2009,
107-139면.; 허주영, ｢"1910∼20년대의 상징주의 수용 양상과 실패 요소 분석- 황석우 초기 상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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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암시된 상징주의의 문법을 따르고 있
으며, 저녁·침몰·죽음과 같은 시어들이 반복되어 세기말 시의 느낌도 준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황석우가 참조한 보들레르와 예이츠의 세기말 시 작품이 에로티시즘을 그 기저에 깔고
있는 반면, 황석우의 초기 시에서는 유혹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지워진 채 정신적이고 고답적
인 목소리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50)
이 글은 황석우의 초기 시에서 상징주의 시의 에로티시즘이 지워지고 그 자리를 정신적 고
답주의가 차지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려 한다. 그에게 시어 기호 “여성”은 삶과 죽음의 비유
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즉 소녀, 어머니로 주로 형상화된 여성은 삶(모성), 죽음(음탕한 여
성)의 비유로 활용된 면모를 보인다. 이는 시적 화자가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상징주의의 암
시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서, 문학작품의 예술성 강화에 여성 혹은 모성의 목소리가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다. 이는 황석우에게 여성성이란 예술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며, 그의
시에 나타난 여성의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모성의 목소리로 귀결되어 모성에 대한 강한 집착과
여기에서 파생된 결벽성이 그의 상징시의 근본을 이루게 하였다. 모성성에 대한 시인의 강박
관념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되풀이되며, 그 결과 여성과의 관계 맺음에 실패하였던 시인의
삶도 여기에서 연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51)
2. 황석우의 시에 나타난 모성성
황석우의 초기 시에서 여성형상화가 모성으로 구현되는 대목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창조
6호에 발표한 ｢눈으로 애인아 오너라｣에서 애인은 모성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인 애인의 개
념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에로티시즘의 결여가 드러나 있다.
아아 너는 나의 전 존재의 비서관일다,
아아 너는 나의 전 존재의 발동기發動機일다
나의 생애는 너의 손에 의하여 기록되며
나의 객차 같은 실재實在는
너의 애愛의 화력火力에 의하여 닫는다.
애인아, 너의 눈은
나의 생명의 노정기路程記며,
애인아, 너의 입은
나의 생명의 오페라(歌劇)며,
애인아, 너의 언제든지 따뜻한 손은
나의 너에게 받드는 송가頌歌 애의 옥반대玉盤臺일다
-｢눈으로 애인아 오너라｣에서 (창조 6호, 1920.5)52)

이 시에서 ‘애인’은 생명을 상징하지만, 에로티시즘은 결여된 존재로 보인다. 시어 ‘애인’은 시
적 화자에게 ‘여행할 길의 경로와 거리를 적은 기록’(路程記)로 비유되며, 오페라를 통해 생명
을 주는 존재이지 함께 사랑을 나누거나 공유하는 관계로는 놓여있지 않다. 더구나 이 시에는
에 나타난 상징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73, (2017):103-137면 참조.
50) 황석우는 ｢일본시단의 2대 경향｣에서 예이츠의 시론을 참조하여 상징주의를 정의하였다. 김학동 ·
오윤정 편, 황석우 전집, 386-7면. (이하 황석우 전집으로 표기)
51) “1935년 1월 여성문제로 구속되었다가 3월의 재판에서 무혐의로 풀려나다” 황석우 전집, 605면)
52) 황석우 전집, 219-210면에서 재인용.

- 29 -

갖은 한자어가 남용되어 있어 우리말의 운율이 주는 실재감이 부재하는 등, 효과적인 리듬으
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남성 지식인에게 애인은 생명력을 일깨우는 뮤즈로 보이지만, 생명
력을 주는 방식은 정결하고 고결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이 시에서 ‘애인’은 생명을
허여하는 모성에 국한된다. 이러한 모성에 국한된 애인의 형상화는 애인의 양가적 속성을 강
조한 선배시인들의 작품과는 차이를 보인다. 악의 꽃에 수록된 보들레르의 시 ｢고양이｣는
양가적 에로티시즘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리 오너라, 예쁜 내 고양이, 사랑에 빠진 내 가슴으로.
그 발톱은 감춰두고
금속과 마노가 어우러진
예쁜 네 두 눈에 잠기게 해다오.
내 손가락은 한가롭게
네 머리와 탱탱한 등을 쓰다듬고,
나의 손이 기쁨에 취해
짜릿한 네 몸을 만질 때,
내 여인을 마음속에 그려본다. 그녀 눈매는,
사랑스런 동물아, 마치 너의 눈처럼
그윽하고 차갑겠지, 투창처럼 날카롭게 꿰뚫겠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묘한 기운과 치명적 향기가
그녀의 갈색 몸 둘레를 맴돌겠지.53)

보들레르의 이 시는 촉각, 시각, 청각이 모두 결합된 시로 시적 화자와 고양이 간의 긴장 관
계가 양가적으로 그려진다. 마지막 연의 시어 ‘묘한 기운과 치명적 향기’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관통하여, 시적 화자가 파악할 수 없는 생물인 동물 ‘고양이’의 매력이 극대화된 부분이다.
시적 화자에게 여성은 그윽하기도 하며 차가운 태도를 지녔으며, 남성성을 위협하는 날카로
움을 지닌 팜프 파탈로 여겨지기도 한다. 동시에 이성에게 손길을 허용하는 순종적인 모습도
보여 시적 화자는 이 대상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시적 화자의 통제불가능한 심리 상태는 사
랑의 감정에 내재한 불확정성과 애매모호함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기에, 시적 화자는 자신의
통제불가능성을 대상이 주는 짜릿한 매력과 연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매력은 언어기호로 충
분한 공감각적 매력을 발산하고 있기에 이 시는 단시임에도 불구하고 암시의 힘을 극대화하여
독자들에게 나름의 여운을 남겨준다.
이 시는 여성을 향한 기존의 윤리의식을 전복하여 팜프 파탈과 모성성의 미학을 적절히 결
합하고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황석우의 시 ｢눈으로 애인아 오너라｣의 마지막 행은 결국 “눈
만으로, 눈만으로 애인아 오너라”54)로 마무리된다. 시적화자는 시각적 이미지(눈) 외에 다른
이미지를 차단하고, 시각을 통한 영적인 정신성을 강조한다. 이는 그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벽모의 묘｣에서도 되풀이되는 면모를 보인다.

53) 샤를 보를레르, 김인환 옮김, 악의 꽃 문예출판사, 2018, 79-80.
54) 황석우 전집, 21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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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뇌하는 고양이: ｢벽모의 묘｣를 중심으로
황석우의 대표시 ｢벽모의 묘｣는 한국근대시사에서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평가되
었고 그 작품의 수준을 두고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는 유사한 시기에 동경에서 유학한 주
요한의 ｢불놀이｣(1919)의 수용 양상과는 사뭇 다른 지점을 노출한다. 주요한의 ｢불놀이｣는 높
은 문학사적 평가를 받는 반면,55) ｢벽모의 묘｣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가 상당히 뒤따르기 때
문이다. 이는 ｢불놀이｣에서 암시된 불·물의 상징이 한국 고유의 전통인, 대동강 축제 때 연주
된 수심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56) ｢벽모의 묘｣에 암시된 고양이 상징은 일본 상징주의
시단을 매개로 보들레르의 시에서 이식되었다는 문화이식론적 관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 예로 김흥규은 황석우의 ｢벽모의 묘｣를 신비적 몽환성을 강조하려는 견해에 반대하여
“외국의 문예사조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또는 문학적인 의의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평가했다.57) 또한 김윤식은 “황석우가 표방한 상징시는 다분히 이론적 경직성에 닿
아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하며, ｢벽모의 묘｣와 황석우가 번역하여 실어놓은 미키 로후의 시 ｢
해설｣과의 유사성을 지적한다.58) 이런 평가는 황석우의 상징시가 미키 로후의 작품을 뛰어넘
지 못하고 모작에 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기에 “절대의 탐구에 실패하여 ｢자연송｣(自然頌)
같은 기괴한 시로 전락”한 것으로 귀결되었다.59) 나아가 김용직은 황석우 시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며, 그 주요 이유로서 “구체적 표현 매체라고 할 한국어에 능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다.60)
그럼에도 황석우 시를 긍정적으로 본 초기 연구자로 정한모를 들 수 있다. 그는 황석우를
시 문학사에서 높게 평가한다. “...황석우는 상징적 구상화의 방법을 지향하여 초기 시단에 하
나의 방법론적인 골격을 형성하고 퇴폐적 감상주의의 체질을 도입하여 초기시에 퇴폐와 우울
이라는 특성을 형성하게 한 시인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그가 중앙시단, 장미촌, 조선시단
등 전문 시지를 간행하였다는 기여와 함께 초기 시단에서 선구적 시인의 하나로 꼽히게 하고
있는 것이다.”61) 또한, 조영복은 ｢벽모의 묘｣에 나타난 “황석우 시의 불명료함과 관념성은 바
로 이 서구적 관념의 전사라는 고뇌”로 보았으며, 이를 “근대시의 미학적· 형식적 정제과정”
으로 명명하였다.62) 나아가 권유성은 “벽모의 묘는 1920년대 초기 새로운 문학인들의 이상을
실제 작품을 통해 실현해 보여준 첨단의 그리고 전형적인 작품”으로 높이 평가한다.63) 그는 ｢
벽모의 묘｣를 미적 근대성이 최량으로 발휘된 1920년대의 작품으로 보고 부정적인 선행연구
와는 차이를 드러낸다.
｢벽모의 묘｣에서 드러난 고양이의 형상화는 시적 화자를 매력적으로 유혹하는 보들레르의
고양이와는 사뭇 거리를 보인다. 폐허 창간호에

｢벽모의 묘｣와 함께 발표한 ｢상여｣(想餘)에

서 말했듯이, 황석우는 폐허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마치 얽박고석의 못생긴 계집이 대낮

55) “신체시와 근대시의 분수령을 이룬 문자 그대로의 획시기적인 작품” 김용직, 한국근대시사상, 학
연사, 2002, 142.; 오세영, 한국 현대시 분석적 읽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2-18.
56) 신범순은 불놀이를 수심가의 전통을 이은 작품으로 평가한다. 신범순. ｢주요한의 「불노리」와 축제
속의 우울(1)｣, 시작 VOL.1 NO.3 (2002):206-220 참고.
57) 김흥규, ｢근대시의 환상과 혼돈｣,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비평사, 1980, 198면.
58) 김윤식, ｢황홀경의 환각과 역사성｣, 김윤식선집5, 솔, 1996, 62-3면.
59) ibid, 64면.
60) 김용직, 위의 책, 167-173면.
61) 정한모, ｢20년대 시인들의 세계와 그 특성｣, 문학사상 1973.10, 322면.
62) 조영복, 1920년대 초기 시의 이념과 미학, 소명, 2004, 293면.
63) 권유성, ｢1920년대 초기 황석우 시의 비유 구조 연구｣,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2006, 25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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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여쁜 사나이들의 앞을 나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다소 과격한 성차별적 비유
를 사용한 의도를 덧붙인다. “그러나 추녀에게는 세상의 더러운 유혹에 용이히 빠져 넘어지지
않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64) 사라 코프먼이 지적했듯이 남성이 “여성처럼 글을 쓰는
것은 전통과 뿌리, 부친, 부자 관계, 권위, 정체성 등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도전하는 것이
다.”65) 황석우는 동인지 폐허를 얽박고석의 추한 계집으로 비유하여 대상독자로 상정된 “대
낮에 어여쁜 남자들”에게 읽히고자 했다. 이는 폐허가 다른 동인지와는 달리 기존의 관념에
도전하고자 한 잡지임을 의미한다. 그는 성차별적인 비유를 활용하여서도 폐허의 독특한 가치
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기존의 잡지와는 다르다는 ‘차이’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
이며, 이는 동료 문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66)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폐허에 실린 ｢벽모의 묘｣에서 형상화된 고양이는 유혹하는 여성과 거리가 먼, 정신세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대상이다. 고양이가 보여주는 애정은 끓고, 삶는 애정이며, 이는 태양과
기독의 정신으로 소독된 애정이다. 이 애(愛)에서 육욕와 음탕의 정서는 사라지고 태양과 기독
의 정신이 승화되었다. 이런 비유는 ｢상여｣(想餘)의 추녀 비유와 상호관련성을 이루어 시인이
여성을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이 전경화되었던 것이다.
어느 날 내 영혼의
낮잠터 되는 사막의 위 숲 그늘로서
파란 털의 고양이가 내 고적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애, 너의
온갖 오뇌(懊惱), 운명을
나의 끓는 샘 같은
애(愛)에 살짝 삶아 주마.
만일에
네 마음이
우리들의 세계의
태양67)이 되기만 하며
기독(基督)68)이 되기만 하면."
-황석우, ｢벽모(碧毛)의 묘(猫)｣ 전문, 폐허(1920.7)

이 시에서 ‘파란 털의 고양이’는 물, 나아가 바다의 무궁무진한 정신과 연결된다. 시인은 대
중시보에 발표한 글(1921.5)에서 해를 바다와 연계한바 있다.69) 위 시에서 5행 이후 주어진
64) 황석우 전집, 564면에서 재인용.
65) Sarah Kofman, The Enigma of Woman: Woman in Freud's Writings (1985).
66) “아름답지 않은 외모는 신이 여성들을 단지 남성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님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복종을 거부하는 아름답지 못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된다.” 팸 모리스,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46면.
67) 이순선은 이상 세계를 대표하는 시어로 태양을 보고 있으며, 전미정은 “태양은 여성을 상징하는 봄
과 함께 조화롭게 모든 생명을 길러 내는 공동의 일꾼”으로 바라본다.(전미정, ｢에코페미니즘으로 본
황석우의 시세계｣, 234면.)
68) 황석우가 기독교 근본주의자는 아님에 주목할 것. “...모든 종교 근본주의자는 전 세계에서 암살과
테러를 자행하면서 자유의 문제에 대한 토론을 금하고자 한다.” 콜린 워드, 김성국 옮김, 아나키즘이
란 무엇인가, 이학사, 2019,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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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에 충족한다면, 사막은 열천으로 바뀌고, 오수장(낮잠 터)의 좁은 공간은 무궁무진한 바
다로 변화하게 된다. 한승민은 이 시를 “보들레르의 ‘교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물질세계
와 정신세계가 마치 소리와 메아리처럼 화답하여 부르고 대답하는 것인 만물의 조응을 나타
낸”다고 보았다.70) 만물조응과 연결 관계는 인정되지만, 보들레르의 고양이 시편들과 이 시가
구분되는 점은 여성의 에로티시즘이 지워졌다는 점일 것이다. 털이 지닌 촉각의 에로티시즘은
사라졌으며, 대신 고답적이고 영적인 정신이 강조되었다. 이는 황석우가 보들레르가 고양이를
그려낸 방식과 달리, 여성을 에로티시즘이 지워진 모성으로 치환했기 때문이다. 에로티시즘이
아닌 모성의 힘으로 시적 화자의 마음은 태양, 기독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여성형상화가 지닌
기존의 양가적 생명력을 버리고 단일한 메시지로 나아가는 다소 직설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었
다.
몇몇 연구자들은 ｢벽모의 묘｣에 나타난 태양과 기독을 향한 정신을 자유주의 아나키즘과 연
계하였는데, 그가 보인 자유주의 아나키즘의 속성은 고결한 정신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는
그의 푸른 고양이가 하기와라 사쿠타로나 기타하라 하쿠슈가 형상화한 ‘청묘’가 아닌 ‘벽모’임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시 ｢석양은 꺼지다｣에서도 시어 기호로 “벽공색”이 등장하여, 이 벽
색의 고답적 특성을 더 정치하게 형상화시켜주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비록 2~3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황석우가 경도된 상징주의와 아
나키즘을 연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상징주의가 갖고 있는 유토피아적 세계의 열망이라는 문
제틀이 당대 지식인들에게는 아나키즘 담론의 이상주의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다.71) 황석우는 아나키스트로 국가가 영구불멸의 생명체임을 부정했다. 그는 “...국가는 한 제
도이다. 일정의 수명을 가진 한 개의 생명체이다. 이것은 외래의 정복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
여(저 개인의 생명과 같이) 사망을 내하는 것이다” 라며 국가의 존재를 절대시하지 않았다.72)
상징주의 시에서 나타난 코스모폴리탄의 정신이 아나키스트와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상징주의 시가 지닌 엘리트 취향은 그를 민중지향적인 아나키
스트로 보게 하는데 문제를 제기한다. 프랑스 상징주의, 영미 상징주의, 일본 상징주의를 서로
구분하고, 현철, 주요한과 벌인 논쟁에서 자유시와 신체시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점에서 그는
코스모폴리탄의 정신을 꿈꾸는 동시에 나름의 민족지향을 지니고 있었다.73) 신체시는 일본 신
시의 용어이기에 이를 지양할 것을 여러 지면을 통해 역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오스기
사카에(大杉栄) 등으로 대표되는 아나키즘 운동에 몸을 담그면서도 그는 민족이라는 키워드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황석우에게 코스모 폴리타니즘과 민족정신이라는 모순은
상징주의 시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모성 형상화는 이를 뒷받침한다.
그의 시에서 여성 비유는 고결한 정신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시 ｢별과 달｣에서 보듯
여성의 타락은 죽음과 연계되었다.74) 그는 여성의 생명력을 모성성으로 치환하여 모성성을 최

69) “희, 일본이어 ‘바다’로 나가라, 바다에서 살아라. 곧 저 라스킨의 이른바 ‘정신적 정부’를 세우라.
나는 이 러스킨 씨의 부르짖은 바의 정신적 정부란 말을 고쳐 ‘해海의 국가’, ‘해의 정부,’ ‘해의 정
치’라 부르려 한다.” 황석우 전집, 465면에서 재인용
70) 한승민, 앞의 논문, 235면.
71) 조두섭, ｢1920년대 한국 상징주의시의 아나키즘과 연속성 연구｣, 우리말 글 26, 우리말글학회,
2002, 335면.
72) 황석우 전집, 462면에서 재인용
73) 황석우, ｢주문치 아니한 시의 정의를 일러주겠다는 현철군에게｣, 개벽, 1921.1; 황석우, ｢자연송에
대하여-주군의 평을 궤독하고서｣, 동아일보 1929.12.24.
74) 별들은/셈 빠른 여자의/날카로운 눈동자 빛 같고/달은/음탐淫貪한 여자의/길게 빼 물은 혀 바닥 같
습니다. -｢별과 달｣(조선일보, 1931.12.2.)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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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고결한 가치로 두었다. 그 결과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은 시 ｢벽모의 묘｣에서 유혹하는
고양이 형상화는 지워졌으며, 음탕한 여성은 고결한 태양정신과 구분되는 달의 은유로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시 세계가 지닌 윤리적 경직성은 그의 문학을 퇴보시킨다. 황석우 시에
나타난 정신적 고답성의 강조는 김동인, 임노월, 박영희, 이상화 등이 남긴

유미주의 예술과

거리를 형성하게 하였고, 상징주의의 주도권을 유미주의 유파에게 내주게 된 것이다. 더욱이
고전적 모성성으로의 회귀는 그가 전념했던 상징주의의 애매모호한 암시와 어긋나는 지점이
며, 아나키즘의 전위적 성격과는 정반대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황석우 시가 지닌 정신적 고답
성이 모성성과 연계되고 경직화되면서, 그의 상징시가 주었던 신선한 충격은 사라지게 된다.
시인의 전망은 상징주의와 아나키즘을 거치면서 모순과 균열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가 1929년에 발표한 중기 시집 자연송은 모성성에 갇힌 시인의 현주소를 드러낸다. 이
시집은 정신적 고답성, 모성성, 자연 사물의 삼위일체를 본질화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주요
한이 이 시집에 관해 “결국 일개의 유희-장난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75)는 혹독한 비판을 퍼
부었던 이유는 우주만물을 포함한 자연을 시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20년대 초 상
징주의 시에 드러난 정신적 고답성과 모성성의 결합이 자연 비유와 어우러져 그대로 되풀이되
고 있기 때문이다. 20년대 말에 이르러 어느덧 시대적인 흐름에 뒤처진 고답적 상징주의와 근
대화 시기 극복대상으로 폄하되는 모성성의 되풀이 된 결합은 황석우 문학 세계의 진전에 장
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76)
4. 결론을 대신하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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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우 시 연구」에 대한 토론문
홍주영(공군사관학교)
김한성 선생님의 논의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우문으로 토론을 대신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성에 대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논의에서 모성은 여성성이 아직 문명화되
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는 듯합니다. 특히 황석우의 자연송에 이르러, 모성과 정신 그리고 자
연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 ''본질화하는 오류''라고 평가하시면서 essentialism 즉 본
질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황석우의 모성지향과 자연송의 성격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많은 흥미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문학의 생태학적 고도를 일찌감치 달성한 시인으로 황석우를 꼽습니다. 그리고 아나
키즘에 대한 논의가 생태학과 연관되는 논의도 있고 또 저도 그쪽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즉,
모성이라는 것을 미달태로 보는 것은 상징주의 기준의 판단인지 혹은 페미니즘 기준의 판단인
지 알고 싶고, 또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청합니다.
두 번째, 이는 모성의 개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모
성과 모성성을 섞어쓰고 계셔서 이에 대한 정리를 부탁드리구요, 저는 모성이라는 단어를 써
보겠습니다.
저는 모성과 여성성이 결합되는 방식이 큰 시대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
대의 방식은 남성성이 절대화된 것과 같게 여성성을 절대화하기 위해 모성을 평가절하하는 것
처럼 보이며, 봉건적인 유습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방식은 절대화된 모성과 남편(아버지)아들의 공모로 여성성을 억압하는 형태일 듯합니다. 여성들이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는 이 공모를 반드시 깼어야 했고 또 지금도 그러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성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없을까요. 신범순 선생님이 말하는
고대적인 방식이 그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하고, 여성성을 속박하는 익
숙한 본질주의적 기획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는 에로티시즘에 대한 것입니다. 황석우의 시적 대상이 에로티시즘을 담지하지 않
았기 때문에 그 시적 대상이 여성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연송의 모성으로
서의 대자연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황석우 연구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
서 오늘 발표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성에 에로티시즘을 접목했다면 황석우의 시는 정말 이상하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이 지점. 발표자께서 시적 대상이 모성일 것이라 추정했던 그 지점, 그리고 저 역시도 모성과
에로티시즘이 접목되면 이상할 것이라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탈성화, 성
적인 중립으로서의 어머니를 정식화하는 오이디푸스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를 깨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면, 에로틱한 어머니라는 다소 ''패륜적''인 기획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좀 악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해본 생각이구
요, 질문은 아닙니다.
상징주의와 절대적 대상으로서의 여성, 여성의 에로티시즘, 모성과 자연, 아니키즘 등 굵직
한 개념들 때문에, 저의 토론에서도 황석우가 가려진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문에 그친 듯하
고, 이 분야에 깊은 고민을 해오신 선생님의 현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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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nted and Hunted by Religious Capitalism: Mad Max and
Co-operative Redemption
이희구(중원대)
2017년 조지 밀러의 새로운 <매드맥스 퓨리 로드>는 전작이었던 매드맥스 삼부작의 세계와
주인공의 이름을 공유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지끔까지 여성주
의 관점에서 자주 분석되어왔지만, 이 발표문은 영화를

종교화된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새롭

게 조명하려고 한다. 주인공 맥스와 퓨리오사의 삶은 종말론적인 미래에서 그려지지만, 이 미
래는 우리의 현재와 다르지 않다. 현재는 실존(ontology)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과거와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침범으로 만들어진다는 환영적 혼톨로지(hauntology)이다. 맥스의 현재
는 한편으로 기름과 자동차, 그리고 군산복합체로 대표되는 미국 자본주의 판타지와 그의 피
해자들로 구성된 과거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 퓨리오사가 꿈꾸는 새로운 낙원인 “초록의 장

소”의 미래를 통해 구성된다. 이 두가지 혼톨로지 사이에 놓인 맥스의 현재는

자본주의의 화

신으로 등장하는 임모탄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 담론으로 완성된다. 임모탄은 자본주의적 욕망
의 상징인 자동차, 기름, 무기 등을 구원서사를 통해 인간들을 사냥하고 길들인다. 영화는 자
본주의가 끊임없이 부추기는 공포와 이에 따른 종교화된 “생존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
을 협동적 경제 모델을 통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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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nted and Hunted by Religious Capitalism”에 대한 토론문
방인식(금오공과대학교)
1. 선생님께서 발표 내용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성과 관련해 첫 번째 질
문을 드립니다. 프레드릭 제임슨이 주장한 것처럼 과거나 미래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투영
이 아니라 현재의 입장에서 특정 대중적 이미지나 전형성의 틀로 소환해 낸 구성물이라면, 그
전형적인 대중 이미지가 굳이 왜 자동차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제임슨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념으로 구성된 “세계는 단순한 사실들의 축적이 아니라, 해석되어야 할 대상”이라면 2015년에
제작된 영화 『매드 맥스』가 위치하고 있는 현재라는 좌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이며 왜 여
전히 과거와 현재를 특정 이미지로 굴절해서 재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시는 “religious capitalism”이라는 용어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이 영화에서 아포칼립스적 미래사회를 묘사하기 위해 쇼트의 후면에 배치되는 광활한 사막은
영화 제작 초기부터 참여했던 호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장
르영화 마니아들을 열광시키는 장면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육중한 자동차와 이를 개
조한 갖가지 탈 것이 광활한 사막을 질주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발표에서 이 점
을 분석하고자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궁금한 점은 영화 정면에 내세우는 포디즘에서 탄생한
육중한 자동차 엔진과 이 탈것의 에너지 공급원인 석유가 왜 종교적인 주제와 연결되는지 설
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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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에 나타난
청교도적 운명의 비극적 재현
강준수(안양대)
Ⅰ. 서론
유진 오닐(Eugene Gladstone O’Neill)은 미국의 현대연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극작가로서 다양한 형태의 극을 저술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오닐은 초기(1913년~20년)에는
해양극 중심의 단막극을 썼고, 중기(1920년~34년)에는 다양한 방식의 실험극을 저술하였으며
후기(1933년 이후)에는 사실주의극과 같이 많은 시도를 하였다. 또한 오닐은 극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주제의 다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오닐은 미국의 연극계에서 사실주의 연극에 대한 전통의 확립뿐만 아니라, 표현주의 작가로
다양한 사조들을 그의 작품에 적절히 적용시키고 있다. 오닐은 다양한 사조 및 기법들을 잘
구성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양식을 만들어낼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Quinn 199). 오닐
은 외면적이고 피상적인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내면적 리얼리티를 객관적
인 입장에서 묘사해내고자 하였다. 오닐은 진정한 의미의 사실주의 극이란 것이 등장인물들의
영혼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Gelb 520).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Mourning Becomes Electra)는 3부작 13장으로 이루어진 극으
로서 1부는 ‘귀향’(Homecoming), 2부는 ‘쫓기는 자들’(The Hunted), 3부는 ‘홀린 자들’(The
Haunted)로 구성되었다.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는 아이스킬로스(Aeschylus)의 『오레스
테이아』(Oresteia) 삼부작과 상호텍스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오레스테이아』는 기원전 1300년경에 미케네(Mycenae)의 왕이었던 아가멤논(Agamemnon)
이 그의 왕비인 클라이템네스트라(Clytemnestra)와 그녀의 정부인 아이기스토스(Aegisthus)
의 음모로 살해당하면서 그의 아들 오레스테스(Orestes)가 귀국한 후에 아폴론(Apollon)의 신
탁을 받고, 누이인 엘렉트라(Electra)와 만나서 아버지가 살해된 방식대로 어머니 및 정부를
살해하고 복수를 펼친다는 줄거리이다. 오닐이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이아』를 토대로 현대
극을 구성하고자 했던 것은 고대의 그리스극이 지니고 있는 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Bently 28).
『오레스테이아』에서 클라이템네스트라는 아가멤논을 살해하는 것처럼,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
트라』에서 크리스틴은 에즈라를 살해한다. 두 작품 사이에서 살해 동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
다. 전자가 도덕적 타락이나 과도한 살육에 대한 신의 응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크리스틴의 에즈라 살해 동기는 그가 지니고 있는 청교도적 무게감과 어두운 분위기 및 억압
적인 태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탈피하여 진정한 삶과 사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녀의 이교도적 자유분방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닐은 클라이템네스트라와 크리스틴, 엘렉트라와 라비니아, 그리고 오레스테이아와 오린을
대비시키면서 미국적인 작품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Bently 28). 오닐은 그리스 비극과 『상복
이 어울리는 엘렉트라』가 상호텍스트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도 면밀
히 검토하고 있다. 이 작품의 시간배경은 현대성이 가미될 수 있는 남북전쟁 이후로 설정하
고, 그리스 건축양식이 인기를 끌었던 뉴잉글랜드 지방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뉴잉글
랜드 지방은 쾌락의 거부 및 규율 중시의 청교도주의 생활패턴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곳이고,
오닐은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남태평양의 섬이 갖는 이교도적 이미지를 통해서 청교도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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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되는 삶이나 사랑에 대한 열망을 효과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Bigsby 80).
오닐이 청교도주의적인 것과 이교도적인 것, 이상과 현실의 문제, 그리고 아폴로적인 것과 디
오니소스적인 것과 같이, 대비되는 상징성을 작품 속에서 제시하는 것은 전자가 갖는 인간 의
식, 사회 규범 및 질서 등과 후자가 갖는 생명력, 창조성, 그리고 무의식 등의 문제를 효과적
으로 재현시키기 위한 극적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는 오닐이 중기에 활동하던 사실주의 작품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
로서 그가 그리스의 비극을 토대로 현대극을 구성해보고자 했던 것으로서 표현주의적 기법이
적용된 것이다. 그리고 오닐은 이를 통해서 그의 비극적인 비전을 독자들에게 제시해주고 있
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닐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주요 가치가 사랑에 있
으며, 그는 이러한 주제를 관객들이나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Berlin
108).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는 마농(Mannon)일가의 비극을 그리고 있으며, 그들이 모두 이교
도적 삶이나 사랑을 추구했지만 청교도적 규정에 지배당하는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된다는 점
에서 결정론적인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그리스 비극을 토대로 이루어졌
지만 신의 개념이 소멸된 현대적인 심리극의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극으로서
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시대로서 비극적인
작품이 현대 독자들에게 갖는 의미는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Gassner 1). 그리고 이 작품
은 그리스 비극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다시 재해석한 것으로서 현대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해
석적 가치”(Kruch xx)를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교도적 운명의 비극의 연쇄작용을 끊어내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한 채, 고
통스러운 속죄의 시간을 갖는 시대적 희생자로서의 여주인공인 라비니아를 다른 인물들과 함
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라비니아의 희생적 삶이 어두운 과거를 긍정적인 희망
의 메시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비극적 운명과 속죄
1. 청교도적 전통의 세습
오닐의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는 표현주의 기법이 가미된 그의 중기 작품이다. 기본적으
로 표현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적 경험의 객관화”(Holman 178)를 시도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주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상이나 상징, 감정 폭발 및 왜곡,
추상적 인물, 그리고 꿈을 꾸는 것 같은 흐름적인 구성”(Clark 7) 등이 제시되어져야 한다.
오닐은 이 작품의 모델이 된 『오레스테이아』에서 클라이템네스트라를 살해하고 난 이후 엘렉
트라가 죄에 대한 속죄로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오닐은 “엘
렉트라의 삶”(Floy 185)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극이 부재한 사실에 대해서 아쉬워했다.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의 등장인물들 사이의 사랑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부부사이의 사랑으로서 에즈라 마농(Ezra Mannon)과 크리스틴(Christine)의 사랑, 부녀간의
사랑으로는 에즈라와 라비니아(Lavinia), 모자 사이의 사랑으로는 크리스틴과 오린(Orin)이 있
고, 형제애로는 피터(Peter)와 헤이즐(Hazel)이 있다.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으로서 에즈라의 아버지 에이브 마농(Abe Mannon)과 그의 동생인 데
이비드 마농(David Mannon)이 마리 브랜톰(Marie Brantome)을 놓고 벌이는 사랑, 아담
(Adam)과 크리스틴, 라비니아와 원주민 남성, 피터(Peter)와 라비니아, 헤이즐과 오린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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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들 수 있다.
에즈라는 마농 일가 가운데 권위 및 경외감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키는 인물로서 절제된 감정
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에즈라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
었고, 판사를 역임하였으며 남북 전쟁에 참가하여서는 준장에 오르기도 하였다. 화려한 이력,
명석, 그리고 부를 지니고 있었던 에즈라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데 인색한 인물이었고, 경
직된 인물이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인물 묘사에서 알 수 있다.
그가 말을 할 때면, 낮은 목소리는 계속 감정이 억제된 목소리처럼 공허하고 억압된 속성을
지닌다. 그의 목소리 분위기는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면이 있다.
When he speaks, his deep voice has a hollow represented quality, as if he were
continually withholding emotion from it. His air is brusque and authoritative.
(Homecoming, Act Three)77)
마을 주민들로부터 뛰어난 인물로 인정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에즈라는 죽
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채,

살아가는

사람이다.

에즈라는

“삶과

탄생은

죽음의

과

정”(Homecoming, Act Three, 501)이라고 언급하면서 죽음에 대한 경건함을 인식적으로 지
니고 있다. 이러한 에즈라의 특징을 크리스틴은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를 항상 “죽은 사
람”(The Hunted, Act Three, 544)이었다고 언급한다. 에즈라는 전형적인 청교도적 사고방식
의 소유자로서 경직되고, 어두운 분위기를 지닌 인물이고, 이러한 성향은 아들인 오린에게 이
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와 죽음의 문제는 에즈라 개인을 넘어서 청교도적 분위기가 지배적인 뉴잉글랜드
지역 전체의 특성과도 연결이 된다. 죽음에 대한 에즈라의 진지함은 그가 수많은 전쟁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에즈라는 과거의 많은 화려한 경력과 부를 지니고
있었지만, 부인인 크리스틴과의 관계에서는 원만하지 못한 채, 서로간의 단절감을 경험해야
했다.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에서 중심적인 인물인 주인공은 라비니아라고 할 수 있다. 엄청난
명성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에즈라는 1부에서 3막과 4막에서만 잠깐 등장하고 있다. 에즈
라의 아들인 오린은 나약한 의지력과 결단성 부족을 보이면서 비극적 주인공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반면에 라비니아는 어머니인 크리스틴과 경쟁하면서 아담의 사랑을 얻으려하거나 아버지와 어
머니라고 하는 삼각구도에서 아버지를 독차지하려는 시도, 오린과 피터와의 삼각 구도에서 오
린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라비니아는 등장인물들 가운데 중심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닐
은 마농 일가의 사람들을 공통적인 속성으로 재현시키고 있으며, 그것은 이 작품에서 코러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에임즈(Ames)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에임즈. 비밀스러운 표정-마치 가면을 착용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야. 그것이 마농의 표정이
라고 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은 모두 그렇다니까. 그들의 부인들에게도 그러한 표정을 옮기고
있어. 세쓰도 옮았다니까, 느끼지 못했어? 그 사람들과 평생 함께 했으니. . . 그들 모두는 다
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밀을 알아차리길 원치 않는다니까.
77) Eugene O’Neill, Selected Plays of Eugene O’Neill. New York: Random House, 1967. p.
495. 이후 페이지 수만 기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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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S. Secret lookin‘-’s if it was a mask she’d put on. That’s the Mannon look.
They all has it. They grow it on their wives. Seth’s growed it on too, didn’t you
notice-from being with ‘em all life. They don’t want folks to guess their secrets.
(Homecoming, Act One, 462)
오닐은 에즈라(Ezra)가 판사로 활동하던 시절의 초상화를 묘사하면서 차가운 인상과 감정이
결여된 모습 속에서 가면을 착용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지닌 아담 브란트(Adam Brant)와
닮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Homecoming Act Two, 479). 오닐은 브란트가 에즈라의 초상이
그려진 그림이 있는 서재에 진입하는 장면을 통해서 두 사람의 외모가 닮았다는 사실을 강조
하고 있다(Homecoming, Act Two, 485). 그리고 오린(Orin)이 등장하고 있고, 그 또한 동일
한 메부리코, 진한 눈썹, 거무튀튀한 안색, 그리고 곧고 검은 머리카락 등의 묘사를 통해서 에
즈라와 브란트를 빼닮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The Hunted, Act One, 520).
오닐이 에즈라, 오린, 그리고 브란트의 유사함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세 사람
사이의 친족관계상의 유전적 유사성 이상의 것을 독자들이 느끼도록 한다. 이러한 세 사람의
외모 및 행동적 유사성은 공동적인 운명의 굴레에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다. 이 세 사람이 동일한 인물 유형으로서 동일한 운명의 굴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오린이 아
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브란트를 죽이고 난 이후 그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
오린. 저런, 진짜 아버지와 닮았는걸!
라비니아. 뭐해! 빨리 와!
오린. (혼잣말로) 이건 내 꿈인 것 같아, 난 예전에도 이 자를 죽였었지-반복해서.
라비니아. 오린!
오린. 내가 살해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
의 얼굴로 되었다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해? (섬뜩하게 웃는다) 이 자는 나하고도 닮은 데가 있
어! 나는 자살을 한 것인지도 몰라!
ORIN. By God, he does like Father!
LAVINIA. No! Come along!
ORIN. (as if talking to himself) This is like my dream, I’ve killed him before-over
and over.
LAVINIA. Orin!
ORIN. Do you remember me telling you how the faces of the men I killed came
back and changed to Father’s face and finally become my own? (He smiles grimly)
He looks like me, too! Maybe I’ve committed suicide! (The Hunted, Act Four, 556)

오린이 자신의 아버지인 에즈라와 브란트, 아버지와 본인, 그리고 브란트와 본인을 동일하게
연결짓는 것은 세 사람이 단순한 외모의 유사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인 동질성을 지
니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브란트는 뱃사람으로서 배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 선장이었고,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인물
이다. 브란트는 에즈라에 대한 원한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서 그의 어머니가 에즈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브란트가 초반에 크리스틴에게 접근한 것은 사랑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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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다는 에즈라에 대한 복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크리스틴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이후, 브란트는 크리스틴과 공모하여 에즈라에 대한 복수로
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브란트에게 있어서 “바다, 배, 그리고 여자”(Homecoming, Act
One, 474)는 동일한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전부인 것이다.
그러나 브란트는 에즈라를 살해하고, 크리스틴과의 도주를 위해서 배를 버리기로 결정을 내린
다. 그리고 브란트는 아버지의 복수를 수행하고자 하는 오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가치인 크리스틴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농가의 비극적
운명의 사슬은 에즈라의 아버지였던 에이브와 그의 동생이었던 데이비드가 그들의 고용인으로
있었던 마리를 동시에 사랑했었고, 동생인 데이비드가 그녀를 임신시키고, 두 사람이 함께 도
망간 사건에서 시작된다.
에이브는 데이비드가 마리와 사랑하는 관계로 연결되면서 두 사람을 내쫓았고, 에이브는 데이
비드 몫으로 남겨진 유산을 자신이 갖고서 기존의 저택을 허물고 새로운 저택을 건축하였다.
새롭게 건립된 저택이 마농 저택으로 이어져 온 것이고,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증오 및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묘사되고 있다.
생기 없고, 딱딱한 삶의 패턴을 지닌 청교도적 사고방식의 마농 일가는 생명력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 청교도적 사고방식을 지닌 마농 일가의 분위기는 다음의 에즈라 마농의 언급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마농. 그것이 바로 마농 일가 사람들의 사고방식인거야. 그들은 휴일에는 교회에 나가서 죽음
에 관해서 명상을 했어. 삶이란 것은 죽음이었어. 탄생이란 것은 죽음의 준비라고 할 수 있었
지.
Mannon. That’s always been the Mannon’s way of thinking. They went to the white
meeting-house on Sabbaths and meditated on death. Life was a dying. Being born
was starting to die. Death was being born. (308)
이와 같이, 마농 일가가 신봉하는 청교도는 생명력이 결여된 죽음의 이미지와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마농 일가의 청교도적 사고방식은 사랑이나 관용의 측면이 결여된 것을 마리라는 여성
을 사이에 두고, 형제인 에이브와 데이비드가 경쟁한 비극의 씨앗에서도 알 수 있다. 마농 일
가는 도덕적인 양심과 본성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 “상징적 이미지”(Winther 182)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분위기는 크리스틴이 라비니아에게 집안의 꽃을 장식하는 이
유를 설명하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크리스틴. 온실로 가서 이것들을 꺾어왔잖니. 우리의 무덤을 좀 더 화사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집을 향해서 경멸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바깥에서 돌아올 때면 집이 갈수록 묘지 같
은 분이기가 나는 것 같아! 성경 속에 나오는 “회칠을 한” 무덤-청교도의 회색빛 추함에 마치
가면처럼 달라붙어 있는 이교도 신전 앞!
CHRISTINE. I’ve been to the greenhouse to pick these. I felt our tomb needed a
little brightening. (She nods scornfully toward the house) Each time I come back
after being away it appears more like a sepulchre! The “whited” one of the
Bible-pa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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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이 저택을 꾸민 것은 브란트를 맞이하기 위해서 딸인 라비니아에게 변명을 한 것이지
만 그녀가 이 저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
고 크리스틴이 브란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 것도 그녀의 아들인 오린과 에즈라가 유사한 외
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스틴은 청교도적인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지닌 에즈라와
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고,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브란트와의 새
출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은 크리스틴이 그녀의 남편인 에즈라를 적극적으로 살해할 음
모를 꾸미는 추진력이 되었고, 주저하고 있던 브란트도 회유시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다.
그러나 실제로 에즈라를 살해하고 난 이후의 크리스틴의 모습은 그녀의 아들인 오린이 브란트
를 살해하고, 브란트가 자신을 떠나갈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세상을
“지옥”(The Hunted, Act Five, 559)으로 묘사하면서 심신이 피폐해진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오린은 브란트를 살해하게 되고, 크리스틴의 우려는 현실이 되면서 그녀는 죽음을 선
택하게 된다. 처음 라비니아의 등장에서는 크리스틴과의 차이점 및 유사점이 서술되고 있다.
크리스틴과 라비니아의 차이점은 “촌티 나는 검정색 드레스, 경직된 자세, 그리고 단조로우면
서 메마른 명령조의 목소리”(Homecoming, Act One, 463)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크리스틴과
의

유사점은

“큰

키,

마른

몸과

빈약한

가슴,

금발,

관능적

입,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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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Homecoming, Act One, 463)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크리스틴과 라비니아는 일반적인 모녀 관계라기보다는 연적의 관계에 놓여 경쟁을
벌이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스틴과 라비니아의 관계는 각기 두 사람이 언급하는 대사에
서도 알 수 있다.
크리스틴. 나는 널 알고 있어, 비니! 나는 네가 어릴 적부터 현재와 동일한 짓을 하면서 애쓰
던 것을 쭉 보아왔다.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가 되어서 오린의 어머니가 되려고 했었어! 너는
항상 나의 자리를 훔쳐갈 생각만 했었어!
CHRISTINE. I know you, Vinnie! I’ve watched you ever since you were little, trying
to do exactly what you’re doing now! You’ve tried to become the wife of your
father and the mother of Orin! You’ve always schemed to steal my place!
(Homecomig, Act Two, 483)
크리스틴이 생각하고 있는 라비니아는 애정으로 감싸줄 수 있는 딸이라기보다는 한 남성을 두
고 경쟁을 벌이는 연적으로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라비니아 역시 크리스틴
을 단순히 엄마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연적으로 인식하고 있
다는 것을 그녀의 다음 대사에서 확연히 알 수 있다.
라비니아. (질투를 통한 증오의 고통으로) 나는 당신이 싫어요! 당신은 나에게서 아버지의 사
랑까지도 뺏어가는 군요! 당신은 내가 태어났던 순간에 내게서 모든 사랑을 훔쳐간 것이라구
요!
LAVINIA. (in an anguish of jealous hatred) I hate you! You steal even Father’s love
from me again! You stole all love from me when I was born! (Homecoming, Act
Three,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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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과 라비니아는 서로가 애정의 관계로서 모녀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의
사랑을 차지하고자 하는 연적의 관계이자 경쟁을 벌이는 관계로서 어느 한 쪽의 파멸 가능성
이 예견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 이후로 두 사람의 경쟁적 구도는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구
조인 것이다. 결국, 크리스틴의 애인인 브란트를 오린이 살해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크리스
틴이 자살을 하고 나서야 두 사람의 경쟁적 관계는 종식된다.
2. 이교도적 삶의 지향
오린이 브란트를 살해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에즈라의 죽음에 대한 복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는 크리스틴에 대한 근친 상간적 애정을 브란트에게 빼앗겼다는 심리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크리스틴에 대한 오린의 애정은 남태평양의 섬이 “타이피”(The Hunted, Act Two,
534)라는 책에 대해서 오린과 크리스틴이 나누는 대화에서도 알 수 있다.
오린. 누가 그 책을 내게 빌려주었어요. 여러 번 읽어서 결국엔 그 섬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
따스함,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난 내가 그곳에 있다는 꿈을
종종 꾸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을 때, 난 정말로 내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곳엔 엄마와 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난 엄마를 보지 못했어요. 재미
있지 않나요? 단지 내 주위 모든 곳에서 엄마를 느낄 수 있었어요. 파도 소리는 엄마의 목소
리였어요. 하늘 색깔은 엄마의 눈 색깔과 동일했어요. 따스한 모래는 엄마의 피부와 같았구요.
섬 전체가 바로 엄마였어요.
ORIN. Someone loaned me the book. I read it and read it until finally those islands
came to mean everything that wasn’t war, everything that was peace and warmth
and security. I used to dream I was there. And later on all the time I was out of
my head I seemed really to be there. There was no one there but you and me.
And yet I never saw you, that’s the funny part. I only felt you all around me. The
breaking of the waves was your voice. The sky was the same color of your eyes.
The warm sand was like your skin. The whole island was you. (The Hunted, Act
Two, 534)
오린은 크리스틴에 대해서 엄마 이상의 유대 관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아버지인 에즈라와 누
나인 라비니아의 강요로 인해서 전쟁터에 군인으로 가게 되어 생명을 죽이는 자신에 대한 원
망과 죄의식을 경험한다. 그리고 오린은 생과 사의 길목에 선 전쟁터에서 얻은 머리부상으로
삶에 대한 갈구와 엄마에 대한 집착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유대관계는 크리스틴이 오린을 인식하는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크리스틴은 라비니아가
브란트의 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에즈라와 라비니아가 합세하여 오린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았다면 자신은 브란트와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크리스틴과 오린의 관계는 단순히 모자관계의 차원을 넘어선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
라서 브란트와 크리스틴의 관계를 알게 된 오린은 에즈라에 대한 복수의 명분으로 브란트를
살해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린은 크리스틴이 브란트와 공모하여 아버지인 에즈라를 살해했다는 사실보다
는 자신의 애정 대상인 크리스틴을 브란트에게 빼앗겼다는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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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것은 브란트를 살해한 이후에 오린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크리스틴에게 용서
를 구하고, 동시에 브란트를 잊고 자신과 함께 남태평양 섬으로의 여행을 제안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이 섬에 대해서 동경하는 것은 인류의 타락 이전의 상징
적인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태평양의 섬에 대한 모티프는 인류 타락 이전의 세계로서 주인공들의 타락 이전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엄중한 청교도적 지배가 자행되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더 이상 그러한 세계
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The South Sea Island motif recurs as a symbol of a prelapsarian world, the world
to which the principal characters are drawn. Here the rigid Puritanism of New
England would no longer apply. (Bigsby 81)
청교도주의를 표방하는 등장인물들이 남태평양의 섬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것은 청교도주의
적 도덕관념이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원초적인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낭만적인 사랑
과 자유를 희구할 수 있는 공간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마농 일가의 사람들은 낭만적 사랑
을 갈구하고 있지만 “칼빈주의적 양심”(Bigsby 82)의 통제권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
아가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브란트도 연인들과 신혼여행지로 적합한 “남태평양의 섬”(294)을 들르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
틴에게 언급하고 있다. 에즈라도 크리스틴에 대한 자신의 욕망에 대한 죄의식을 인식하고, 둘
만의 “해상여행”(310)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크리스틴에 대한 사랑은 소유의 개념으로 체
험되는 사랑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은 상대를 구속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존재개념의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노력한다(권혁
미 23). 크리스틴을 향한 에즈라의 사랑이 전자에 가깝다고 한다면, 브란트의 사랑은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린도 에즈라가 독살이 된 이후에 엄마인 크리스틴에게 남태평
양의 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린은 에즈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엄마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으로서 남태평양의 섬에 대해서 언
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틴이 자살을 감행함으로써 오린은 크리스틴이 자신의 행동
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하면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다.
크리스틴의 자살 이후, 두 사람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남매 사이인 오린과 라비니아의 관계 변
화로 다시 이어진다. 오린은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희망으로 남태평양 섬으로 라비니아와
함께 떠났지만 그곳은 규율과 규범을 중시하고 경직된 청교도적 사고방식의 소유자인 그에게
맞지 않았다. 남태평양의 섬은 규율보다는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오린. 그러나 그건 비니의 섬이지 내 섬은 아니야. 단지 섬은 역겨울 뿐 이었어-벌거벗은 여
성들은 혐오스러웠고. 어찌되었던, 아마 나는 이교도가 되기엔 너무 마농 일가다운 것 같아.
ORIN. But they turned out Vinnie’s island, not mine. They only made me sick-and
the naked woman disgusted me. I guess I’m too much of a Mannon, after all, to
turn into a pagan. (The Haunted, Act One, 582-83)
오린과는 달리, 라비니아는 섬이 주는 자유로움과 그 섬에서의 사랑을 즐기고 있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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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린은 섬에 도착한지 한 달이 되어서 그토록 자신이 갈망했던 섬에서의 삶을 중단시키고자
한다. 오린은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라비니아에게도 강요하고 그녀를 통제하려고 한다. 오린
은 섬에서 경험하는 라비니아의 새로운 삶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마농가의 비극적인 역사를 글
로 작성하여 남기게 된다.
그와 같이, 오린이 오닐과 닮아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커다란 고통을 긴 책의 형태
로-마치 오닐이 이 작품을 저술한 지 10년 이내에 쓰게 될 드라마처럼, 가족에 관한 모든 진
실을 담아내고 있는 책의 형태로 서술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The main reason Orin is so like O’neill is that he is setting down his great agony
in the form of a long book-a book which tells the whole truth about his family,
like the play O’Neill would write within ten years of this one. (Manheim 82)
이와 같이, 오린이 책의 형태로 가족사를 서술하는 것은 마농가가 지니고 있는 원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임과 동시에 비극적인 과거사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또
한 오린은 작가인 오닐의 극적인 자아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린은 브란트를
살해하고, 크리스틴을 자살로 몰아간 것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 라비니아에게 죄의 자
백과 속죄를 강요한다.
오린. (매몰차게) 누난 응징이라는 것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봐? 그럴 수 없는 것
이야! 자백해서 법의 범위에서 속죄를 해야 해! 우리들의 영혼에서 엄마의 피로 이어진 죄를
씻어 정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라비니아 저런!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 다 끝난 일이라구! 너는 언제쯤이면 그렇게 어리석고
거북한 죄의식에서 벗어 날거니? 내가 너 때문에 얼 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어?
너로 인해서 나도 점점 더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되잖아!
ORIN. (harshly) Were you hoping you could escape retribution? You can’t! Confess
and atone to the full extent of the law! That’s the only way to wash the guilt of
our mother’s blood from our souls!
LAVINIA. Oh, God! Over and over! Will you never lose your stupid guilty
conscience! Don’t you see how you torture me? You’re becoming my guilty
conscience, too! (The Haunted, Act Two, 589-90)
오린은 가족으로부터 내려오는 청교도적 비극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운 삶과 사랑을 하고자
하는 라비니아에게 다시 청교도적 규범과 틀 속에 들어와 속죄의 삶을 살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죄의식으로 인해서 오린이 자살을 하고 난 후에 라비니아는 마농 집안의 조상
들 초상화를 앞에 두고서 자신이 마농가 집안의 딸이 아니라 엄마 쪽임을 강조하면서 청교도
적 분위기를 벗어나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뒤돌아 가려 하다 마농 집안사람들의 초상화 속 시선이 그녀를 비난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
을 느끼면서-반항적 태도로) 왜 그런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기 위해선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나, 이젠 나도 당신들과는 작별입니
다. 나는 엄마의 딸이지 당신들의 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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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구요.
(She turns to go and her eyes catch the eye of the Mannon in the portraits fixed
accusingly on her-defiantly) Why do you look at me like that? Wasn’t it the only
way to keep your secret, too? But I’m through with you forever now, do you hear?
I’m Mopther’s daughter-not one of you! I’ll live in spite of you! (The Haunted, Act
Three, 603)
이와 같이, 마농 일가의 딸로서 에즈라의 청교도적 사고방식의 틀에 놓여 있었던 라비니아는
크리스틴의 죽음 이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오린의 죽음 이후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갖
기 시작한다. 초반에 청교도적 사고방식에 갇혀있던 라비니아는 아버지인 에즈라와 상당히 밀
착된 관계로서 피터를 거부하면서까지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라비니아. 난 사랑을 알지 못해요! 알고 싶지도 않네요! (강렬하게) 나는 사랑이 싫어요!
(천천히) 피터, 나는 그 어느 누구와도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집에 남아 있어야만 해요. 아빠는 내가 필요해요.
LAVINIA. I don’t know anything about love! I don’t want to know anything!
(intensely) I hate love! (slowly) I can’t marry anyone, Peter. I’ve got to stay home.
Father needs me. (271)
물론 라비니아는 자신이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언급은 청
교도적인 사고방식을 언급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비니아는 내면적으로 사랑에 대한 열정
을 지니고 있는 브란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엄마인 크리스틴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라비니아는 마농 일가의 청교도적 사고방식대로 사랑에 대한 “내면적 욕
망”(Ulman 38)을 스스로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촌티 나는 검정색을 입었던 라비니아는 크리스틴이 평소 즐겨 입던 녹색을 입게 되고, 삶이나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하여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변화를 보이
고 있는 것이다.
3. 속죄를 통한 비극의 종식
라비니아는 피터가 그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절정의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아담이라고 부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라비니아는 그녀가 숨기고, 드러내려 하지 않은 사랑
의 대상은 아담 브란트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라비니아는 아담 브란트가 크리스틴과 오린의
죽음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 대한 죄의식과 함께 피터를 떠나
보내고, 그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한다. 라비니아는 세상 사람들과 단절된
채, 죽은 마농가 사람들의 혼이 머무르고 있는 저택에서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크리스틴과 아담 브란트가 마농 일가에 초래하는 것은 재앙일 뿐이고, 이 집안에
서 끊임없이 과오와 악이 반복적으로 영속화될 뿐이다. 이것을 끝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외부적인 피와 마농 일가의 피가 섞이지 못하도록 계속 차단시키는데 있다. 정확하게 언급하
자면 라비니아는 그것을 막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hus Christine and Adam bring nothing but disaster for the Mannons and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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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to perpetuate the process of endless repetition of error and evil in the
Mannon House. The only way to end it lies in keeping the outside blood from
mingling with the Mannon blood; that is precisely what Lavinia decides at the
remedy. (Ahuja 61)
라비니아가 피터를 그냥 떠나보내고 있는 것은 마농 일가의 핏줄을 단절시킴으로써 집안의 불
운을 차단시키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시대에 비극은 시대적 상황의 윤
리성을 반영하였다면 현대 시대의 비극은 윤리적 가치기준보다는 단절된 개인이나 그가 처해
있는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Williams 13). 이 작품에서 여주인공인 라비니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윤리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
다. 라비니아가 마농 일가의 저택을 돌면서 언급하는 다음의 대사는 비장함이 서려있다.
라비니아. (완고하게)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엄마나 오린이 갔던 길과는 다를 것이니까. 엄마
나 오린은 응당한 벌을 받지 않고 피하려 했어. 이제 나에게 벌을 가할 사람은 없지만, 난 마
농 일가의 마지막 사람이야. 나는 내 스스로 응당한 벌을 받을 것이야! 죽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저택에 산다는 것은 죽음 또는 감옥 보다 더 끔찍한 정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그 어디도 가지 않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않을 거야! 햇빛을 차단시키고 덧문에 못을 박아서
닫아 둘 거야. 죽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비밀을 지키도록 하겠어. 그 비밀들이 나를
힘들게 하겠지. 그러는 가운데 저주도 대가를 치루고, 마농 일가 마지막 사람의 죽음이 이루
어지게 되는 거야!
LAVINIA. (Grimly) Don’t be afraid. I’m not going the way Mother and Orin went.
That’s escaping punishment, and there is no one left to punish me. I’m the last
Mannon. I’ve got to punish myself! Living alone here with the dead is a worse act
of justice than death or prison! I’ll never go out or see any one! I’ll have the
shutters nailed closed so no sunlight can ever get in. I’ll live alone with the dead,
and keep their secrets, and let them hound me, until the curse to paid out and
the last Mannon is let die! (The Haunted, Act Four, 612)
라비니아는 마농 일가의 마지막 남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비극적 운명에 대한 속죄와 응당한
대가와 처벌에 대해서 크리스틴이나 오린과는 달리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라비니아는 이 작품에서 청교도적 질서를 벗어나 자유로운 삶과 사랑을 영위하고자 하
는 의지도 보였다. 그러나 라비니아는 자신이 마농 일가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비극적인 운명
을 떠안고 자기희생을 통해서 비극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그녀(라비니아)는 기억과 더불어 그녀 자신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것에 관해서 “울고” 혹은 “애도를 표하는” 방식을 터득하면서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종결 부분에서 근대적 그 주인공 여성은 조상들에 비해서 더 위대한 비
극을 끌어않음으로써 다시 인간성을 회복시킨다.
She locks herself in with her memories: She will escape damnation by learning
fully to understand her own past and how to “cry” or “mourn” for it. At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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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n heroin regains her humanity by undertaking a tragedy greater than
that of her ancestors. (Carpenter 131)
라비니아는 죄책감으로 인한 강박이나 세상과의 단절로 인한 고통으로 그녀의 마지막 생을 마
감하지만, 과거에 대한 속죄를 통해서 비극적 운명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비니
아는 그녀에게 주어진 청교도적 비극의 속박과 굴레가 자유로운 사랑과 삶을 허용하지 않는다
는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그것을 수용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청교도적 굴레를 벗어
던지는 역설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라비니아는 자신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
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서 비극적인 주인공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그녀의 증오에 관한 강렬성, 그녀는 인생에서 남성들에 관한 그녀의 사랑이나 열정에 관한 강
렬성은 비극적인 주인공들이 갖추어야 할 카리스마가 그녀에게 제공된다.
The intensity of her hatred, the intensity of her passions throughout, including her
love for men in her life, gives her the kind of charisma tragedy demands of its
heroines and heroes. (Berlin 364)
마농 일가의 마지막 사람인 라비니아는 고통스러운 외부와의 단절을 통한 속죄의 시간 속에서
“도덕적 승리”(Chabrowe 161)를 쟁취하게 된다. 라비니아는 청교도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생명
력이 없는 아버지와 자유분방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엄마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인물로서 진정한 “비극적 영웅”(Asselineau 342)으로 묘사되고 있다. 비록, 라비니아는 그녀
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청교도적 운명의 굴레의 희생자로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했지만,
겸허한 현실의 수용이 고통스러운 현실적 운명을 자신의 세대에서 끝내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희생자이자 승리자이기도 한 것이다.
Ⅲ. 결론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의 시대적인 배경은 미국의 남북 전쟁이 진행되었던 1856년 시기
이다. 그리고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으로는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전형적인 청교도 집안의 엄격
함 및 근엄함을 갖추고 있는 마농 일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오닐은 이 작품의
비극적 핵심 요인으로 청교도 사회가 지니고 있는 지나친 도덕규범에 대한 가치가 지나치게
부여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이나 규범을 중시하는 청교도적 분위기는 탄력성을 상실한 채, 활기보다는 절망과
죽음의 분위기가 팽배해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오닐은 이러한 청교도적 사회가 지닌
폐쇄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스 비극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닐은 미국의
연극사에서 기존의 전통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실험정신이 가미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 작
가라고 할 수 있다. 오닐은 작가로서 응당히 해야 할 것으로 “작품의 형식 및 기법”(Cargill
115)에 대한 지속적 탐색과 작가적 실험정신을 핵심적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오닐은 비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던 작가였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신의
소멸로 인한 현대인의 정신적 황무지 상태를 적절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인식하였
다. 엄격함으로 표현되는 청교도 사회의 핵심 구성원인 마농 일가는 자유분방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자 하는 등장인물들과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인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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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갈등은 작품을 비극의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는 요인이다.
오닐은 현대적 의미로서 비극적 운명의 굴레를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청교도적 사고방
식의 인물들이 양산해내는 비극의 문제를 환경적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등장
인물들은 청교도적 엄격함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과 사랑을 갈구하지만 청교도적 비극의 굴
레와 속박적인 운명의 힘은 등장인물들을 옭아매기에 충분했다. 등장인물들은 청교도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추구할 수 있는 사랑과 자유로운 삶의 한계를 깨닫고 억압적인 운명
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마농 일가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과거 비극적인 역사의 굴레를 피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당당
하게 맞서고 있는 라비니아는 세상과 단절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비극적 운명의 사슬
을 끊고, 현실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인물이다. 라비니아는 청교도적 분위기를 털어내고,
‘죽음이나 절망에서 삶과 희망’(Bogard 353)으로 전개시키는 핵심적인 개념을 이끌어 가는 인
물이다.
오닐은 여주인공인 라비니아의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독자들이나 관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현
대인들이 겪고 있는 소외감이 갖는 비극성을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 작
품에서 오린은 비극적인 운명의 굴레 속에서 삶의 동력을 상실한 채,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반면에 라비니아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속죄를 통한
자기 깨달음과 새로운 관계의 정립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에게 인간 존
재의 의미를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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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에 나타난 청교도적 운명의 비극적 재현」에 대한
토론문
노동욱(삼육대)
강준수 교수님의 발표문을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발표문을 넘어서 한 편의 완성도 있는 논문
을 읽을 수 있어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유진 오닐의 극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에서 등장인물들이 “청교도적 무
게감과 어두운 분위기 및 억압적인 태도”에 운명 지어진 모습을 조명하면서, 이것이 뉴잉글랜
드의 청교도적 분위기를 비판하는 기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이 운명에서
어떻게 탈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삶과 사랑을 추구하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문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이 발표문에서는 ‘청교도적’이라는 단어에 대척점이 되는 용어로서 ‘이교도적’이라는 단어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교도적’이라는 단어는 작품 속에서 남태평양의 분위기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교도적’이라는 단어는 이 발표문에서 “원초적”, “자유분방함”
등의 용어와 어울려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작품 내에서 ‘청교도적’이라는 단어와 ‘이교도적’
이라는 단어는 각각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어떻게 맞물리고 있
는지 보충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희곡 연구의 저명한 학자인 빅스비(C. W. E. Bigsby)는 아래와 같이 남태평양의 섬을
“인류 타락 이전”의 세계로 규정하고, 이를 ‘청교도적’인 뉴잉글랜드와 대비하고 있는데, 이것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보충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태평양의 섬에 대한 모티프는 인류 타락 이전의 세계로서 주인공들의 타락 이전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엄중한 청교도적 지배가 자행되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더 이상 그러한 세계
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2. 이 발표문에서 ‘이교도적’이라는 단어는 ‘청교도적’ 엄숙함의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이는데, 결국 등장인물들이 ‘속죄’라고 하는 다분히 종교적인 방법을 비극을 종식시킬 대
안으로 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다시 종교성으로 회귀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설
명을 부탁드립니다.
3. 끝으로 이 작품에서 재현되는 엘렉트라 콤플렉스적인 요소는 ‘청교도적’이라는 주제와는 어
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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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정풍 사랑의 문학에 등장하는 ‘레이디’(Lady) 연구:
이상화된 모습과 현실적 실체의 괴리를 중심으로78)
이현주(감신대)
I
중세는 그 어느 시대보다 교회의 제도가 중심이 되는 시대였다. 콘스탄티누스 1세(272-337)
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 안에 포괄하고, 모든 행
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일원적이고 계서화(階序化)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갔다”(폰타나 45).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인 교회는 이제 중세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
기 시작하였다. 특히 교회가 정치가 결탁하기 시작하자 교회는 역사학자 크레인 브린튼
(Crane Brinton)이 지적하듯이 유럽 전반에 걸쳐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전 중세 사회를 결속시키는 유일한 유럽적 제도가 되었다(186).
로마 사회의 명령과 복종적 사회의 질서가 교회 안에도 침투하기 시작하자(Lyman 62) 교
회에서 위계질서는 매우 중요한 제도가 되었다. 하늘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하나님 아래 다양
한 천사들의 위계질서가 있듯이 교회 제도 안에서도 최고 지휘자 교황을 중심으로 철저한 위
계질서가 존재하였다. 하위 계급의 사제는 상위 계급의 사제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교회 내에서는 순종이 가장 최고의 미덕이었다.
일반 사회 역시 이와 같은 위계질서가 지배적이었다. 국가에 왕을 중심으로 신하들의 위계
질서가 있듯이 사회에서도 귀족, 평민, 노비의 철저한 위계질서가 존재했다. 가정 안에서도 남
편을 집안의 최고 위치 및 중심으로 부인을 비롯한 모든 가솔들이 철저하게 남편의 말에 순종
해야 했다.
이와 같은 위계질서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었다.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은 여
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했다. “하나님과 아담사이의 관계는 천상과 지상의 모든 위
계질서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로 연역되며, 남편과 그보다 한 등급 낮은 아내 사이에도
그러한 관계가 성립 한다”(뒤비 37). 이는 특히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종속을 요구하는 성
경구절79)을 근거로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벗어난 사회에서 여성은 어떠한 위치도 차지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역사
학자 사하르(Shulamith Shahar)가 주장하듯 여성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지위도 부
여받지 못하였다.
중세 시대에 여성은 정치적·사회적으로도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여성은 정치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군대의 지휘관, 재판관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도 없었다. 법은 여성이 일체
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했고, 장원법정으로부터 시 참사회, 왕실 추밀원, 여러 나라의 대의
78) 위의 발표문은 『문학과 종교』 24.4(2019)에 게재 예정 논문, “궁정풍 사랑의 문학에 등장하는 ‘레이
디’(Lady) 연구: 『아서왕의 죽음』에 그려진 두 개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를 수정 편집한 글임.
79)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베드로전서 3:1),”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
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
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
에게 복종할지니라.(에베소서 5:22-4),”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마땅하니라(골로
새서 3:18).”(개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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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이르기까지 어떤 통치기구에도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39)
이와 같이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존재로 보며 사회·정치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려는 중세의
시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여성을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의 관
점이다.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아담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이브, 창조시 순수함을 지녔던 인간을 원죄라는 무게를 지게 한 원인 제공자로서 이브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지녔던 여성에 대한 이해의 근저에 깔려 있다.
천국에서 아담과 하느님 사이에 단 한 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남편을 즐거움의 정원
에서 추방시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통에 처할 때까지 안식을 얻지 못한다. (파워 재인용
41)
위의 예문은 13세기 유명한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이며 추기경이었던 자크 드 비트리(Jacque
de Vitry)가 쓴 글로, 이는 유혹자로서 여성을 형상화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
쳤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중세 이전 성경의 역사나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기독교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차별되
거나 폄하되지는 않았다. 예수의 목회 기간 동안 사도로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우
물가에서 예수에게 진정한 예배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후 자신이 만난 이가 그리스도임을 사
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양동이조차 버리고 마을로 뛰어간 사람은 바로 이방인으로서 천하디 천
한 대접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요한복음 4: 1-42)이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발에 향유를 뿌린 자, 예수의 사도 중에
“섬기는 자의 예증이자 예배드리는 자의 예증으로 평가받는 마르다와 마리아”(Bruce 255) 역
시 여성이었다. 초대 기독교 역사 상 많은 성녀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믿음과 기독교를 위해 기꺼이 헌신했으면 목숨을 바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은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전에 기독
교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영적 지도력과 숨은 역량을 발휘했던 교회의 리더쉽에서 여성들이
배제되기 시작한 것이다”(하희정 99-100). 종교인으로서 수녀의 지위를 선택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다. 중세 여성 영성가인 노리치의 줄리안
(Julian of Norwich)의 경우에서처럼 이들은 성당 건물의 외곽 한편에 조그만 거처를 제공받
아 그곳에서 지내며 자신의 영성 훈련을 하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의 영적 상담을 해주
며 지냈다(이현주 58).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선악과를 먹게 만든 이브의 유혹은 인류에게 원죄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탄생시킨 계기이다. 페미니스트 신학이 등장한 이후 이브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는 것 역시 하나님이 인간의지를 실행하도록 하는 계획의 일부라 주장하며 유혹자로서 이브가
이미지를 재평가하려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김시현 48), 기독교가 특히 교회라는
제도가 종교 뿐 아니라 정치·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시대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입장으로 평가받기 보다는 남성을 타락시키는 유혹자로 인식되는 건 그 시대 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혹자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여성을 이해하던 중세 시대에 발생했던 역설적 현상
은 여성을 신격화하려는 움직임이 기독교와 문학에서 일어나고 부흥한 것이다. 중세 시대에

- 56 -

성모 마리아 경배가 활성화되었으며 궁정을 중심으로 레이디를 신격화하는 궁정풍 사랑의 문
학이 활발하게 집필되었다.
II
궁정풍 사랑의 문학에 등장하는 레이디의 신격화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그 당시

기독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성모마리아 경배 의식이다(파워 49). 사실 성모마리아 숭배
의식이 중세 시대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기독교 초대 교부들과 5세기 공의회(431년 공의회,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성모 마리아는 구세주를 낳은 동정녀이자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중
개역으로 성모라는 개념을 공식화한 바 있다(사하르 61). 12세기에 들어서서 이와 같은 경향
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성모는

켄터베리

대주교인

안셀름(Anselm

of

Canterbury)(1033-1109)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낳은 순수하고 순결한
처녀라는 고전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이브의 죄를 대속한 여성으로 숭배되었다.
우리의 타락의 근원이었던 죄가 여자에게서 비롯되었듯이,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의 아버지 또
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동정녀는 그의 아들을 낳았다는 점에서 성부와, 그의 어머니가 되었
다는 점에서 성자와, 그를 통해서 아들을 잉태하였다는 점에서 성자와 가깝다.(사하르 재인용
62)
여성이 신격화되어 작품에서 묘사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십자군 전쟁 및 수많은 영토전쟁에서
찾을 수 있다. 1095년을 필두로 근 200년 동안 8회에 걸쳐 발생한 십자군 전쟁으로 수많은
귀족 남성들이 예수살렘 탈환을 위해 전사로서 팔레스타인을 향하였다. 이들 영주 및 기사가
전쟁터로 나감에 따라 궁정은 군주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이 자리를 군주의 부인 레이디
(Lady)가 대신하였다. 비록 공적인 권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레이디는 궁정의 실제적인 통치
권한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궁정의 정치적 암투를 위한 귀족들뿐 아니라 예술과 문학
을 사랑하는 시인과 예술인 역시 레이디 주변에 모여 들었다.
시인과 예술가들은 궁정에서 살면서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해주는 레이디를 찬양하는
작품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베히슬러(Eduard Wechssler)가 “이런 상황은 궁정에서 봉사하
고 있는 사람들이 군주의 부인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를 여성의 이 방면의 허영심
에도 영합하는 형식으로 치장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하우저 재인용 287-8)이라고 지적하
듯이 레이디를 문학의 주인공으로 삼아 신격화하는 현상이 중세 유럽의 궁정에서 유행했다.
이와 같은 문학적 현상을 1883년 가스통 파리(Gaston Paris)가 귀네비어(Guinevere) 왕비와
랜슬롯 경(Sir Lancelot)의 사랑을 “궁정풍 사랑”(Courtly Love)이라는 명칭을 붙여 논한 이
후로 중세 성기(High Middle Ages)에 활짝 꽃피운 이 현상은 중세를 대표하는 사랑의 문학으
로 간주되었다.
궁정풍 사랑의 문학은 남부 프랑스 샹파뉴의 마리(Marie de Champagne) 궁정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원래 프로방스 지방은 샹파뉴 지역의 백작인 자유분방한 헨리(Henry the
Liberal,

Henry

I)(1127-1181)의

통치

지역이었다.

하지만

헨리

I세가

십자군

원정

(1179-1181)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 사망하고 그 아들인 헨리 II세 마저 십자군 원정(1190-97)
에서 사망하자 이 기간을 헨리 1세의 부인이었던 샹파뉴의 마리가 섭정하였다.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상파뉴의 마리는 궁정에 음유시인과 문학 애호가들을 상주시
키며 이들로 하여금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삼은 문학작품을 쓰도록 하였다. 이 당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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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시인들은 안드레아스 카펠라누스(Andreas Capellanus), 크레티엥 드

트르와이에(Chre'

tien de Troyes), 기사 가체 브륄레(Knight Gace Brule') 등으로, 이들 모두는 궁정풍 사랑의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중세 전반에 유행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궁정의 소속 신
부였던

안드레아스

카펠라누스(Andreas

Capellanus)는

『사랑의

기술』(Art

Honeste

Amandi)(1174)을 발표하여 남녀가 사랑을 이루는 과정을 규범화하였으며, 크레티엥 드 트르
와이예는 기사들의 모험의 이야기 이외에 이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소설의 주 주제로 삼아 궁
정풍 사랑의 문학이라는 중세의 독특한 문학 장르를 발전시켰다.
13세기에 이르러 상업이 발달한 북부 프랑스까지 궁정풍 사랑의 문학이 전파되었다. 프랑
스 북부 지역인 노리스 지역의 기욤(Guillaume de Lorris)이 1225년이 집필을 시작하고
1275년 장드묑(Jean de Meun)에 집필한 『장미의 이야기』(Le Roman de la Rose)는 그 당
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80) 꿈에서 레이디로 상징되는 장미를 따기 위해 모든
역경을 거쳐 나가는 과정을 장시로 기록한 이 작품은 이후 유럽의 궁정풍 사랑의 문학을 대표
하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14세기에 이르러 궁정풍 사랑의 문학은 유럽 전체에 대표적인 로맨스 장르로 발전하였다.
이 당시 궁정풍 사랑의 문학에는 규범이 있었다. 궁정풍 사랑의 문학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기
사와 이 기사가 모시는 군주의 부인으로 이 두 사람은 미와 덕에 있어 가장 최고를 이루는 사
람들이다. 사랑을 이루는 과정 역시 규범화 및 관례화되어 있다. 이 관례에 따르자면 사랑의
과정은 모두 네 단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는 ‘열망하는 자’(fegnedor)의 단계로
이 단계는 주로 사랑에 빠진 연인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거의 짝사랑 수준으로 사랑에 빠진
연인은 그 사랑을 레이디에게 고백하지 못하기에 괴로워하고 애닳아 한다. 이 시기에 사랑에
빠진 연인은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 사랑을 고백하여야 하지만 상대방 레이
디의 마음을 알 수 없기에 괴로워하고, 이 괴로움으로 인해 죽음을 열망하기까지 한다. 이후
연인은 ‘탄원자’(precador)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시기에 연인은 자신의 사랑을 레이디에게
직접 구애한다. 눈물에 젖은 편지와 간단한 선물을 보내며 레이디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구애
하지만 레이디는 이 사랑을 냉담하게 거절한다. 세 번째 단계는 ‘인지된 추종자’(entender)로,
이 시기에 레이디는 연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만 육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두 사
람이 연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정신적인 사랑만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마지막은 ‘인정된 연
인’(drut) 단계로 이 시기에 레이디는 자신에게 애타게 구애하는 연인에게 사랑의 보답을 한
다. 입맞춤 같은 간단한 보답일 수도 있고, ‘절정의 밤’(consummation night)이라 부르는 의
식을 갖춘 실제적인 육체적 관계를 갖기도 한다(Mustein 150-1).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디의 주도권(sovereignty)이다.(Denomy
Inquiry 176) 기사에게 있어 레이디는 거의 여신의 위치이다. 레이디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기사는 용맹한 행동과 덕을 쌓아야 하며, 이렇게 헌신하는 기사에게 사랑을 주는 역할은 오로
지 레이디이다. 사랑을 받아들인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주도권은 여전히 레이디에게
있다. 연인 기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마치 여신을 숭배하듯이 레이디를 숭배하고 복종하며 헌
신하는 것이다.

80) 전반부는 1225년 기욤 드 로리스가 4058행을 썼고 후반부 1만 8천행은 장드묑(Jean de Meun)이
1275년 집필하였다. 장미를 꺾으려는 과정의 연속성이라는 주제가 일치되어 이 작품은 같은 주제를
다룬 작품인 듯하지만 저자의 차이로 인해 필체에 차이가 있다. 전반부는 13세기 초 유행하던 궁정풍
사랑의 문학의 형식을 그대로 담았지만 후반부에서는 철학적이고 나아가 풍자적인 시각이 글 전반에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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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역사학자 호이징가 교수는 『중세의 가을』에서 중세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를 “꿈의 길을
찾는 것”(47)이라 규정했다. 중세의 실제적인 삶은 알력과 질투, 전쟁과 미움으로 가득 찼기에
이를 견디는 방법의 하나로 이상적인 꿈을 문학이나 예술에서 표현하곤 하였다는 것이다. 말
로리가 이 책을 집필했다고 추정된 해(1469-70?)는 중세 쇠퇴기에 접한 중세 말기의 끝자락
이자 근세로 들어가는 초입이었다. 15세기 중·후반의 유럽은 그야말로 열악하고 힘든 삶으로
인해 중세적 가치관이 거의 무너지던 시기였다. 적게는 7500만 많으면 근 2억 명에 달하는
사람의 죽음을 몰고 온 흑사병(1346-1353)을 경험했던 중세 인들은 폐허가 된 땅과 건물에서
굶주림과 열악한 삶을 경험해야 했다. . 하지만 중세 인들은 이런 힘든 시기에도 여전히 요정
의 이야기를 즐겨 했다(호이징가 19). 현실적인 삶과는 다른 꿈의 세계는 여전히 중세 인들에
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세계였고, 궁정풍 문학에서 그려지는 사랑의 이야기는 이들에게 즐
거움을 주는 “꿈”이자 중세 최고의 시기였던 중세 성기의 궁정 사회에 대한 그리움일 수 있
다.
많은 중세학자들은 레이디를 신격화하며 오로지 레이디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궁정풍 사
랑의 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해 왔다. 로버트슨(Robertson)은 중세 시대에는 분명히 남
녀 간의 사랑의 형태가 존재했지만 이 사랑은 현대 우리가 주장하듯이 궁정풍 사랑이 아니며
이런 사랑은 현대인이 만든 개념이라 주장했다(1). 슐츠(James A. Schultz)의 경우 “궁정풍
사랑은 문학에서만 보이는 것”(184)이라 언급했으며 이를 “제도화된 남성 허영심의 결과”(김
종갑 216)로 보는 학자도 있다. 중세 로맨스 연구의 대가인 루이스(C. S. Lewis)도 중세의 남
녀 간의 사랑을 논할 때 궁정풍 사랑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걸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2).
중세의 사회·계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궁정풍 사랑은 존재하기 어려운 듯하다.
중세 봉건 사회 초기는 제후와 귀족, 대지주가 전사(warrior)였다. 시대가 흐르면서 전사로서
귀족계층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크지 않은 영토 분쟁이 계속 발생
하였기에 이들은 자신 대신 전쟁을 수행할 전사들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 탄생한
계층이 바로 기사계층이었다.
중세 초기 시대의 기사는 귀족과 평민 중간에 위치한 계층으로, 이들은 주로 장원에 소속된
종신이었다. 이들의 직업은 제후의 토지 관리인, 궁정 부속 각종 공장의 감독, 친위대 및 경비
대 무사, 심지어 친위대나 경비대에 시중드는 소년, 마부, 하사관들도 있었다. 중세 초기 이들
은 전쟁터에 나가 제후를 위해 싸웠지만 그 대가로 봉토를 받지 않았다. 봉토를 대가로 받은
이들도 일부 있었지만 이들은 봉토를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다시 피고용인으로 전락하곤
했다(하우저 273).
잦은 영토 전쟁으로 제후와 귀족, 대지주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기사가 필요했
으며 전문적인 전사들에게 토지를 비용으로 지불하기 시작하였다. 전투의 대가로 토지를 수여
받은 기사들은 이를 후세에 계속 세습했으며 그 결과 세습신분으로 기사계층이 탄생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세습귀족의 반열에 오른 뒤에도 여전히 2급 귀족이었고, 이들에게는 상류귀족
에 대한 열등의식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이들은 자기의 주인, 영주에게 감히 도전할 생각을 못
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귀족과 매우 달랐다”(하우저 275). 이와 같이 자신의 주군인 영주에
게 헌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에서 영주의 부인인 귀부인과 불륜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곧 죽음 또는 세습귀족으로서 봉토의 박탈을 의미했다.
사회적으로 그 당시 중세인들의 현실적 삶에서 불륜에 대한 벌은 매우 엄격했다. 외간 남
자와 불륜을 저지는 부인은 이 사실이 발각되면 채찍질을 당하거나 지참금을 모두 빼앗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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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났다. 불륜의 대상인 상대방 남자에 대한 처벌도 매우 혹독했다. 법적 남편은 상대방 남
자를 죽이거나 처벌을 가할 수 있었다. 상대방 남자가 이런 육체적인 처벌을 면한 경우 ‘오쟁
이 짓을 당했다’(cuckholded)라는 공개적인 조롱을 받았다(Brenton 24).

기사의 경우 유부

녀와의 사랑을 포함하여 모든 육체적인 사랑은 금지되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도 기사와 귀족 레이디 사이의 불륜의 사랑에 대해 강한 부정적인 입장
을 표명하였다. 1346년 성 바울 교회의 대법관이었으며 런던 학파의 대가인 브래와딘
(Thomas Bradwardine)은 간음의 색채가 있거나 연애를 중시하는 열정이 기사도를 파괴한다
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점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대변해준다고 하겠다(Newman 재인용 7).
이탈리아의 ‘청신체’(il dolce stil nuove) 전통과 결합하여 15세기에 꽃피운 궁정풍 사랑의
전통 역시 전통적인 궁정풍 사랑의 문학이 현실적 상황이 아님을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예
시일 수 있다. ‘청신체’란 명칭은 단테(Dante Alighieri)(1265-1321)의 『신곡』(La Divina
Commedia)(1308-1321)

「연옥」(Purgatorio)

24편에서

루카의

보나귄타(Bonaguinta

of

Lucca)가 언급한 명칭이다. 이 단어는 “감미롭고 새로운 문체”를 의미하는 것으로(Vallency
195) 청신체 문학이 추구하는 사랑은 이전의 궁정풍 사랑과 달리 츅체적 결합이나 접촉을 완
전히 배제한 사랑을 그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대표적인 여성이 바로 단테의 작품들에 등장
하는 베아트리체(Beatrice)이다.
8살 아이로 처음 만나 24살에 죽을 때까지 마음에 두었던 베아트리체는 단테가 항상 마음
에 두고 사랑하였던 여성이다. 단테의 초기 작품인

『신생』(La Vita Nuova, 1293)에서 그려

진 베아트리체는 순결하고 결점이 없는 이상적 여성으로 이 세상의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늘의
여신처럼 묘사된다. 『신곡』의 경우 베아트리체는 결점 많고 죄인인 인간의 대변인으로 그려지
는 단테를 천국으로 이끄는 여성이다. 이 과정에서 구레비치가 지적하듯이 단테가 느끼는 베
아트리체는 “실제적 감성의 영성화, 즉 한 명의 여성에서 신학적 구현체로 변화시킨 모
습”(229)이다.
기독교적인 전통이나 사회 계층적 상황 그리고 15세기 로맨스 문학에서 유행하던 청신체
전통을 볼 때 중세, 특히 15세기에 궁정풍 사랑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 하겠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현실성이 없는 궁정풍의 사랑이 왜 여전히 문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대중, 특히 귀족
들의 사랑을 받았을까? 어쩌면 이 궁정풍 사랑은 일부 중세학자들이 정의 내리듯이 중세 인들
이 바랐던 “심리학적 실체”(Smith & Snow 7)일 수도 있고 또 “집단 무의식의 투영”(Moller
71)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랑의 형태에 열광한 것은
바로 현실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꿈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을 근거로 성립된 결혼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지위적인 이익을 위해 행한 결혼, 계약결
혼이 대세인 부부 사이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진실한 사랑을 원했을 수도 있다. 사회적 지위
로 볼 때 궁정풍 사랑의 문학은 여성에게 차별받는 현실과는 다른 꿈을 주는 세계일 수 있다.
남성과 다른 별개의 집단으로 인정받으며, 법적 권한이나 정치적 권한이 공적으로 전혀 없는
세계에서 그림자처럼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여신처럼 대접받고 싶어 하는 꿈
의 반영일 수 있다. 그 이유야 어쨌든 궁정풍 사랑의 문학의 유행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
하는 여성의 동전의 뒷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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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ara,

「궁정풍 사랑의 문학에 등장하는 ‘레이디’ 연구:
이상화된 모습과 현실적 실체의 괴리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임성욱(연세대)
본 논문은 저자가 첫 번째 각주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문학과 종교> 24.2. (2019)에 게
재된 “궁정풍 사랑의 문학에 등장하는 ‘레이디’ 연구: <<아서왕의 죽음>>에 그려진 두 개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의 원고를 수정, 편집한 것이다. 발표 원고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다. 먼저, 첫 번째 장에서 저자는 중세 시대 교회가 유럽에서 지녔던 영향력과 교회의 서열
문화, 특히 남녀 위계질서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도 이런 남녀 차별적 위계 질서를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 성서에 내재된 가부장적 문화를 동시에 파헤친다. 다음으로 저자는 두 번째 장에
서 궁중풍 사랑 문학에서 레이디의 신격화가 이루어진 역사, 정치적인 연원을 제시하는 동시
에 12~14세기에 이르는 대표 궁중 문학가와 그들의 저술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에서 저자는 사회,계급적 차원에서 또한 15세기 로망스 문학에서 유행했던 청신체
전통에서 입각해서 궁중풍의 사랑은 현실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욕망으로 규정한다.
본 논문은 궁중 사랑 문학에 등장하는 ‘레이디’에 대한 신학적, 종교적, 역사적, 정치/사회적,
문학적 고찰을 통해 문학에 나타난 사랑과 실재의 사랑의 괴리를 분석하며 그 원인을 규명하
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문학과 역사적 실재 사이에서 모방을 넘어서서 벌어질 수 있는
왜곡에 대해서 독자들은 많은 것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작품이 그러하듯, 이 흥미로
운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문제제기1: 구약과 신약의 여성관이 다른가? 저자의 논지는 자칫 반유대적인 해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물론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가지는 가부장적 상징성은 이해되지만, 반드시 구
약의 여성관이 반드시 가부장적이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 시대 에스더의 이야기는
여성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녀로 추앙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신약의 여성
관이 반드시

남녀 평등한 사상을 대변하지 않는다. 저자가 각주 2번에서 제기하듯 베전3:1,

엡5:22-24, 골3:18에서 보듯이 가부장적 코드가 신약성서에서도 역시나 발견된다. 따라서 “중
세 이전 성경의 역사나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기독교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차별되거나
폄하되지 않는다”(2) 는 저자의 주장은 자기 모순적인 발언인 동시에, 반유대적인 발언으로 간
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성서는 가부장적 사회 가치를 신,구약 전반에 걸쳐 견고히 하
면서도 여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요소도 부분적으로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야기
일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기독교의 양면성이 중세 궁정풍 문학에 어떤 형식으로 반영되었는
지 재고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제기 2: 위에 문제제기 한 것과 연관하여 두 번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저자는 분명
히 “이와 같이 유혹자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여성을 이해하던 중세 시대에 발생했던 역설적 현
상은 여성을 신격화하려는 움직임이 기독교와 문학에서 일어나고 부흥한 것이다. 중세 시대에
성모 마리아 경배가 활성화 되었으며 궁정을 중심으로 레이디를 신격화하는 궁정풍 사랑의 문
학이 활발하게 집필되었다”(3)고 말한다. 저자가 말하듯 중세시대 여성관은 한편으로는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자로서 묘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결한 신성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
중적이다. 여기서 논찬자는 단도직입적으로 기독교 여성관의 이중성의 이유를 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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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언뜻 이중적으로 보이는 중세 시대의 여성관은 실제로 여성을 지배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지배를 낭만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은 남성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런 점
에서 중세 문학 비전공자로서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궁정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는 남
성들이 주축이었는지, 아니면 여성들도 그 문학에 동참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별 차이는 그
문학적 기조에서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궁금하다.
문제제기 3: 저자는 흥미롭게도 궁중문학에 있어서 레이디의 주도권에 주목한다. “기사에게
있어 레이디는 거의 여신의 위치이다. 레이디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기사는 용맹한 행동과 덕
을 쌓아야 하며, 이렇게 헌신하는 기사에게 사랑을 주는 역할을 오로지 레이디이다. 사랑을
받아들인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주도권은 여전히 레이디에게 있다. 연인 기사에게 요
구되는 것은 마치 여신을 숭배하듯이 레이디를 숭배하고 복종하며 헌신하는 것이다.”(5) 궁중
문학에 나타난 권력 있는 여성, 레이디에 대한 헌신, 더 나아가 복종과 숭배는 가부장 문화의
모방(mimicry)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가부장 문화의 전위(reversal)로 보아야 할 것인
가? 궁중문학의 성담론에 있어 그 문화적 함의는 무엇인가?
문제제기 4: 저자는 발표문 전체에 걸쳐서 한 가지의 문제에 천착한다. 쉽게 말하자면, 그것은
궁중풍의 사랑 문학이 얼마나 현실적인 사랑인 것이냐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남성과 다른
별개의 집단으로 인정받으며, 법적 권한이나 정치적 권한이 공적으로 전혀 없는 세계에서 그
림자처럼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여신처럼 대접받고 싶어하는 꿈의 반영”을 궁
중문학의 욕망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저자는 궁중 문학에 있어서 여성의 욕망만을 주목했지
남성의 욕망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논찬자는 궁중문학을 지탱하고 있는 여성의 욕망과
남성의 욕망, 그리고 그 상호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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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휴머니즘과 영생
김영원(서울대)
글소개
닉 보스트롬, 레이 커즈와일, 그리고 한스 모라벡 등의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GRN(Genetic
Engineering,

Robotics,

Nanotechnology)으로

대표되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혁신적인 발전, 그리고 그와 연계된 사이보그 기술의 비약적 진
보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영생에 대한 전망은 종교, 특별히 부활과 영생을 핵심적 교리로
가지는 기독교에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이며, 둘 사이의 대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본 발표문에서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영생이 육체에서 분리된 정신이 사이버
세상에서 얻게 되는 지속성이라는 점에서 육체의 부활을 통한 기독교의 영생과는 전혀 다른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차이 때문
에 기독교의 영생에 대한 희망이 오히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영생 추구에 비판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I. 서론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 혹은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은 단순히 공상과
학 영화에서 등장하는 상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존의
인간개념을
Engineering,

초월한

트랜스휴먼의

Robotics,

현실화는

과학기술의

Nanotechnology)으로

대표되는

발달,
첨단

특별히

GRN(Genetic

과학기술의

발달과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혁신적인 발전, 그리고 그와 연계된 사이보그 기술의 비약적 진
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바야흐로 과학기술을 통한 죽음의 극복이 현실화하고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의 영향은 모든 분야에 혁신적인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특별히 트
랜스휴머니즘의 실현으로 인해 인간 생명이 거의 무한하게 연장될 때, 직접 영향을 받을 분야
는 종교, 그중에서도 부활과 영생을 핵심적인 교리로 가지는 기독교일 것이다. 유전 공학과
인간복제 문제에 관한 기독교 공동체들의 격렬한 반응을 되짚어볼 때 이러한 대립은 명약관화
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이 이야기하는 영생과 기독교적 영생이 명확하게
다른 인식론적 기반을 가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이 주장하는 영원한
생명이 과거와 현재의 가능성이 축적되어 실현되는 미래적인 영생이라면, 기독교의 영생은 절
대적인 신의 가능성이 초월적 지평으로부터 혹은 종말론적 미래로부터 오는 사건이다. 이에
관해 칼 브라텐(Carl Braaten)은 세속적 미래학(futurology)의 지평이 되어감(becoming)인
반면, 기독교적 영생의 지평인 종말론(eschatology)의 지평은 하나님의 나라의 옴(coming)이
라고 정리했다(Carl E. Braaten, 29).
두 영생개념 간의 직관적이지만 명확한 차이를 분명히 분석하고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의 영생이 현실이 된다면, 혹은 현실화의 가능성이 커진다면 우리는 종교적 측
면에서의 특별히 기독교적 측면에서의 끊임없는 그러나 소득이 없는 저항과 비판을 경험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앞으로 종교적 문제와 관련한 트랜스휴머니즘의 논의를 보다 생산적
으로 만들기 위해서 본 발표문에서는 트랜스휴머니즘이 지향하는 영생의 개념을 철학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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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기독교적 영생개념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고
이 차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반성할 것이다.
II. 트랜스휴머니즘의 영생
1. 사이보그와 영생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전시키기 전에 우리는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의 관계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은 때에 따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서로 구분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작
가인 줄리언 헉슬리(Julian Huxley)가 『계시 없는 종교』(Religion without Revelation)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Julian Huxley 1967, 195). 앤디 미아(Andy Miah)의 경우에는 닉
보스트롬과 같은 트랜스휴머니스트를 철학적인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정의했다(Andy Miah
2007, 80). 그리고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은 트랜스휴머니즘을 현재의 인류와 포스트휴
먼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단계로 본다(Nick Bostrom 2014, 4). 본 발표문에서는 닉 보스트롬
을 따라서 트랜스휴머니즘을 포스트휴먼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이해하고 사용할 것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의 다양한 영역 중, 영생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은 사이보그
(Cyborg)에 관련된 기술일 것이다. 사이보그는 사실 매우 복잡한 개념이기는 하지만(Beryl
Fletcher 1999; David Thomas 1991), 본 발표문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두 종류의 사이
보그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인간의 생물학적 몸을 기반으로 한 사이보그이다. 이는
인간의 신체에 인공기관을 설치하여 노화된 부분을 대체하거나 더 나아가 인간의 신체 일부분
을 더욱 강화된 형태의 기계로 대체하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형태의 사이보그를 말
한다. 이 형태의 사이보그에서 영생의 문제는 인간의 생물학적 기능을 기계적으로 연장하고
강화하는 차원과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신체의 일부분 혹은 전체를 대체하고 강화
하는 방법을 포괄한다. 로보틱스의 발전에 따라 인간 신체의 일부분을 대체하고 강화하는 기
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재생되지 않는 신체 기관을 대체
함으로써 노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낙관적인 의견도 많이 있지만, 그에 반대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자크 프랭츠
의 경우에는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인간의 염기서열이 밝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
는 그 염색체들 대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한다(Jaques Printz 2018, 192).
이러한 의미에서 실제로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것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생물학적 몸을 초월한 사이보그이다. 이는 인간의 몸, 특별히 뇌가 컴퓨
터 네트워크와 연결된 형태로부터, 더 나아가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정보가 네트워크로 옮겨
가는 형태까지의 사이보그를 의미한다. 즉, 초기의 형태는 아직 생물학적인 몸에 의지하고 있
는 형태이지만 최종적인 형태는 완전히 생물학적인 몸을 초월한 형태이다. 아마도 이러한 형
태의 사이보그야말로 트랜스휴먼적 영생을 논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의 사이보그를 현실화하자면 기술적으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탑재할 수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닉 보
스트롬과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과 같은 대표적인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이러한 일이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커즈와일은 2005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Singularity is Near)에서 2030년에 40년 사이에 특이점에 도달하며, 이때
프로그램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지능을 탑재할 수 있
는 컴퓨터가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인텔의 설립자 고든 무어의 법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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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이 법칙에 따르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작업수행능력이 약 2년마다 두 배로 기하급수
적으로 성장했으며, 그 결과 약 40년 만에 컴퓨터의 성능은 백만 배나 향상되었다. 이렇게 생
각해 볼 때, 앞으로 약 20-30년이 지나면 인간의 지능을 앞서는 컴퓨터가 등장한다는 주장이
다. 이런 컴퓨터의 등장은 하드웨어적인 발전과 소프트웨어의의 발전이 충분히 보조를 맞추어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프란츠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전망과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Jaques Printz 2018,
179-187).
설사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희망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향한 길이 열린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을 기계에 옮기는 일이 진정으로 인간이 영생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정신이 몸을 벗어나게 될 때, 과연 그 존재를 생물학적인 몸과 연결되어 있을 때와 같은 존재
라고 할 수 있을까? 정신과 몸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정리하자면 우리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영생 문제를 다룰 때, 인간의 정신과 몸의 관계 문제에 부딪히게 되며, 이 문제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철학적이고 인식론적인 배경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요청한다.
III.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철학적 비판
1. 트랜스휴머니즘의 철학적 인식론적 배경
과학은 철저하게 사실과 관찰에 기반한 연구이다. 그러나 과학도 철학적 가치판단에서 완
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특별히 트랜스휴머니즘은 크게 두 가지의 서로 연결된 철학적 편향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더 나아가 인간의 생물학적인 몸이 정신을 속박하고 있다는 생각
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먼 영(Simon Young)이 그의 책 Designer Evolution: A
Transhumanist Manifesto에서 “인본주의(humanism)가 우리를 미신에서 해방했듯이, 트랜
스휴머니즘은 우리를 생물학적 사슬에서 해방하게 하라”(Simon Young 2006, 32)라고 외친
것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생물학적 몸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트
랜스휴머니즘의 목표가 결국 인간이 생물학적 몸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
이라면, 여기에는 정신과 몸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 더 나아가 몸이 정신을 속박하
는 감옥과 같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의 인
간 이해 혹은 주체 이해는 고전적으로 플라톤의 철학과 신플라톤주의의 인간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성이며 이것이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이러한 생각은 데카르트가 인간의 본질을 생각으로 규정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것(res cogitans)로 이해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트랜
스휴머니스트들은 “신체를 과소평가하는 데카르트적인 로고스 중심주의”를 전반적으로 지지하
는 것으로 보인다(김재희 2014, 220).
두 번째는 진화론적인 사고이다. 테드 피터스는 커즈와일을 비롯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GRN 기술과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인 발전을 생물학적인 진화와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Ted Peters 2015, 135). 생명을 가진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은 더욱 위대한
지성과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며, 기술적인 발전은 이러한 존재의 목적을 생물학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다(Ted
Peters 2015,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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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랜스 휴머니즘의 철학적 한계
트랜스휴머니즘의 영생개념의 철학적 한계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 한계는
데카르트의 영육 이원론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트랜스휴머
니즘의 영생 이해는 데카르트의 영육 이원론에 그 철학적 기반이 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이
원론적 인간 이해는 이미 칸트의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에서 초월론적
요소론이 초월적 감성학을 필수적 요소로 포함하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이후 현상학
의 발전, 특별히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에서 신체가 지각의 주체라는 이해, 즉 지각대상에 대
한 종합이 구체적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육화된 자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인간 주체 이해에
이르러서는 데카르트적인 영육 이원론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보
편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인간 이해 혹은 주체성을 거부하는 현대의 다양한 포스트모던적인 담
론 하에서 인간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분리를 전제로 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영생은 분명 한
계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영혼과 육체의 분리문제를 더욱 구체적으
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선희는 트랜스휴머니즘 영생 개념의 철학적 한계를 신체동일성
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김선희 2005). 사실 누군가 영생을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영
원한 지속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철학에서의 주체 이해를 고려한다면 자신의 동일성이
라는 것은 자신의 신체가 지속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김선희는 두 종류의 사이보그 – 인간의 생물학적 몸을 기반으로 한
사이보그와 인간의 생물학적 몸을 초월한 사이보그 – 의 측면에서 각각 트랜스휴머니즘의 영
생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먼저, 인간의 생물학적 몸을 기반으로 한 사이보그에 대해서는 인간
의 몸이 기계나 혹은 생물학적인 대체물로서 그 구성물이 다 바뀌어도 이는 시공간에서 자신
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신의 영생이라는 개념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이해한
다(김선희 2005, 174-178). 그러나, 인간의 생물학적 몸을 초월한 사이보그, 즉 네트워크에
자신의 마음을 옮긴 형태의 사이보그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상에서의 물리적 경계의 소거로 인
한 개인 정체성의 상실, 그리고 컴퓨터에 의한 정신정보의 조작 가능성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
을 유지한 자신의 영생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김선희 2005, 182-188).
IV. 트랜스휴머니즘과 기독교의 영생
이러한 트랜스휴머니즘의 영생개념의 철학적 한계는 기독교적 영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차별점과 관계성을 시사한다. 먼저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있어 기독교
에서의 영혼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트랜스휴머니즘에서
는 영혼을 데카르트를 따라 지성의 관점에서 이해하지만, 기독교에서 영혼은 단순히 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데카르트의 『성찰』(Meditationes de prima philosophia)과 안셀무스
의 『프로슬로기온』(Proslogion)에 등장하는 자아를 비교·분석해본다면 즉각적으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영혼은 지식의 명증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의하는, 생각하는 것
(res cogitans)인 반면(Meditationes I-III), 안셀무스의 영혼은 “다가갈 수 없는 빛(lux
inaccessibilis)” 가운데 있는 “최고선(summum bonum)”을 향해 나아가며 탄식하면서도 종
말론적 희망 안에서 기뻐하는(Proslogion I, XXVI), 신과 인격적 교류를 가지며 지성·감성이
유기적으로 결합 되어 있는 마음(mens)이다. 이러한 기독교적 영혼 이해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영혼 이해보다 더 풍부하고 유기적이라는 점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의 도전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대한 비판적 담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기독교의 영생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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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의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의 영생과 다르다. 물론
지금 현재의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의 육체이지만 분명 죽음 이전의 육체와
연관성이 있는 새로운 육체를 의미한다. 즉 기독교의 영생은 신체의 자기 동일성을 긍정하는
형태의 영생개념에 더욱 가까우며,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영생이 오히려 현대철학적인 인
간 이해에 적합한 영생개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트랜스휴머니즘은 순진한 진화론적 발전개념에 기반하여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초월적인 혹은 종말론적인 지평으로부터 오는 영생을 희망한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이 과학기술에 의해서 생물학적 기반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 기술적 발전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낙관적
인 발전론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로, 이러
한 낙관론이 근거하고 있는 실질적인 기반은 현재의 GRN과 AI 관련 기술로 볼 수 있는데, 이
모두는 거대한 자본의 힘이 없이는 불가능한 기술이다. 그렇다면 트랜스휴머니즘이 낙관하고
있는 미래는 이 자본의 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래이며, 이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인간소외의 문제와 빈부격차의 문제,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윤리적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낙관하고 있는 자유로운 미래는
매우 순진한 낙관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이
러한 낙관론이 이전 세대의 휴머니스트들이 인간의 발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낙관론에 기반하
고 있다는 점이다(Nick Bostrom 2005, 2).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
론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주체성과 도덕성에 대한 깊은 반성을 가
져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기독교 신학에는 이러한 낙관론을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미 인간
안에 있는 신적 가능성에 기반하여 이 땅에 지상의 낙원을 건설할 수 있으리라는 자유주의 신
학의 꿈은 앞에서 언급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좌초하였고, 기독교 사상
가들에게 다시 초월과 종말으로부터 오는 가능성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를 주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칼 바르트(Karl Barth)는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과 그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순
진한 낙관론의 무기력함에 실망하여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과 자연 신학적인 신이해를 거부하
고, 신의 초월성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부활을 주장하였다. 그의 영향을 받은 위르겐 몰트만
(Jürgen Moltmann)은 이 초월의 개념을 그리스 철학의 존재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현의
신(theos epiphanes)이 아니라 약속(epangelia ἐπαγγελία)의 지평에서 만나게 되는 부활의
희망에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Moltmann, 204-207; [246-251]). 초월과 희망의 지평에서
의 부활을 통한 영원한 삶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영생이해가 순진한 낙관론을 극복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의 영생은 오히려 트랜스휴머니즘이 꿈꾸는 영생에 대
한 비판적 담론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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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휴머니즘과 영생」에 대한 토론문
방원일(서울대)
1.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 조건의 극복’인데, 죽음은 초월의 대상이 되는 인간 조건 중의 하
나인 것 같다. 인간 극복이 곧 영생은 아닐 것이다. 영생이 트랜스휴머니즘의 가장 중요한 의
제인지 의문이 든다. 인용된 내용으로는 그들이 영생 문제에 크게 고민하지 않은 인상을 받는
다. 오히려 영생은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으로 설정된 의제가 아닌지, 트랜스
휴머니즘 진영 내부에서도 스스로 중요시하는 의제인지가 궁금하다.
2. 기독교 바깥에서 기독교는 서양의 영육이원론을 전제로 한다고 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
서 이 발표문에서 기독교가 단순한 이원론보다 풍부한 의미를 지닌 영혼 관념(지성, 감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점에서 트랜스휴머니즘과 다르다고 지적한 대목
이 인상적이었다.
동아시아에서 서학(西學)을 수용할 때 가장 논쟁이 되었던 것이 영원불멸한 영혼 개념이었다.
유학자들은 죽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영혼(anima)을 수용하기 힘들어
했다. 기독교에서는 영생의 전제가 되는 영혼의 불멸성의 근거를 무엇으로 들고 있는가?
3. 기독교사에서 영생, 부활만큼 다양하게 해석되는 관념은 없을 것이다. 성서 내에서도 다양
한 부활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 해석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
는 어떤 전통이나 텍스트를 근거로 해서 기독교 영생을 정리해서 철학적 논변의 재료로 삼았
는지 궁금하다.
4. 발전의 의미는 무엇일까? 발전(development)은 ‘순진한 발전’말고 어떠한 양상의 ‘전개’
역시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딴 이야기를 하면, 논평자는 현재 우리가 트랜스휴머니즘
과 관련해 당면한 현실은 초월보다는 연장(延長), 혹은 결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이세돌은 자신의 은퇴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제가 배운 건 예술인데 그 자체가 무
너져 버렸다. ‘더 이상은 하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파고 이후 기사들은 AI
와 대결하면서, 그리고 AI를 옆에 두고 참고하면서 바둑을 연구한다. 전에 없던 수(手)들의 발
견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면서 바둑 세계가 바뀌었다. 이제 혼자 고민하는 예술의 시대는
끝나고 인간과 AI의 협력에 의해서만 바둑 탐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누가 보기에는 바둑
의 발전이고, 이세돌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양상의 전개이기도 하다.
AI는 얼핏 보면 보조자이고, 실제적으로는 필수불가결한 우리의 연장(extension)이다. 테크노
-인간이 이미 우리 일상임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결합에서 비롯한 연장된 우리의 삶의 변
화에 기독교는 무슨 발언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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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을 말하기: 레비나스 타자 현상학으로 본 문학의 윤리성
박욱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요약문]
서구 철학이 무한, 초월, 신에 대해 말할 때는 거의 반드시 ‘존재’를 말해 왔다. 레비나스는
이 뿌리 깊은 서구 철학의 전통에 혁명적인 반론을 제기한다. 그는 현상이 자기 존재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라는 존재자로부터 유래된다는 대전제 하에 서구 존재론을 뒷받침
해온 주-술 구조의 말함이 가진 윤리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는 ‘존재한다’라는 술어에 주어를
종속시키는 말을 ‘말해진 것’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타자성을 날것 그대로 수용하는
가운데 자기 존재에 갇힌 자아라는 유한자를 넘어서는 ‘무한’의 명령에 대한 응답하는 행위를
‘말함’이라고 칭한다. 레비나스는 이처럼 무한(l'infini)을 말하는 근원적 말함의 가능성이 문학
안에 배태되어 있다고 수긍한다. 물론 대부분의 예술과 문학 작품들은 가소성으로 인해 이런
가능성을 저버리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부 작품들, 특히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들은 예외로
취급된다. 그가 보기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은 자아에 의한 타자의 희생과 죽음을 극명하게
부각시켜 자기비허적 주체성을 일깨운다. 그리하여 인간됨의 중추는 타인에 대한 죄책과 책임
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데 주력한다.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을 중심으로 레비나스가 논의한 문학
의 윤리적 가능성은 종교나 철학의 언어가 갖지 못한, 문학의 언어만이 가진 한 탁월한 가능
성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예술과 문학의 미학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
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1. 철학의 언어, 존재를 말하기
서구 철학의 장구한 역사 대부분은 존재-신-론(die Onto-theo-logie)으로서 형이상학을 위한
시간들로 채워져 왔다. 형이상학은 존재에 대한 말이자 사유(λόγος)인 동시에 신에 대한 말과
사유이다. 존재에 대하여 말하기, 그것은 곧 생멸하는 현상적 존재를 ‘부정’하거나 ‘극복’하고
최고로 보편적인 본질 관념으로서의 존재 혹은 최고의 존재(summum ens)를 표상하는 일이
었다. 서구 철학의 언어는 이 일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였다. 이에 따라 모든 참된 명제란 반
드시 존재에 대한 궁극의 술어를 그것의 핵심 성분으로 가져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상황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인식 자체가 급변한 근대 후기에 와서 비로소 근본적인 변화
를 맞이하기 시작했고, 이후 철학의 언어는 더 이상 영원불변한 신의 존재를 말하는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철학의 언어가 가진 존재에 대한 말함, 초월에 대한 말함, 무한
에 대한 말함이라는 기능이 아예 사장된 것은 아니다. 최고로 보편적이고 완전한 존재로서의
신은 분명 역사의 뒤편으로 퇴장했다. 대신 그 자리에 인간이 실존적으로 체험하고 향유하는
존재, 초월, 무한에 대한 로고스가 들어섰다. 영원불변의 신이라는 관념이 부가해 온 짐을 벗
어던지려 했던 니체조차도 영원과 무한에 대한 형이상학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더불어 실존
중심의 존재물음을 제기했던 하이데거, 죽음의 전적 불가능성을 역설했던 그조차도 여전히 무
궁한 존재와 신성에 대한 말함이라는 철학의 테제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2. 현상학, 무한을 말하기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서구 철학의 언어가 가진, 혹은 가졌다고 여겨져 온 이 본질적 기능들에
근원적이고 혁명적인 의구심을 표한다. 특히 그는 언어를 “존재의 집(das Haus des S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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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으로 성격규정했던 하이데거의 생각과, 이런 생각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서구 존재론 전
체의 언어관에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 “초월과 무한에 대하여 말하기, 그것이 반드시 존재
에 대한 말함이어야 하는가?” 레비나스는 신에 대한 말함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사상이 원숙해질수록 더 많이 신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말함 속에 존재를 담지
않으려는 의지 측면에서는 전기 사상이든 후기 사상이든 한결같은 면모를 보였다.82) 그는 존
재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 욕망, 즉 존재하려는 ‘코나투스’(conatus essendi)야말로 현상 속에
서 근접해오는 타자를, 그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은폐하는 주범이라고 확신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타자와의 만남으로 충만한 삶을 담아내는 데 충실한 문학의 힘에 큰 관
심을 갖는다. 주로 자기 존재를 말하는 데 몰두하는 철학의 언어와 달리, 문학은 이런저런 모
양으로 타자라는 존재자에 대하여 말한다. 물론 글짓는 자는 자기의 말을 진술한다. 그렇지만
문학의 언어는 항상 타인의 형상으로 육화(肉化)된 삶의 체험을 말한다. 레비나스는 이 사실에
주목하는 가운데 문학이 무한을 말하기에 적합한 행위가 될 가능성을 수긍한다. 다시 말해 그
는 문학이 참된 타자 윤리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언어가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힘을
일깨우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이를 알아보려면 우선 레비나스가 밝히고 있는 무한의 의미
를 확인하고, 그가 지시하고 있는 이 말함의 방향성을 살펴야 한다. 레비나스의 사유 전반은
항상 고유한 현상학적 환원(la réduction phénoménologique)으로부터 출발된다. 현대 현상
학의 거두라 할 수 있는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에 의해 제안된 현상학적 환원은 기
존의 모든 형이상학적 존재사유의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보기를 중단하고, 오직 감각적인 현상
그 자체의 개별적이고 순간적인 본질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83) 레비나스는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 방법이 가진 커다란 가능성을 수긍하지만, 그 동기가 세계에 대한 존재 ‘인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방향의 활용법을 모색한다. 레비나스가 보기에 현상이란 애초
타자로부터 발원하는 것, 따라서 본질적으로 타자적인 것이다. 주체가 주체 자신으로부터, 자
기의식 자체로부터 발견하고 경험하고 사유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자기의 존재뿐이므로, 현상
은 자기 존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식에 포착되어 자기화된 현상이란 실상 현상의 원본적 특
성을 상실한 자기 존재의 부분일 뿐이다. 따라서 현상학은, 그리고 현상학적 환원은 모두 현
상 속에 배태된 진정한 타자성을 보존하고 그러한 타자적인 것이 수여하는 의미를 드러내는
데 봉사해야 한다. 이것이 레비나스가 생각한 현상학의 참된 목적이었다.84) 따라서 현상학적
환원은 이 목적을 위해 현상을 자기화하려는 모든 존재중심 사유의 판단들을 중지(ἐποχή)시
키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그는 이 현상학적 환원이 진정한 무한으로 향하는 길, 그 무한에 연관되는 길이라고 믿었다.
인간의 존재란 그것의 고질적 자기중심성 때문에, 스스로의 사멸에 대한 불안 때문에 유한하
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불안과 관련해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죽음을-향한-존재라는 실존규
81) Martin Heidegger, "Brief über den Humanismus," in Wegmarken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76), 313.
82) 그의 신 담론은 신에 대한 말함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유의미하게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
었다. Roger Burggraeve, "Twisting Ways: Emmanuel Levinas on How not to Talk about
God," in Debating Levinas' Legacy, eds. by Andris Breitling, Chris Bremmers, and Arthur
Cools (Leiden: Brill, 2015), 97.
83) Edmund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hen
Philosophie, Bd. 1-1 (Den Haag: Martinus Nijhoff, 1976), 65-66.
84) Edith Wyschogrod, Emmanuel Levinas: The Problem of Ethical Metaphysic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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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따르지만, 이 규정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보
인다. 하이데거에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불안은 개별화된 본래적 자기 존재가능을 기획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제시되지만, 레비나스에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불안은 현상의 타자성을
폭력적으로 말살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하이데거에서 자기 존재의 유한성이 무한히 수긍되
어야 할 실존성의 본질이라면, 레비나스에서 존재의 유한성 의식은 극복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소개된다. 여기서 그가 촉구하는 유한성의 극복이 당연하게도 어떤 초감성적 경지를
향한 존재의 고양은 아니다. 자기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의식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그 유
한성 때문에 순전히 자기 존재에 대한 애착으로만 살아가는 태도를 완전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85) 이 일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현상의 타자성을 그 자체대로 수용하는 것
이며, 그로부터 주체는 자기 존재를 초월한 지평, 무한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 무한의 지평으로 나아가는 일은 힘겨운 결단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현상의 타자성
이란 언제나 낯설고 불편하며, 자기에게 친숙한 것을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
에 무한의 지평은 주체보다 고결하고 숭고한 것, 초월적인 것이 관여되는 현상적 시-공간이
다. 레비나스는 이 지평에다 자신의 혈통적 종교 전승인 유대교 토라의 계명을 배치한다.86)
“살인하지 말찌니라”(출 20:13). 현상으로부터 타자성을 말살하는 것, 그 타자성을 강압적으로
자기 존재의 구성요소로 변환하는 것은 곧 살인이다. 풀어 이야기하자면 살인을 유발하는 모
든 자기중심적 심성의 원천이다. 현상학은 이를 밝혀주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타자 윤리에 관한 말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말함이란 곧 현상을 통해
근접해 오는 타자, 그러나 자아가 매 순간 소멸시켜 버리는 그런 타자에 대한 책임과 윤리에
대한 무한의 명령을 보여주는 행위여야 한다.
레비나스의 말함에 대한 의미 해명은 서구 형이상학의 유구한 전통이자 이상이었던 존재의 본
질을 이해하고 말하는 술어적 전통, ‘존재하다’(être)라는 동사에 귀속되어 의식된 것들에 대
한 말함, 그것을 근원적 차원에서 거부하는 것이다. 그는 술어인 존재가 아니라 현상의 주어
인 개별 존재자가 강조되어야 하며, 주어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존재자는 주체가 강압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타자여야 함을 역설한다. 참된 말함이란 이런 타자에 대한 체험을 말함이 되
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레비나스는 “말함(le Dire)”과 “말해진 것(le Dit)”을 엄밀하게 구별
한다.87) 우선 말해진 것에 대해 그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말해진 것이란 자기
의식에 의해 대자적으로 주제화된 것, 자기의식이 존재라는 최상의 본질 관념을 통해 주제화
해버린 존재자를 말한다. 이런 존재자는 타자적인 것이 제거된, 본질 관념에 의해 존재론적으
로 자기의식과 동일화된 존재자에 불과하다. 술어에 주어를 종속시키는 존재론적 사고 때문에
주어인 존재자는 ‘존재하다’라는 술어와 모호한 관계로 동일시된다. 주어는 명사적이고, 술어
는 동사적 혹은 형용사적이건만, 양자의 질적 차이가 이런 저런 개념들로 덧칠되는 가운데 강
압적인 동일화를 겪게 된다.
레비나스는 서구 존재론이 이처럼 말해진 것을 위한 말함을 강조해 왔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
자를 관념적으로 동일화하는 말함에 천착해 왔음을 비판적인 어조로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강압적 동일화 가운데서도 말해진 것에 앞서는 말함의 근원성이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말해진 것으로 함몰되는 말함의 구성은 [말해진 것]의 현시 가운데서도 고갈되지 않

85) Emmanuel Levinas, De l'existence à l'existant (Paris: J. Vrin, 2004), 19-21.
86) Levinas, Difficile liberté: Essais sur le judaïsme (Paris: Éditions Albin Michel, 1976), 23.
87) Levinas, Autrement qu'être ou au-delà de l'essence (La Haye: Martinus Nijhoff, 1974),
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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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것은 주제화 자체 위에 자신의 흔적을 각인시킨다.”88) ‘존재하다’라는 동사적 술어가
주어인 명사(존재자)를 결코 완벽하게 술어에 복속시킬 수 없음이 바로 이 흔적으로 지목된다.
존재의 본질에 귀속될 수 없어 그것에 저항하는 주어 자신의 고유한 명사성, 이는 말함의 근
원이 원래 존재적 본질 관념을 부여하는 자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있음을 고지한
다.
레비나스가 단언하는 바로, 말함은 타자로부터 기인한다. 말함은 원본적 차원에서는 담론(le
discours)이다. 그것은 반드시 타자를 상대하는 데서만, 타자의 근접함을 수동적으로 겪는 주
체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말함은 근원적 차원에서 능동적 지향 행위가 아
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수동적인 책임 맡음의 행위로 새로이 규정될 수 있다. 타자의 근접이
현상을 통해 자아에게 알려지는 모든 순간에 자아는 타자에게 화답한다. 모든 근원적인 화답,
물리적 발화(發話)나 진술 여부와는 무관한 화답, 이것이 말함이다. “말함이란 ‘이웃을 의미화
하면서’ 그에게 다가감이다.”89) 여기서 의미화란 타자성이 주체에게 수여하는 의미, 타자성을
말살하지 말고 타자에 대한 죄책과 책임을 온몸으로 감내하라는 명령이 나의 주체성의 의미로
서 알려짐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원초적인 말함이란 유한한 자기 존재를 아득하게 초월해
있는, 오직 타자와의 수동적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엿보이는 무한에 응답하는 일, 즉 무한을
말하는 행위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3. 문학, 타자를 말하기
그렇다면 레비나스는 문학이 이런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말함의 행위양태로 적절하다고 생각했
을까? 그의 평생의 지기(知己)인 문학비평가 모리스 블랑쇼(Maurice Blanchot)는 물론이거니
와, 그와 학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을 맺었던 현대 프랑스 해석학의 대표자 폴 리쾨
르(Paul Ricoeur)나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와 비교해본다면, 레비나스 사상 전반에서
문학의 역할과 가치를 깊게 탐구하는 논의는 드물게 발견되는 편이다. 어떤 의미로 그는 예술
행위 전반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표했다. 그는 문학을 비롯한 예술적 창작 및 해석 행위가
결국 자기 존재를 바탕으로 의미를 길어내는 일, 즉 존재론의 한 변용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학이 ‘무한을 말하기’라는 말함의
근원적 성격을 보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태도는 그의 사상과 글쓰기 전반
에 걸쳐 암시적으로 드러나며, 그의 공개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 러시아의 김나지움에서 수학한 레비나스는 학창시절 표도르 도스토예
프스키(Fyodor M. Dostoevsky)의 소설을 읽은 경험이 자신을 철학으로, 현상학으로 인도했
다고 소회한 바 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문학은 “철학을 위한 준비과정”90)이었다
고 답변했다. 이로 보건대 그가 문학이 가진 원초적 말함의 가능성을 수긍하는 입장에 서 있
었던 점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레비나스에게 문학이란 양면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존재론의 한 방편으로서 ‘말해진 것’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고, 다른 한편
으로는 탈자적 타자체험의 한 방편으로서 ‘말해진 것’에 복속되지 않는 ‘말함’이 될 가능성 또
한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레비나스가 문학을 비롯해 예술 행위 전반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예술

88) Ibid., 59.
89) Ibid., 61.
90) Jill Robbins, Altered Reading: Levinas and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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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통해 객체에 부여되는 가소성(可塑性, plasticity), 즉 대상화에 의한 객체 왜곡이 문제
시된다.91) “예술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은 객체를 그것의 상(l'image)으로 대체하는 것이다.”92)
그의 관점에서 이런 대상화는 결국 자기 존재를 근거삼는 표상화 행위 혹은 해석 행위로서,
타자성을 자기화하는 일의 일환이며, 그로 인해 타자로부터 전해지는 현상으로부터 근원적인
타자성을 말살하는 데로 귀결되고 만다. 이는 대상화가 항시 유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
문이다. 객체로부터 오는 현상은 그 자체로 본질적이고 고유한 것이 되지 못하고, 항상 자아
가 가진 본질 관념에 유비적으로 빗대어지는 가운데 특정한 유적 동일성을 가지는 상으로 새
로이 조형된다. 레비나스는 문학 역시 통상적으로는 이런 유비적 대상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믿는다. 결국 그에게는 일부 예외적 사례들만 타자성을 보존하는 문학, 무한의 명령
에 화답하는 문학으로 인정받는데, 이 예외사례 가운데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이 포함되어 있
는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어떤 특성이 문학에 대한 레비나스의 일반적 견해를 바꾸어 놓는가?
레비나스가 도스토예프스키로부터 가장 자주 인용한 문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진정으로
저는 그 어떤 이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요, 이 세상 누구보다
큰 죄인일 것입니다.”93)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수록된 이 고백에서 레비나스는 타자성의
직접적인 근접에 압도된 한 인간의 ‘말함’의 원형을 확인한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가 타자적
인 것과의 사이에 도래하는 무한의 요구 앞에서 자기 책임을 고백하는 인간상을 소설의 중심
으로 제시함으로써 문학이 갖는 윤리적 가능성을 만개시킨다고 평한다.
레비나스가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하는 요소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는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가 윤리적 관점으로 볼 때 다분히 양극적이라는 점이다. 『죄와
벌』에서 소냐와 라스콜리니코프,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살해당한 표도르와 그
주변인물(특히 표도르의 셋째 아들 알료샤) 사이의 관계는 억압과 고통과 죽음에 시달리는 타
자와 그 타자에 책임을 져야 할 자아의 관계를 대표한다. 둘째는 이렇게 타자성을 말살해온
자아의 책임이 자기비허적(kenotic) 주체성의 등장에 의해 여러 등장인물에게 전이(轉移)의 방
식으로 절박하게 감지된다는 된다는 점이다.94)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순전히
자아 내부로부터 나올 수 없다고 확신한다. 그가 풀이하는 바로는, 진정한 윤리적 책임의 절
감은 근접해 오는 타인이 자기에 의해 죽고 희생되고 있다는 현상적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해
진다. 타자는 자아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데, 이 자기비움이 주는 비통함과 죄책감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자아를 진정한 윤리적 주체로, 타자의 근접에 응답하는 말함의 주체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다.95)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죄와 벌』의 소냐는 레비나스적 타자의 대변자가
된다. 반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표도르는 자아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타자인 동시에,
스스로도 타자를 말살해온 자아로서 이중적 특성을 갖는 등장인물이다. 그가 타인에게 저질러
온 모든 악행은 그를 자기존재에 집착하는 자아로 드러낸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살해
당함을 통해 그 주변인들에게 “그 어떤 이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이”라는 고백을 끌어내는 자기비허적 타자로 밝혀지기도 한다. 이 고백은 우선 조시마 장로의
형과 조시마 본인을 통해, 그리고 그의 제자 알료샤와 그 형들에게 전이된다. 죄책을 깨닫는
91) Ibid., 132.
92) Levinas, "Reality and Its Shadow," in Collected Philosophical Papers, tr. by Alphonso
Lingis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7), 3.
93) Fyodor Dostoyevsky, The Karamazov Brothers (Moscow: Ripol Classic, 2017), 345.
94) Robbins, Altered Reading, 148.
95) Ibid.,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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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근원은 타인에게 있음이 이를 통해 밝혀진다. 이는 『죄와 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살인
자 라스콜리니코프의 변화는 무고한 희생자 두냐와 소냐,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의 주변인들
로부터 출발되지 결코 라스콜리니코프 본인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소설에서 갈등이란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한 편의 소설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서로 간에 도덕적 양극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두드러진 특징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레비나스가 보기에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비허적 타자의 근접이 갖는 힘을 짚어내고, 그로 인해 각기 자아의 윤리적 책임,
그것도 무한자 혹은 신 앞에서 윤리적 책임을 토로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참되고
유일한 주체성임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는 점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이 갖는 위대함의 핵심
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레비나스가 ‘신 앞에서의’ 죄책 고백을 유신론적으로 읽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이런 고백이 유신론적인 의미로 풀이되면 결국 자기비움과 정반대의 특성을 갖
는 자기 구원의 열망, 자기 존재 실현의 열망으로 재차 복귀하고 만다고 믿는다. 그에게 이러
한 행태는 쇠렌 키에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의 단독자, 즉 타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완
벽하게 개별화된 가운데서 존재론적으로 우상화된 무한자 혹은 존재의 신을 갈망하는 주체나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진다.96) 레비나스는 이런 유신론적 해석을 피할 수 있다면 도스토예프스
키의 소설이 말해진 것에 천착하는 철학적 언어의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종교보다 더 무한
에 가깝고 윤리학보다 더 타자지향적인 근원적 종교윤리학으로서 ‘무한을 말하는’ 말함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레비나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로부터 길어낸 문학의 가능성,
즉 무한에게 응답하는 말함, 말함 그대로의 원초적 말함이 될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4. 나오는 말: 문학의 윤리적 환원 문제
레비나스의 도스토예프스키 해석은 레비나스 고유의 현상학적 환원에 의거하고 있으며, 그 결
과 명백한 윤리적 환원의 면모를 보인다. 그는 예술과 문학이 가진 가소성 때문에 그 감성적미학적 가치와 그로부터 체감되는 숭고함을 부정한다. 예술과 문학이 가진 미학적인 힘이 근
본적으로는 예술가나 해석자 모두의 자기 만족, 자기 실현, 자기 존재의 긍정에 이바지한다는
점 때문에 레비나스는 예술이나 문학 전반에 경계심 어린 태도를 보인다. 그의 경계심을 누그
러뜨릴 수 있었던 예술 혹은 문학 작품은 몇 되지 않는데, 우선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도스토
예프스키의 소설이 그렇고, 다음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에 희생된 이들이 남
긴 글이나 그림 등이 그러하다. 레비나스는 이 작품들이야말로 인간의 존재적 자기중심성 때
문에 의해 죽고 희생되는 타자를 대변하는 그들의 얼굴이며, 우리에게 무한한 죄책과 윤리적
책임을 절감하게 하는 현상적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타자성, 무한, 말함, 그리고 말해진 것이라는 개념을 통해 레비나스가 수행한 문학의 윤리적
가능성 논의는 문학이 갖는 특수한 윤리적 역할, 종교와 철학을 넘어서는 탁월하고 고유한 가
치를 밝혀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과감한 윤리적 환원의 태도가 유발
하는 문제, 즉 윤리적 가치 이외에 예술과 문학의 모든 미학적 가치를 무시할 뿐 아니라 거부
하기까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애초
예술과 문학에서 미학적 쾌감 혹은 그로부터 유래되는 숭고함의 느낌을 제거해버린다면 그것
96) J. Aaron Simmons and David Wood, "Introduction: Good Fences May not Make Good
Neighbors after All," in Kierkegaard and Levinas: Ethics, Politics, and Religion, eds. by J.
Aaron Simmons and David Woo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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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술 혹은 문학이라 할 수 있을까? 게다가 레비나스가 극찬했던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타
자윤리적 가치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치밀하고 경이로운 산문적 장치들과 그로부터 나오는 미
학적 쾌감이 없었다면 빛을 발할 수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자기의 깊은 죄성과 구원받지 못
한 상태를 비통해 하며 절망하는 가운데 신 앞에 자기를 낮추는 개별화된 ‘신앙의 비약’에서
는 자기비움의 속성을 전혀 부여할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들은 문학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레비나스의 현상학적 평가를 여러 방면으로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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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을 말하기: 레비나스 타자 현상학으로 본 문학의 윤리성」에 대한 토론문
임인구(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무엇보다 먼저, 섬세한 통찰과 사려깊은 안내를 통해 본 논의 속으로 즐겁게 여행할 수 있
게 해주신 박욱주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여행의 의미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
로 논평문을 통해 재차 마중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학의 서정(抒情)이 담고 있는 자기감이 타자에 대한 소외 내지 말살을
야기할 수 있는 존재론을 강화할 위험소지가 될 수 있는 까닭에, 그보다는 타자체험을 통해
타자에 대한 책임성을 자각시킬 수 있는 윤리적 가치를 담보한 문학의 가능성을 살피고자 했
던 것이 레비나스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한국문단에서도 줄기차게 이루어졌던 순수문학 대 참여문학의 대립 속에
서, 당위적으로 후자만을 가치롭게 평가하는 입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견 레비나스는 문학으로부터 개인의 서정에 기초한 예술성을 부인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곧, ‘문학이라는 타자’의 예술성을 ‘타자철학이라는 자기’의 윤리성으로 변환시키려
는 기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비나스 자신의 정의 그대로, 문학에 대한 하
나의 살인행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7년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루벤 위스틀룬드 감독의 영화 ‘더 스퀘어 (The
Square)’에서는, 예술이 타자성의 윤리에 종속되었을 때 펼쳐질 수 있는 현실을 풍자적으로
잘 묘사합니다. 즉, 자연스러운 서정의 발현을 억지로 거세했을 경우 그 자리에서는 삶도 함
께 실종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이 실종되기에, 타자에 대한 정치적 올바름의 태도만이 일종
의 지적유희[앎]로서 만연하게 작동하지만, 그러한 태도를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주체는 부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정의 회피가 삶의 책임성의 회피가 되고 마는 역설입니다.
유사하게, 중국의 선가(禪家)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지적합니다. “외부로부터 찾아드는 먼지
에 늘 예민하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신수의 언술에 대해, 그의 스승이자 조사선의 5조인
홍인은 “그러한 태도는 참으로 선하고 윤리적인 태도이나, 그 안에는 어떠한 깨달음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윤리성과 종교성은 그 범주가 다른 것이라는 진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특히 예술의 분야에서, 윤리성으로만 무한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박
욱주 박사님이 결론에서 회의적으로 제기하시는 물음처럼, 본 논평자도 이 지점에 같은 물음
표를 띄웁니다. 어찌보면 레비나스는 예술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존재론적 로고스의 대변자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흥미롭습니다.
“노래는 현존재다.”라고 언술하며, 기꺼이 심연으로 내려가 그 뿌리와 접촉함으로써 끝내
모든 존재자 그 자체로서의 온전함을 참되게 말하게 되는 시인의 가치를 주장하는 하이데거는
오히려 이러한 레비나스와 대비되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디오니소스적이며, 조금 더 청각예
술적인 면모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요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예술관에는 분명하게 ‘깊이’가
담지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의 여정은 서정을 통해 안내되는 일이 가능하기까지 합니다.
전술한 것처럼, 이는 다시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의 고전적인 대립을 상기시킵니다. 자기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은 서정을 낳고, 현상의 타자성에 대한 자각은 책임을 낳습니다. 이 대립
이 오롯이 가능하다는 것이, 즉 대립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바로 문학의 가장 아름다
운 의미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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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체험과 ‘역설(Paradox)’:
세속적 신비주의의 체험 보고를 중심으로97)
성해영(서울대)
비일상적인 인간의 경험과 종교
현대 사회는 종교에서 멀어졌다. 정치의 영역을 비롯해 교육, 경제 등 우리 삶의 많은 분야가
예전과 달리 비종교적이며, 세속화된 원리에 입각해 운영되고 있다. 종교적 세계관이 더 이상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지배적인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종
교적인가를 묻는 질문은 시대에 뒤쳐진 것이자, 심지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까지 간주되기 십
상이다. 그 답이 너무 자명해 보여서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려 할 때 우리가 눈여겨 보
아야만할 현상이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한 아일랜드 여성이 자신이 스물한 살 때
예기치 않게 겪었던 경험을 16년 후에 보고한 것이다.
여전히 혼잣말로 질문을 던지고 얘기를 하며 걷다가, 절벽 끝에 도착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초록색 절벽과 태양, 바다, 소리들이 어우러진 속에서 시공이
뒤틀리면서 ‘모든 것이 다 괜찮으며, 일체(unity)를 이룬다.’라는 강한 긍정성을 느꼈던 것이
다. 나는 사색하던 중이 아니었다. 나는 무엇을 보거나 육체적으로 느끼던 것도 아니었다. 그
것은 오히려 앎에 가까웠고, 그 때인지 그 이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기묘하게도 내가 더
이상 절벽 위에 있지 않고 존재의 충만함인 잿빛의 무시간(無時間) 속으로 튕겨져 들어갔다고
느꼈다. 나는 그것의 일부였다……나는 그 때, 그 체험 이전과 이후로 일체성이라는 것을 내
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었다. “알고 있다”는 표현은 애매모호하다. 나는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식으로 안 것도 아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내가
직접적으로 일체성을 경험했다는 의미이다. 체험 이후에 나는 정말로 경이로움을 느꼈다. 마
치 ‘나는 뭐든 괜찮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좋다’라고 환호하는 것처럼 느꼈다.98)
이 경험담은 저명한 동물학자였던 알리스터 하디(Alister Hardy, 1896-1985)가 은퇴 후 인간
의 종교 경험을 연구하면서 수집하게 된 많은 자료 중 하나이다. 하디는 자신의 평생 관심사
였던 인간의 종교 체험을 연구하기 위해 ‘종교체험연구센터’(RERC : Religious Experience
Research Center)를 설립하고 생생한 종교 체험들을 모았다. 인용한 사례는 1441번으로 수
집되었다.99) 하디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여성은 가톨릭에 속한 적이 있지만, 체험을 겪게 된 때
에는 무신론자라고 밝혔다. 이 여성이 젊었을 때 가졌던 경험을 한참의 시간이 지나 보고한
것이다.
하디가 1146번 사례로 수집한 경험담도 유사하다. 삶의 배경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70

97) ‘역설’(paradox)은 희랍어에서 유래했다. 어원적 의미는 para(against)+doxa(opinion)로 일반적인
견해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높은 차원의 진실을 담고 있는 주장이나 명제이다.
98) 이 사례와 다음에서 인용된 1146번 사례는 다음 책에 인용되어 있다. Jordan Paper, The Mystic
Experience: A Descrip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SUNY Press, 2004), pp.
19-20.
99) http://www.uwtsd.ac.uk/library/alister-hardy-religious-experience-research-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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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후반의 영국 여성이, 자신이 십대 후반이었던 60여 년 전에 겪은 경험을 보고한 것이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나는 큰 상처와 모멸감을 느꼈다. 나는 내 방으로 달려가 마치 텅 빈 조
개껍질처럼 스스로를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서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이 절대
적인 공백의 지점에서부터 마치 내가 또 다른 차원에 붙잡히게 된 것처럼 보였다. 분리된 나
의 자아는 존재하기를 멈추고 잠시 동안 나는 삶과 죽음을 영역을 초월해 있는, 마치 무시간
의 거대한 권능과 기쁨 그리고 빛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꼈다. 나의 개인적이며 고통스러운
느낌은 사라졌다. 비전(vision)이 주었던 강렬함은 잦아들었지만, 그 이후로도 지금껏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위 보고담은 70대 여성이 자신이 무려 60여 년 전에 겪었던 비일상적인 체험을 마치 어제 일
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
두 보고담은 하디가 관심을 가졌던 체험들이 체험자였던 두 여성들에게 매우 깊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체험 자체의 경
이로움은 물론이거니와 체험을 통해 얻은 비일상적인 통찰이 체험자들에게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의식, 자아, 일체성, 무시간성, 앎, 기쁨, 빛’과 같은 비종교적이며 심리
적인 용어들을 사용해 그들이 겪었던 비일상적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하디가 수집한 많은 자
료들이 주로 영국을 포함해 영미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그의 노력과 자료들
은 인간의 종교성을 규명하는 데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
하디가 흥미를 느끼고 수집했던 이 체험들은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 더욱 빈번하게 등장하
고 있다. 종교를 믿지 않게 된 현대에 왜 이런 체험담이 쏟아지고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 목
도되는 이런 체험들을 통틀어 우리는 ‘세속적 신비주의’(secular mysticism)라고 부른다. 그
런데 이 체험담들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종교적 신비주의와 세속적 신비주의(secular mysticism)
앞서 인용한 체험의 보고는 종교 전통에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페인의 여성 신비
가이자 수녀였던 아빌라의 데레사(Teresa of Ávila, 1515-1582)가 남긴 경험들이 손꼽힌다.
그녀는 평생의 영적 여정에서 마주친 자신의 다채로운 체험을 ‘영혼의 성’(Interior Castle)이
라는 저술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100) 그 중에서도 다음 대목들은 그녀의 영혼이 신과의
완전한 합일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통찰과 체험을 다루고 있다.
사실 이 상태가 계속되는 얼마 동안 우리는 감각을 잃게 되고 무엇을 생각하려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105쪽)
반시간을 넘는 일이 없는 그 짧은 동안에 하느님과의 합일을 이루고 당신의 위대하심 속에 있
음으로 해서 영혼은 얼마나 변모되는 것입니까?(116쪽)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동안이란 항상 짧지만,
100) 이 책은 국내에 두 종이 번역되어 있다. 『아빌라의 테레사 : 내면의 성(城)』 , 황혜정 옮김, 요단출
판사(2011). 『영혼의 성』, 최민순 옮김, 바오로딸(1970). 원제는 Castillo Interior이며 영어 제목은
Interior Castle이다. 이 글에서는 최민순의 『영혼의 성』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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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보다 훨씬 더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109쪽)
하느님은 그런 영혼 안에 깊이 뿌리박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온 뒤에도,
자기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에
게는 이 사실이 사무치게 박혀 있어서 두 번 다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채로 몇 해가 지나
가더라도 한 번 있었던 일을 잊을 수도 의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109쪽)
중세 가톨릭 전통의 또 다른 신비가이자, 그가 묘사한 신성(神性, Godhead)의 표현이 불교의
공(空) 개념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는 점에서 ‘익명의 불교도’(anonymous buddhist)라고까지
일컬어졌던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1260-1327)가 남긴 기록을 살펴보자.101)
어떤 것도 시간과 공간처럼 하느님에 대한 영혼의 지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느님
께서는 하나이신 반면, 시간과 공간은 단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혼이 하느님을 알
고자 한다면,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 다양한 사
물들처럼 하느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하나이시
다!(240쪽)
우리가 신성한 진리를 보고 있을지라도 완전히 축복받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계속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것과 하나
가 되지 못한다. 일자(一者)밖에 없는 곳에서는 일자 이외의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
로 어떤 사람도 눈멀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볼 수 없으며, 무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다.(244쪽)
아빌라의 데레사 보고를 비롯해 앞서 인용한 체험담들은 일원성이나 무한의 묘사라는 점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없는 체험의 독특성을 드러낸다. 또 예외적으로 찾아오는 사건이
라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특히 에크하르트는 체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궁극적 실재인 신성
이 시공을 벗어난 초월성과 함께, 보는 자와 보는 대상 그리고 보는 행위가 완전히 일치한다
는 일원성을 거듭 매우 역설적인 표현을 활용해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이 종교적 수행을 통해 궁극적 존재 혹은 초월적 실재와 합일됨으로써, 삶의 최
종적 의미를 체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종교사에서 ‘신비주의’라고 불린다. 신비주의는 “인간이
궁극적 실재와 합일되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의식을 변화시키는 수행을 통해 체험을 의도적
으로 추구하고, 체험을 통해 얻어진 통찰에 기초해 궁극적 실재와 우주, 그리고 인간의 통합
적 관계를 설명하는 사상으로 구성된 종교 전통”으로 정의될 수 있다.102) 요컨대 신비주의란
‘신비적 합일 체험’이라는 예외적인 인간 경험을 핵심으로 삼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101) 에크하르트가 신성(Godhead)을 묘사하는 것은 불교 선사(禪師)들의 ‘공(空)’에 대한 묘사와 대단히
흡사하다. 스즈키는 이 점에 주목해 불교와 에크하르트 사상을 비교한다. T. D. Suzuki의
Mysticism: Christian and Buddhist. 에크하르트의 영문 번역은 다음 책을 참고. Meister Echkart:
A Modern Translation, translated by R. B. Blakney (New York and London, Harper &
Brothers, 1941). 본문의 인용은 다음 책을 참고. W. T. Stace, 『신비사상』 (강건기 옮김, 동쪽나라,
1995).
102) 성해영, 「신비주의란 무엇인가? : 개념에 대한 오해와 유용성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1(1) (서
울대 인문학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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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주의적 수행’, 그리고 체험이 주는 통찰에 근거해 인간 존재와 궁극적 실재의 상호 관계
등을 설명하는 ‘사상’ 체계로 구성된다.
특히 세속적 신비주의는 종교적인 맥락 밖에서 발생하는 신비적 체험을 핵심으로 삼는다.
세속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는 종교 전통과 신비주의가 서로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신
비주의라는 개념에 ‘종교적’이라는 형용사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가 선택의 문제가
된 시기에 접어들면서, 비종교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spontaneously)’ 겪게 된 신비적 합일
체험을 보고하기 시작했다.103) 재너(R. C. Zaehner, 1913-1974)의 ‘성스러운(sacred)’ 신비
주의와 ‘세속적인(profane)’ 신비주의의 구분은 이런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104)
다음에서 인용할 아서 쾨슬러(A. Koestler, 1905-1983)의 경험담 보고는 자연발생적인 합
일 체험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와 함께 보고 과정에서의 역설적 표현을 잘 보여준
다. 열혈 공산주의였던 쾨슬러는 종군 기자로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다가 정부군의 포로로 잡
혔을 때 자신이 예기치 않게 겪었던 체험을 자세하게 보고한다.105)
나는 매트리스에서 뽑아 낸 쇠 스프링으로 벽에 수학 공식을 긁어 쓰면서, 40번 독방의 오목
들어간 창문 옆에 서 있었다.......그러다 나는 소수의 개수가 무한하다는 유클리드의 증명을
기억하려 시도했다.......아마도 나는 ‘완벽---이것이 완벽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식
속에 몇 분 동안 서있었던 것 같다. 그 순간 불현듯 내 마음 뒤편에서 심리적 불편함이 느껴
졌다.......나는 물론 감옥에 있고, 총살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때 아마도 ‘그래서 뭐? 그
게 다야?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걱정거리는 없어?’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대답이 곧장 솟아났
다. 그 대답은 너무도 즉흥적이고, 신선했으며 즐거운 것이어서, 내 마음에 침투해 들어온 혼
란스러운 짜증이 마치 옷의 칼라 단추를 잃어버린 것으로 느껴졌다. 나는 다시 침묵의 다리
아래에 흐르는 평화의 강 위에 떠 있었다. 그 강은 시원(始原)도 없고, 목적지도 없었다. 그리
고 그 때 강도 없고 나도 없었다. 나(The I)라는 것이 존재하기를 멈추었다.
내가 ‘<나>라는 것이 존재하기를 그만두었다’라고 말할 때, 나는 피아노 협주곡을 듣고 난
뒤의 느낌처럼 언어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어떤 구체적인 체험을 뜻한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이다. 사실상 그 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상태가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보다 더욱 실제적인 감각이라는 사실이다. 그 감각은 베일이 벗겨져 ‘진실한 실재’와 접하
는 것이다. 그것은 사물들의 숨겨진 질서이자, 일상의 뒤죽박죽인 층에 의해 가려져 있던 세
상의 엑스 선(X-ray)적 본질이다.
음악이나 전원 풍경 또는 사랑과 같이 정서적으로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 것과 이러한 유형
의 체험을 구별하는 것은 그 체험이 분명히 지성적인, 아니 오히려 물자체(noumenal)의 내용
을 갖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유의미하다. 그 체험에
가장 근접한 언어적 표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통일이자 상호연결성이며, 중력장이나 연통
관(連通管)과 같은 것들의 상호의존성이다.’ 정신적인 삼투성과 같은 것에 의해 우주적 풀

103) 페이퍼(Jordan Paper)는 ‘자연발생적 신비 체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but the mystic
experience cannot be bought, cannot be taught, cannot even be sought. It happens.” The
Mystic Experience: A Descrip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p.154.
104) 재너(R. C. Zaehner)는 종교적 신비주의와 세속적 신비주의 중에서 약물 신비주의 등 세속적 신비
주의나 자연 신비주의 보다 유신론적 신비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Mysticism, Sacred
and Profa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105) Arthur Koestler, The Invisible Writing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4), pp.
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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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과 연결되고 그것에 융해되어 버렸으므로, ‘나’는 존재하기를 그친다. 그것은 모든 긴장
의 해소이자 절대적 카타르시스이고, 모든 이해력을 넘어선 평화라는 점에서 “대양적(大洋的)
인 느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용해(溶解)이자, 무한한 확장의 과정이다.
흡사 마취에서 깨어나듯이 나는 점점 더 낮은 실재의 차원으로 되돌아 왔다. 더러운 벽에
쓰인 포물선 방정식, 쇠로 만들어진 침대와 테이블, 그리고 안달루시아의 파란 하늘 한 조각
이 보였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중독과는 달리 불쾌한 후유증은 없었다. 하지만 힘을 북돋우
는, 조용하면서도 공포를 일소하는 사후 효과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포로로 잡혀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방에 갇혔던 쾨슬러는 동료 재소자들이 고문 받거나 처형당
하는 것을 보면서, 공황에 가까운 공포에 빠졌고 이 와중에 뜻하지 않은 체험을 한 것이다.
보고담의 말미에 그가 인용한 ‘대양적인 느낌’(oceanic feeling)이라는 표현은 프로이트가 「문
명 속의 불만」에서 신비적 합일 체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 체험으로 인해 쾨슬러는 후일 유물론적 세계관을 버리고, 전 세계의 신비주의 전통을 섭
렵하는 신비주의자로 변모한다. 이 과정에서 약물에 의해 유발되는 신비주의(drug-induced
mysticism)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안락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체험의
진실성 여부나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적어도 쾨슬러에게 이 체험은 이후의 삶을 전변(轉變)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속적 맥락의 체험 보고와 역설의 활용
에크하르트의 사례처럼 궁극적 실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신비가들은 종교사에서 지속적
으로 등장했다. 한편 자신의 주장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포레테(Maguerite Porete, 1310)나 알 할라지(Mansur al-Hallaj, 858-922)의 경우처럼 신과의 동일성 주장은 당대의 주
류 종교와 갈등을 일으키기 십상이었지만, 신비주의는 여전히 종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
다. 그러나 쾨슬러를 포함한 세속적 신비주의의 사례는 다르다. 체험자들은 자신을 비종교인
또는 유물론자라고 밝히지만, 그들의 체험은 종교 전통의 신비가들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106)
거듭 강조한 것처럼 세속적 신비주의는 종교가 선택의 대상이 된 현대에 비로소 등장했다.
달리 말해 신비 체험이 특정 종교의 교리나 수행 체계라는 해석 틀로부터 거리를 확보하게 되
었다. 만약 한 사회에 지배적인 종교가 존재한다면, 신비 체험은 그 종교의 교리나 신학 체계
에 의해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세속적 신비주의는 종교 조직 바깥의 신비주의라는
측면에서 ‘교회 밖의 신비주의’(un-churched mysticism)라고 지칭되기도 한다.107) 요컨대
종교적 교리라는 해석의 틀과 개인의 체험 사이에 거리가 명백하게 벌어진 것이다.

106) 쾨슬러의 사례는 비일상적인 체험이 보이지 않는 세계나 차원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누구에게나 이런 체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이 점에서 세속적 맥
락의 신비적 합일 체험은 ‘자연발생적’(spontaneous) 성격을 지닌다. 콕스헤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다. “자연발생적인 체험은 예기치 않게 그저 일어난다. 그럴만한 이들에게나 혹은 그럴 것 같아 보이
지 않는 이들에게도, 또 신자나 불가지론자 혹은 무신론자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젊거나 나이든 이
들에게도, 교육을 받거나 받지 않은 어떤 인종이나 피부색의 남녀에게도, 지위에 무관하게 어느 때나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Nona Coxhead, The Relevance of Bliss: A Contemporary Exploration
of Mystic Experien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5), p. 28.
107) 종교학자 파슨즈(William B. Parsons)는 이 개념을 통해 제도화된 종교를 벗어났지만, 신비주의에
서 종교적 열망을 충족하려는 현대적 경향에 주목했다. 가톨릭을 떠나 인도 종교에 심취했던 로망 롤
랑(Romain Rolland)이 대표적이다. William B. Parsons, The Enigma of the Oceanic Feel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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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속적 신비주의 개념은 일견 모순 형용(oxymoron)처럼 보이기도 한다. 신비주의는
종교와 분리되어 파악된 적이 없었고, 세속화는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에 반하는 그 무엇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적 신비주의’라는 기묘한 결합을 새롭게 마주하
게 되었다. 이 개념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적지 않은 당혹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구이며, 여전히 종교적인 존재인가라는 물음을 비롯해 다양한 궁금증을 우리에게 각인시키
다. 특히 체험담의 보고가 역설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역
설적 표현의 활용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신비적 합일 의식 상태의 특성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체
험의 ‘수동성’(passivity), ‘일시성’(transiency), ‘앎의 특성’(noetic quality), ‘말로 표현할 수
없음’(ineffability)이 그것이다.108) 합일 체험은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특성을 지니지만, 체험적
인 앎을 제공하며, 그 앎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인용한 체험담들은 제임스가 지적한 네 가지 특성을 골고루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역설적 표현은 체험을 통해 얻게 된 궁극적 실재에 대한 앎이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즉, 체험적 앎이 있지만 비일상적인 특성을 지닌 앎이
우리의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쾨슬러의 “그 체험이 분명히 지성적인, 아
니 오히려 물자체(noumenal)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유의미하다.”는 표현이나, 에크하르트의 “어떤 사람도 눈멀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볼 수 없으며, 무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기술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구 가톨릭 전통의 부정 신학(negative theology)은 신비적 통
찰의 언어적 표현이 쉽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텅빈 충만’, ‘어두운 빛’과 같은 역설적 표
현들은 이러한 간극을 뛰어넘으려는 신비주의자들의 끈질긴 노력을 증언한다.
나아가 세속적 신비주의라는 개념은 종교 자체의 의미를 되묻는다. 최근 등장한 ‘영적이지
만 종교적이지 않은’(SBNR: I am Spiritual, But Not Religious)이라는 표현은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종교의 전유물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관계를 회복하
려는 노력이 제도화된 종교 밖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런 노력들은 ‘무
종교의 종교’(religion of no religion) 혹은 ‘종교를 넘어선 종교’와 같은 역설적인 개념으로
다시 정식화되고 있다. 이 표현들은 제도화된 종교와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 차원’과 연결되려
는 인간의 갈망을 새삼 역설하며, 그 중심에는 세속적 신비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세속적 맥락의 자연발생적 체험담에 담겨있는 역설적 표현들은 이같은 변화를 생생하게 증
언하고 있다.

108)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pp. 4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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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체험과 ‘역설(Paradox)’: 세속적 신비주의의 체험 보고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방원일(서울대)
1. 일상과 비일상의 관계에서 종교를 새로이 서술하는 일에 고민이 많은 터였다. “우리는 자
기의 실존에서 직면한 문제를 일상과 비일상의 두 차원으로 얽어 설명하고 해석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사람들이 ‘종교적이게 되는 것’으로 경험하고 있
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정진홍, <지성적 공간 안에서의 종교>, 114) 이 발표는 비일상의 경
험이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2. 발표자 스스로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은 비일상적 경험을 했고, 쾨슬러처럼 그 체험이 이
후 삶을 전변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세속적 신비체험과 전통적인 신비체
험 사이의 연속성을 다루는 이 글은, 큰 틀에서 발표자 필생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한
다.
3. 발표자가 신비주의의 정의로 제시한 내용과 세속적 신비주의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차이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종교사의 신비주의는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신비주의 수행” 전통이 구
성 요소 중 하나이다. 반면에 세속적 신비체험은 체험자가 삶의 한 계기에서 “자연발생적으
로” 겪게 된 것이다. 발표문에서는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이 비어 있는데, 이 차이가 중요한 것
인지, 피상적인 것인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4. 종교 자체의 의미를 되물어야 한다는 마지막 제언에 동의한다. 서양의 전통적인 종교 개념,
종교와 대립적으로 설정된 세속 개념 등을 해체하고 대안적 서술을 찾는 것이 종교학의 책무
이다. 인용된 기존 학자들을 보아도 기존 관념에 안주하는 언어나 문제 제기가 눈에 많이 들
어온다. 더 나아가 ‘역설’도 기존 관념의 틀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재서술할 것인
가? 예를 들어 “종교를 믿지 않게 된 현대에 왜 이런 체험담이 쏟아지고 있을까?”라는 물음
이나 “세속적 신비주의”와 같은 서술은 어떻게 재서술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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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르메와 김구용 시의 ‘반수신’ 비교연구: 인간의 위선에 대한 두 태도>
오주리(가톨릭관동대)
이 논문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와 김구용(金丘庸)의 반수신(半獸神) 비교 연구: 인
간의 위선에 대한 두 태도」의 목적은 말라르메와 김구용의 반수신을 비교연구 함으로써 이들
의 시세계의 본질을 구명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위선에 대한 두 태도를 밝히는 것이다.
II장에서는 말라르메와 김구용의 반수신의 공통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첫 번째 두 시인의
반수신의 공통점은 반인반수의 신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 두 시인의 반수신의 공통
점은 반수신이 이성을 잃고 본능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수성(獸性)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즉, 이 두 시인의 공통점은 반수신을 인간이 문명이라는 가면을 통해 숨
긴 위선이 폭로된 존재의 상징으로 본다는 것이다.
III장에서는 말라르메와 김구용의 반수신의 차이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첫 번째 두 시인의
반수신의 차이점은 말라르메의 반수신은 사랑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반면, 김구용의 반수신은
증오의 화신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두 시인의 반수신의 차이점은 말라르메의 경우
반수신이 영육(靈肉)의 테마에서 탄생했다는 점과 김구용의 경우 반수신이 전쟁의 테마에서
탄생했다는 점이다. 즉, 말라르메의 반수신은 사랑과 영육의 문제를 통해 인간의 위선 가운데
서도 주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위선을 폭로하고 있다면, 김구용의 반수신은 증오와 전쟁의 문
제를 통해 인간의 위선 가운데서도 주로 폭력성에 대한 위선을 폭로하고 있다.
IV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며, 두 시인에게서 ‘반수신’이란 존재의 상징이 위선의 가면이 벗겨
진 인간 본연의 모습임이 폭로된 바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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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르메와 김구용의 반수신 비교 연구 - 인간의 위선에 대한 두 태도」에
대한 토론문
김정현(전북대)
오주리 선생님의 논문「말라르메와 김구용의 반수신 비교 연구 - 인간의 위선에 대한 두 태
도」를 감사히 읽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의 논문은 말라르메와 김구용의 반수신(목신)이라는 공통
된 이미지를 통해, 두 시인들이 어떠한 맥락 하에서 이를 사용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란 무
엇인지를 추적하는 논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여주신 것처럼 ‘반수신’은 일종의 ‘인외(人
外)’의 몬스터적인 존재로서, “자연의 신격화이거나 수성의 타자와 혹은 이 두 가지의 특성을
모두 지닌 카오스의 형상화”이며, 매우 양가적인 층위로 해석될 여지를 가진 상징체계입니
다.109) 말라르메와 김구용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지 못하는 토론자인터라, 논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 의구심이 들지만, 논문을 읽어가면서 들었던 몇 가지 의문점을 여쭤보는 것
으로 토론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피치못할 사정으로 토론문을 대독하게 된 상황에
대해 죄송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설정하고 계시는 두 시인의 ‘반수신’ 이미지의 핵심은
(칸트의 개념을 차용한) 인간의 위선과 위악에 대한 표출이라는 점에는 동의가 가능합니다. 그
러나 어떠한 점에서 ‘인간의 위선과 위악’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 문제의식을 예각화하는 방법은 ‘모더니티’와 관련된 문제
로 보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보들레르부터 시작되어 베를렌, 랭보, 말라르메로 이어진 프랑스 상징주의는
일종의 ‘문화적 모더니티’의 층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들레르의 ‘악’
의 표상이나 말레르메의 ‘생명력’적인 악의 존재는 합리적 모더니티(생명력 없는) 세계에 대항
하는 일종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즉 ‘인외’의 반수신이 일종의 표상이자 ‘인간에 대한 위선’
에 대한 반대항이라면, 이 ‘악마적’ 존재들은 합리적 모더니티 체계로부터 ‘열외’ 혹은 ‘이탈
된’ 존재이며, 동시에 원형상징적인 층위에서 ‘신적’이며, 일종의 ‘진실’을 담지한 존재(문화적,
미적 모더니티)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말레르메가 활동한 시기가 보들레르 이후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자본주의
의 초기 시기라는 점, 그리고 김구용의 반수신 테마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쟁’
(아도르노의 지적처럼 모더니티의 최종점은 ‘전쟁’과 ‘아우슈비츠’로 귀결됩니다) 필연적 관계
를 갖는 것이라면, 이를 각각 ‘모더니티’에 대한 시인들의 대응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왜 말라르메가 ‘리비도’ 혹은 생명력적인 것을 추구했는가 (반대로
생명력 없음을 비판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의 언어적 ‘순수함’의 의미층위가 어떠한 가치
를 가질 수 있는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김구용에게도 전쟁이 ‘반수신’(혹은 인간-기계) 표상으로 드러난다는 점 역시, 전쟁이라는 모
더니티의 정점이 가진 ‘괴물성’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들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관점에서 시 텍스트 해석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위선에 대한
109) 이는 일종의 원형상징적인 이미지들이기도 합니다. ‘인외’의 존재인 몬스터의 상징적 이미지에 대해
서는 최정은, 『동물, 괴물지, 엠블럼 - 중세의 지식과 상징』, 휴머니스트, 2005의 3장 <그로테스크와
하이브리드>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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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를 ‘모더니티’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두 시인들이 모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무
언가를 추구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2장 첫 부분에 해석하는
<목신의 오후>에서 ‘이마의 뿔’(유니콘의 예처럼 이는 원형상징적으로 신성한 혹은 악마적인
어떤 존재론적인 힘을 표상합니다)을 가진 목신에게 잠재된 수성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맥락에서 ‘여왕’이란 실제적인 여성이라기 보다는
말레르메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 경지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구용 <반수신>의 해석에서 선생님이 제시하신 수성(동물성)만 남은 인간에
대한 은유적 이미지인 ‘반수신’적 존재를 좀 더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
게는 “알몸의 피를 잎으로 씻으며/ 낡은 벽화에 꿈을 담는 사나이”라는 구절이 흥미롭게 읽혔
습니다. 이 구절은 ‘수많은 시체’(즉 전쟁) 속에서 이미 ‘현실’의 나는 전쟁의 피비린내 속에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으로’ 그 피를 씻으려 하고, 현실의 내(너이자 사람 탈을
쓴 굶주린 짐승)가 ‘낡은 벽화에 꿈’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벽화는 단순한 ‘문명
의 흔적’이라기보다 김구용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무언가의 흔적을 표상한다고 판단됩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시는 말레르메와 김구용의 반수신이 ‘이성을 상실하고 본능의 지배를 받는
인간 내면의 잠재된 모습’을 지닌다는 공통점은 좀더 풍부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
니다.
세 번째 질문은 3장 부분의 시텍스트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목신의 존재
를 오르페우스와 겹쳐 해석하시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중요한 것은
이 장면에서의 목신이 ‘사랑’이라는 꿈을 ‘잃어버리는’ 허무주의적 태도를 가진다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상적이고 신성한 이데’인 사랑을 얻지 못하는 목신의 모습은 언어의 순수를
결국 ‘백지’(공백)‘에서 찾으려 하는 말레르메의 모습과 상당히 겹쳐져 읽혀집니다. (언어의 한
계라는 점에서 모더티니의 합리성 너머를 추구하려는 것인듯 보입니다)
반면 김구용의 반수신은 사랑과 거리가 먼 모습이긴 하지만, <희망>에서 이미지화되듯이,
‘산호뿔 흰사슴’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어떤 (전쟁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이상적 존
재로 표상되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곱무지개’(통로)로만 등장할 수 있는 ‘산호뿔 흰사슴’
은 앞서 말씀드린 ‘뿔’의 상징처럼 이상화된 자신의 존재(혹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것은 전쟁의 극한상황 속에서 ‘죽어’버리고, 그 ‘죽음’을 ‘현실’의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라캉을 인용하신 ‘증오’(쌍둥이적 관계)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 증오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일종의 알레고리로서, 세계(혹은 전쟁, 혹
은 모더니티)에 대한 증오(그리고 시 제목처럼 ‘희망’이)가 보다 본질적인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됩니다.
‘모더니티’라는 층위에서 본다면 논문의 마지막장에서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말라르
메가 <에로디아드>에서 <목신의 오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결국 생명력 없는 근대적 모더
니티(현실)에 대한 일종의 알레고리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리비도’를 통해
모더니티(언어)의 한계를 돌파하고, 절대적인(혹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성(혹은 완성된 언어)을
추구했다는 점은 결국 모더니티의 불합리한 세계를 넘어설 순수한 무엇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김구용이 <인간기계>나 <탈출>등에서 모더니티의 극한
인 전쟁(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을 ‘기계-신’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 괴물성이 지닌 극한의
폭력성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이 인간-기계(혹은 기계
-신)는 사실상 논문의 2장과 3장에서 사용된 반수신의 개념(이상적 존재)과 거의 반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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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를 일종의 연속선상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저는 오히려 인간
(전쟁)-기계에 대항하는 (현실적으로야 무력하지만) 차원에서의 반수신 이미지가 어떻게 김구
용에게서 드러나는지, 혹은 존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점을 다소 정리되지 않은 형태로 나열한 토론문이 된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레르메와 김구용의 ‘차이점’ 보다는 오히
려 ‘공통점’이 부각되고, 그 공통점에 어떠한 지향점(모더니티와 관련되어서)을 보여주는지, 그
리고 그 안에서 각각 어떻게 ‘시’가 근대에 대응하고 극복하려 하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핀다
면, 논문의 함의가 한층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선생님의 논문에 부족한 토론문이 다
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문을 대독해주시는 선생님께도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
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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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성(神聖性)을 향한 감각적 갈등 양상
-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를 중심으로 김남희(가톨릭대)
I. 들어가며
2019년 화제작이라 할 수 있는 영화 <기생충>에는 박 사장과 그의 부인 연교가 운전기사인
기택과 기택의 가족에게서 나는 냄새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박 사장은 기택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노인 냄새도 아니고, 오래된 무말랭이? 행주 삶을 때 나는
냄새, 지하철 타면 나는 냄새 말이야. 김 기사가 선을 넘을 듯 말듯하며 선을 안 넘어. 그런데
냄새가 선을 넘어!” 박 사장이 불쾌해 한 기택의 냄새는 ‘계층 간의 갈등’을 상징하며, 일종의
아비투스110)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박 사장이 아무리 그 냄새를 불쾌해 한다고
하더라도 냄새 맡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아비투스(Habitus), 그 선마저 넘고
심지어 넘나드는 것, 이것이 바로 냄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소위 냄새에 대한 감각인 후각은 침묵의 감각이라고 한다. 인간은 빛이 있을 때 어떤 대상
을 보고, 입 속에 무언가가 있을 때 맛을 느끼고, 대상과 접촉해야 감촉을 느끼고, 주파수 조
건이 맞아야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반대로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고, 귀를 막으면 듣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의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숨을 쉬는 한 냄
새를 맡을 수밖에 없다. 냄새를 맡기 싫다면 코를 막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하여 코를 막
으면 곧 인간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감각과는 달리 냄새는 해석자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 냄새의 효과는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냄새를 처음 맡아보는 사람에게
정확히 그 냄새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111) 심지어 냄새로 맡을 수 있는 세계를 묘사하기에
인간의 어휘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냄새를 맡고, 죽을 때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면
서 냄새를 거둔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호흡할 때마다 냄새를 맡는 것이다.112) 인
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냄새이며, 인간은 끊임없이 그 냄새를 맡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인간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냄새와,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냄새에서 신비
로운 거리를 유지한다. 그래서 냄새는 수수께끼이자 이름 없는 권력이며, 성스러움이라 할 수
있다.
냄새에 대한 이러한 복합적인 양상과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바로 파트리크 쥐스
킨트(Patrick Süskind)의 소설 『향수』(Das Parfum, 1985)이다. 독일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을
110) 아비투스(habitus)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만든 개념으로 '일정하게
구조화된 개인의 성향체계', 개인의 문화적인 소비에 대한 취향과 선호를 이루는 '성향', 즉 개인 안
에 내면화된 사회구조를 뜻한다.
111) 펭귄Penguin에게는 순전히 펭귄 냄새가 난다. 그것은 아주 독특하고 개성있는 냄새이므로 간결한
형용사 하나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Penguid는 ‘기름진’이라는 뜻인데, 냄새를 표현하지
못한다. Penguinlike(펭귄같은)는 냄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단지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냄새에 부분적으로 이름을 붙여줄 뿐, 전적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이 냄새
에 대한 인간이 지닌 언어의 한계이다. 인간이 인지하는 냄새에 비해 후각 관련 어휘는 많이 부족하
다. 다이앤 애커먼, 백영미 역, 『감각의 박물학』, 작가정신, 2004, 22쪽.
112) 인간은 매일 약 23040회 호흡하고, 12입방미터의 공기를 마셨다가 내뱉는다. 한 번의 호흡에는 약
5초가 걸리고(마시는 데 2초, 내쉬는 데 3초), 그때 냄새 분자들이 몸속으로 들어온다. 다이앤 애커
먼, 위의 책,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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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는 이 소설은 “인간의 감각을 복원하는 이야기”를 썼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소설을 통
하여 그는 인간의 오감 가운데 원초적인 감각이라는 이유로 가장 하위감각으로 폄하되어왔던
후각을 오히려 시각, 청각, 촉각을 대체하는 가장 최고의 감각으로 완성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향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종교적 관점에서 쥐
스킨트의 소설 『향수』를 다룬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인공 그르누이의 탄생
에서부터 성장,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신의 냄새’를 찾아가는 여정이라 보고, 그 여정
에서 노출되는 인간의 위선과 기만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신성성을 향한 감각의 여정
1. 인간의 감각과 아름다움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여 인간의 정신[이성]은 신뢰할 만한 것이며, 몸[신체]은 그렇지 못하
다고 보는 이원론적 관점은 서양 철학에서 오랫동안 몸과 감각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했
다. 19세기까지 몸은 이성이 거주하는 장소로, 보편화될 수 없고, 감각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어서 신뢰할 수 없는 비합리성의 원천으로 간주되었다. 무엇보다도 몸은 헛된 욕망의 덩어리
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 통제되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니체나 메를로-퐁티와 같은 철학자들은 ‘사유하는 자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몸에 대하
여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몸의 감각성을 강조한 학자가 있는데, 바로 게르노트 뵈메
(Gernot Böhme)이다.
그는 근대 미학이 감성의 문제를 중요시하고 이론적으로 탐구했지만, 정작 몸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113) 몸은 어느 곳에서나 현존하며, 몸이야말로 아름다움
을 느끼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라 보았다. 나아가 몸이 있는 곳에서 환기되는 현상이 있는
데, 이를 ‘분위기’(Atmosphäre)라 명명했다. 분위기는 “감정을 사로잡는 힘”114)으로 뵈메는
주체의 실제적인 지각에서만 경험되는 것이라 보았다. “분위기는 확실히 주체의 상태도 아니
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객체의 속성 또한 아니다. 그럼에도 분위기는 주체의 실제적인 지각에
서만 경험된다. 분위기가 존재하는 그 무엇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분위기의 특성에서 볼 때,
분위기는 지각하는 사람의 주관성과 더불어 구성된다. 그리고 (비록) 분위기가 객체의 특성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객체의 특성을 통해, 객체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산출되는 것이
다. 분위기는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이다.”115) 여기서 분위기는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을 넘어 몸에서 체현되는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대
상의 어떤 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분위기이며, 정확히 말해 우리를 끌어당기고 고유한 생의
감정을 고양하는 분명히 현전하는 분위기”116)인 것이다. 이로써 뵈메는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113) "전통적인 미학은 ... 미적 대상에 정서적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 이와는
달리 실증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미학은 지각을 몸의 현존에서 전개해나가야 하고, 지
각 대상과의 감흥적인 영향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Gernot Böhme, Aisthetik. Vorlesungen über
Ästhetik als allgemeine Wahrnehmungslehre, München:Wilhelm Fink, 2001, s. 30-31; 임성
훈, 「아이스테시스 - 게르노트 뵈메의 몸과 분위기 미학」, 『현대 독일 미학』, 이학사, 2017, 194-195
쪽에서 재인용.
114) Gernot Böhme,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n Hinsich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5, s. 192; 임성훈, 위의 글, 198쪽에서 재인용.
115) Gernot Böhme, Aisthetik. Vorlesungen über Ästhetik als allgemeine Wahrnehmungslehre,
s. 89; 임성훈, 위의 글, 200-201쪽에서 재인용.
116) Gernot Böhme,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n Hinsicht, s. 197; 임성훈, 위의 글, 197쪽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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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몰두했던 미학의 주제를 몸에서 체현되는 미학, 즉 지각학으로 확장시켰다.
2. 신성성과 신의 아름다움
포스트모더니즘이 인간의 몸, 나아가 인간의 감각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가져온 것은 사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진리체험은 오히려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로 축소되거
나, 심지어 신비 부재의 감각만이 남아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교는 신
학과 미학과의 어떤 접점을 모색하게 되는데, 바로 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즉 미학은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그리스도교 계시에 접근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
도를 위한 전제는 형이상학에 대한 방향의 전환에서 시작한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Hans Urs von Balthasar)117)은 자신의 사상이 형이상학이 아니라
인이상학(人而上學)임을 강조한다. “인간은 유한한 세계에 유한한 존재로 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무한에로, 모든 존재에로 열려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수수께끼 같
은 본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자신
안에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유한함 및 우연함에서 오는 체험적 진리이다. 만
일 인간에게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며 이성은 무한에로 열려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다
면,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원과 운명에 대하여 물을 수가 없을 것이다.”118) 형이
상학에서 우주는 전체였고, 인간은 그 우주의 일부였다. 그러나 발타살이 강조하는 인이상학
에서는 우주는 인간 안에서 자신을 완성하며, 인간은 우주를 종합하면서 동시에 우주를 초월
한다. 인간은 무한히 열려있는 자신의 이성을 통해 신의 창조의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로써 인간은 자기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신의 계시를 설명하고자 했던 발타살은 신의 계시만을 아름다움의 유
일한 기준으로 삼았다. 세속의 아름다움과 하느님의 아름다움 사이의 유비가 있는데, 그 기준
은 신의 계시인 것이다. 나아가 그는 신의 계시에 관한 주관적 명증, 즉 신앙체험에 관한 모
든 논의는 영적 감각들(spiritual senses)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어떤 실재를 지각하는 일
은 감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이 세상 한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 보였다면, 감각
은 영적이어야 하고, 반대로 신앙 또한 감각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실재의 직접적
인 지각으로서의 체험은 감각과 영혼이라는 양극에서 일어나는데, 이 양극 연결의 중심에 영
적 감각이라는 거리를 설정한다. 발타살은 영적 감각에 대한 근거를 오리게네스(Origenes,
185-253), 니싸의 그레고리오스(Gregorios of Nyssa, 335-395)와 같은 교부들과 동방교회에
서 추적한다.
발타살은 이를 통해 동방 교부들의 목표가 인간의 신화(神化, theosis)에 있었고, 인간의 참
된 완성은 감각[신체]의 회복, 즉 감각의 영적인 회복에서 출발함을 보았다. 그러므로 감각은
말살의 대상이 아니라 변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은총을 받은 영적 감각은 신의 영광을 보
117)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Hans Urs von Balthasar)은 신학사를 신 존재의 아름다움을 망각한 역사
라고 보았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상실증은 신을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빈곤하게 사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신학은 종합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신학의 논리적, 윤리적, 미학적 차
원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보고, 신학과 미학이 서로 만날 때 신의 아름다움에 진정한 신학이 완성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신학과 미학의 이러한 만남을 ‘신학적 미학’(theological aesthetics)이라고 부른다.
신학적 미학이론은 신, 종교, 그리고 신학이라는 대상을 감각, 상상력, 감정과 같은 감각적 지식, 아
름다움 그리고 예술과 관련하여 성찰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손호현, 『아름다움과 악』 1권, 한들
출판사, 21-23쪽 참조.
118) H.U. von Balthasar, "A Résumé of My Thought", Communio, Winter 1988; 김산춘, 『감각과
초월』, 분도출판사, 2003, 8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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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의 말씀을 듣고, 신의 향기를 맡으며, 신의 감미로움을 맛보고, 신의 현존을 만질 수 있
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발타살은 현대인들에게 인간의 감각이 유한하고 가변적이면
서도 그 의미를 잃지 않고, 다시 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III. 후각을 통한 신성성 추구와 변용
1. 향의 완성을 향한 무취(無臭)한 그르누이
오리게네스가 그리스도인들은 은총을 통하여 ‘신적인 것을 위한 감각 능력’을 부여받는다고
말한 바와 같이, 종교 안에서 인간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신, 즉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는
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교감하고자 했다. 인간은 후각을 통해 맡을 없는 신의 냄새를 확인하고
자 했고, 여기 향은 인간을 신을 연결하는 도구였다.119) 그리고 이 향의 냄새를 최상의 냄새
이자 신의 냄새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각은 인간의 감각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었
던 감각이기도 하다. 실제로 교부들과 동방교회에서 강조하고, 이를 신학적 미학으로 풀어낸
발타살 또한 시각과 청각을 중심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차이를 해석하기도 했다.
반면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는 이처럼 오랫동안 간과되어왔던 인간의 코, 냄새, 그리고 지
금껏 도외시되었던 인간의 가장 예민한 감각인 후각을 주인공 그르누이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떤 특별한 냄새를 구분해 내지 못했다. 원래 그들 자신한테서 나온 냄
새가 끊임없이 그들로부터 냄새를 빨아들이고 있었고, 또 그들은 그 공기를 숨쉬며 살아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냄새에 무감각해진 따뜻한 옷
같은 것이었다. 이제는 걸치고 있다는 감각조차 희미해진 옷 말이다. 그러나 그르누이는 그
모든 냄새를 처음인 것처럼 맡을 수가 있었다. 또한 그 냄새를 전체적으로 맡았을 뿐 아니라
냄새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극히 미세한 냄새들을 분석하고 나눌 수도 있었다.
그의 예민한 코는 냄새와 악취로 뒤섞인 엉클어진 실타래 속에서도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냄새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 그는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 다시 감는
것에서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120)
그르누이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냄새를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그는 잘난 척하면서 성급
하게 좋은 냄새, 나쁜 냄새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냄새 사냥의 우선적인 목적은 단지 “이 세

119) 향수라는 뜻의 'perfume'은 라틴어 'per'와 ‘fum’의 합성어로 ‘per’는 ‘~통해’, 'fum'은 ‘연기’를
뜻한다. ‘연기를 통하여’라는 뜻을 가진 perfume은 원래 종교 행사에서 고대부터 악령을 내쫓는 기
능으로 사용되었다. 인간 신체의 나쁜 냄새를 정화하기도 하고, 정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
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향료는 육체를 신성화하는 상징체계로서 신에게 봉헌하는 선물
이었다. 향료는 신을 위한 선물이자 인생과 감정을 향기로 표현하는 ‘액체보석’으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향은 신의 눈물과 땀에서 나온 것이라 믿었다. 이
집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이집트 향수인 카이피(kyphi)는 16가지의 향을 배합하여 만든 것으로 ‘신
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제들은 사원을 방문하기 전에 카이피를 몸에 발랐고, 여러
신의 조각상 코 아래에 카이피를 살짝 뿌려 신들을 깨우는데 이용하기도 하였다. 사원에 모여든 신도
들에게는 정신적 불안을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향을 맡음으로써 좋은 꿈을 꿔서 미래에 좋은 일이 일
어나도록 유도하는 물질이었다. 유대교에서도 향수는 신성한 것으로 여겼으며, 향이 뿌리진 모든 물
건은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도 향을 피워서 신을 기쁘게 했다. 그리스도교의
경우 6세기 경에 교회 의식에 향이 등장하였다. 이는 성스러움을 상징했다. 이상우, 『향수의 모든
것』, 만남, 2006, 13쪽; 조성준, 『향기치료의 기적』, 세경, 2006, 84-86쪽 참조.
120) 파트리크 쥐스킨트, 강명순 역, 『향수』, 열린책들, 2007, 56쪽.

- 96 -

상에서 냄새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을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 소유하는 것”121)이었다. 그러
나 “작고 미세한 한 조각, 향기의 원자”122)를 맡게 되면서, 그는 냄새, 즉 향기에 집착하게 된
다.
그것은 잡히지 않고 계속 달아나면서 폭죽의 연기에 의해 감추어지거나 떼거리로 몰려 있는
사람들의 악취에 의해 차단되기도 했으며, 이 도시의 수천 가지 다른 냄새들에 의해 끊어지고
부서지기도 했다. 그랬다가는 갑자기 또 다시 나타나곤 했다. 극히 짧은 순간 은근한 암시처
럼 아주 미세한 향기 한 조각이 나타났다가는.... 곧 사라져 버렸다. 그르누이는 고통스러웠다.
그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으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정말 심장까지 아픈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
다. 이 향기는 다른 모든 향기를 정리할 수 있는 열쇠일 것만 같았다. 이 향기를 알아내지 못
하면 향기에 대해서는 영영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이 냄
새를 붙잡는 데 실패한다면 그르누이 자신의 인생은 실패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냥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뛰는 심장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도 그는 그 향기를 차지해야만 했다.123)
사실 그르누이는 ‘이 미세한 향기 한 조각’을 알기 전 향수라는 말이 어울리는 냄새를 맡은
적은 있었다. 강 건너편 부자들이 살고 있는 소르본느와 생 제르맹에서였다. 온갖 귀한 향료
로 뒤섞인 곳에서 그는 호기심에 향기들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기는 했으나 향수의 구성 성분들
이 조악하고 조화롭지 못하다고 느꼈다. 향수의 목적이 사람을 도취시키고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 위선과 기만의 향기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가슴을 불안으로 쿵쿵 뛰게 하는 그 냄새를 그는 처음으로 향기라고 인식하
면서, 그 향기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스러운 것은 향기가
더 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단지 더 깨끗해질 뿐이었다. 훨씬 더 깨끗해짐으로써 훨씬
더 큰 흡인력으로 그를 끌어당겼다.”124) 이처럼 자신이 인식한 근사한 향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경멸하고 거부감까지 불러일으켰었던 인간에게서 나는 “사람 냄새”125)였다. 그 냄새는
“모든 성분들이 결합되어 향수처럼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풍부하고 균형이 잡
힌 신비로운 향기”126)였다. 그 향기는 “순수한 아름다움”127)이었다.
여기서 그르누이가 인식한 아름다움은 그 여인과 독립된 주관적 경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
었다. 그 아름다움은 ‘그르누이의 감정을 사로잡는 하나의 힘’이자, ‘그르누이를 끌어당기고
고유한 생의 감정을 고양하는 분명히 현전하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이제 그르누이는 그 분위
기에 자신을 내맡기려 한다. 왜냐하면 “그르누이는 이 향기를 소유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미세한 부
분에 이르기까지, 가장 부드러운 마지막 한 조각까지 그는 이 냄새를 속속들이 알아야만 했
다. 그냥 단순하게 복합적인 상태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는 이 성스러운
향기를 뒤죽박죽 상태인 자신의 검은 영혼 속에 각인해 두고 아주 정밀하게 연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문(呪文)의 내적인 구조에 따라 생각하고 살고 냄새 맡을 작정이었다
121)
122)
123)
124)
125)
126)
127)

위의
같은
같은
같은
같은
같은
같은

책,
책,
책,
책,
책,
책,
책,

60쪽.
62쪽.
62-63쪽
65쪽.
67쪽.
67쪽.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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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냄새를 다 빨아들여 그녀가 완전히 축 늘어진 후에도 그는 한동안 더 그녀 옆에 웅크린 자세
로 앉아 있었다.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다 채우고 있는 그녀의 향기를 단 한 방울도 흘리고 싶
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모든 방에 빗장을 질러야만 했다. 그런
후에야 그는 일어서서 촛불을 끄고 방을 나왔다.129)
그르누이가 사로잡힌 그 ‘분위기’는 자신이 경험한 최고의 행복이었다. 행복으로 온몸이 떨
려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제 그는 자신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다시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지극
히 몽롱한 상태에서 동물처럼 살아왔다면 오늘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
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천재라는 것, 자신의 인생은 의미와 목적과 목표, 그리고 보다
높은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향기의 세계에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자신뿐이었다. 예
민한 코, 비상한 기억력, 그리고 그 소녀한테서 빼앗아 깊이 각인해 놓은 그 향기가 있었다.
그 속에는 위대한 향기, 향수를 구성하는 모든 것, 즉 부드러움, 힘, 지속성, 다양함, 놀라우면
서도 뿌리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주문처럼 들어 있었다.”130)
“그토록 끈질기게 생에 집착해 온 이유”131)가 분명해진 그르누이는 이제 “향기의 창조자”,
그것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향수 제조인”이 되고자 한다. 이는 인간 후각을 통한 ‘분위기의
복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의 복권은 훗날 내면의 세계에서 ‘향기가 넘치는 자신만
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상상 속에서처럼 그르누이는 전지전능한 냄새의 신이 되고 싶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진짜
사람들을 다스리는 신 말이다.”
2.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등장과 향 소유의 일상화
태초의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 향기로운 냄새였을까? 악취였을까? 사실 인간이 존재하는
세상은 온통 악취로 뒤덮여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동물은 숨쉬고,
달리고, 자식을 낳고, 먹고, 배설하는 등 끊임없는 악취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강력한 기계”132)
와 같기 때문이다. 고대 시대부터 향료가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이유도 자신의 악취를
없앰으로써 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나아가 스스로가 신성(神聖)에 다가가려는 노력의 결과
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시가 발달할수록 향료의 사용은 악취에 비례하여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소설 『향수』의 시대적 배경이자 주인공인 그르누이가 태어나고 성장한 18세기는 계몽
주의 시대로서 ‘혁명의 시대’라 불린다. 우선 영국에서 비롯된 산업혁명은 당시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과학기술은 향수산업의 발전에도 괄목할만한 결과를 빚어
128)
129)
130)
131)
132)

같은 책,
같은 책,
같은 책,
같은 책,
가브리엘

67-68쪽.
69쪽.
70쪽.
70쪽.
글레이저, 김경혜 역, 『코』, 토트, 2010,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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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향수의 사용은 여성의 우아함의 표준이 되었고, 후각적 기호는 파리의 명문대가들을
탄생시키는 도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 화학합성 향료가 개발되기 전까지 천연향
료만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당시에 향료와 향수는 귀족계급의 전유물이었다.133) 따라서 그루누
이가 태어난 파리는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악취가 가장 심한
곳이었다.
이 책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시대에는 우리 현대인들로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악
취가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다. 똥 냄새가, 뒷마당에서는 지린내가, 계단에서는 나무 썩는 냄새
와 쥐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부엌에서는 상한 양배추와 양고기 냄새가 퍼져 나왔고, 환기가
안 된 거실에서는 곰팡내가 났다. (...) 사람들한테서는 땀 냄새와 함께 빨지 않은 옷에서 악취
가 풍겨왔다. 게다가 충치로 인해 구취가 심했고 트림을 할 때는 위에서 썩은 양파즙 냄새가
올라왔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서는 오래된 치즈와 상한 우유, 그리고 상처 곪은
냄새가 났다. 강, 광장, 교회 등 궁전이라고 다를 바가 없었다. 농부와 성직자, 견습공과 장인
(匠人)의 부인이 냄새에 있어서는 매한가지였다. 귀족들도 전부 악취에 젖어 있었다.134)
흥미로운 점은 사회 지배계층이라 할 수 있는 왕, 왕비, 그리고 귀족들의 악취였다. 즉 귀족
들이 향수를 통해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몸의 악취를 제거할 수는 있었지만 내면의 냄
새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왕한테서도 맹수 냄새가 났고 왕비한테서는 늙은 염소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여름이
나 겨울이나 차이가 없었다.135)
왕의 맹수 냄새 그리고 왕비의 늙은 염소 냄새는 바로 불안한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위선과
기만의 냄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8세기는 본격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는 시
기로, 과학과 철학에 일가견 가진데다 경제적 능력까지 갖춘 부르주아는 더 이상 귀족을 존경
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1770년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는 프랑스였으나, 귀족
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곳도 프랑스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설에서는 향수의 도시 그
라스를 소개하고 있다.
그라스는 물이 많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물 때문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
웠다. (...) 하지만 그토록 더럽고 지저분하며 비좁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는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 소규모 증류 공장과 포마드 공장, 향료 가게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으며 향수
도매상 여깃 수십 명이었다.
그 도매상들은 향기와 관련된 물건들을 대규모로 거래하는 알짜 실력자들이었다. 그들의 상점
은 겉보기에는 대부분 보잘 것이 없었다. 큰길에 면한 상점의 전면은 보통 사람들의 집처럼
허름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창고와 커다란 지하실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 거기
에는 없는게 없었다. (...) 정말 군주라 해도 갖지 못할 엄청난 부(富)였다.136)

133)
134)
135)
136)

이상우, 앞의 책, 25-26쪽.
파트리크 쥐스킨트, 앞의 책, 9-10쪽.
위의 책, 10쪽.
같은 책,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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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계급 부르주아로서 위선과 기만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로 소설 『향수』에서는 그라스
시의 부집정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앙투안느 리쉬가 등장한다. 그는 홀아비로 그에게는
로르라는 딸이 하나 있었다. 자신의 재혼을 잠시 뒤로 미루고 딸을 먼저 시집보낼 생각을 하
고 있는데, 신랑감은 지체있는 집안인 부이용 남작의 아들이었다. 자신도 명성 높은 가문에
접근할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가문을 일으켜 후손들에게 최고의 사회적 명성과 정치적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프로방스 지방의 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둠으로써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그가 그런 ‘원대한 포부’를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엄청난 재산 때문이었다.
앙투안느 리쉬의 재산은 그 일대에서는 견줄 데다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라스의 대
분지에 오렌지와 올리브, 밀과 대마를 경작하는 밭이 있었고, 방스와 앙티브 인근에 있는 영
지는 소작을 주고 있었다. 엑스와 시골에 저택을 소유한 것을 물론이고 인도까지 항해하는 배
도 한 척 있었다. 게다가 제노바에는 상설 사무실을 열고 있었고, 식료품이나 향유, 가죽 제품
에 관한 한 프랑스에서 가장 큰 거래상이었다.137)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향료와 향수는 이제 부를 소유한 시민 부르주아 계급에게로까지 확산
되었다. 향료의 공급으로 시민 부르주아는 상업적 성공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귀
족들처럼 향을 소유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향수는 신분 상승이라는 욕망을 숨긴
“고귀한 향수”138)였다. 이러한 위선과 기만의 향수는 주세페 발디니 향수 가게의 흥망성쇠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IV. 나오며
예로부터 인간은 신성한 신과 인간과의 교감을 위한 매개체로 향을 이용해왔다. 인간은 최
상의 냄새를 신의 냄새라 생각했고, 종교 의례 안에서 냄새를 통해 신성성(神聖性)과 조우하고
자 했다. 종교적 인간에게 최상의 냄새, 가장 고귀한 냄새는 곧 신의 냄새였던 것이다. 인간은
신을 감지의 대상으로 보고 자신의 감각인 후각을 통해 신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자 했다. 향
을 통한 종교적 의례는 신의 냄새[완벽한 냄새]가 있는 곳을 향한 여정이었다. 여기서 향수는
신의 냄새이자 신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고귀한 자만이 부여받을 수 있는 특별한 냄새였다. 그
러나 18세기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악취가 넘쳐나면서 향수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향수의 대중화로 사람들이 향수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향수는
이제 신성성을 가장한 자신의 욕망[악취]을 감추기 위한 도구가 되기 시작했다, 파트리크 쥐스
킨트의 소설 『향수』는 주인공 그르누이를 통해 향수가 내포된 이러한 이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르누이의 탄생에서부터 성장,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신
의 냄새’를 찾기 위한 여정이라 보고, 그 여정에서 노출되는 인간의 위선과 기만의 갈등 양상
을 살펴보았다.

137) 같은 책, 301쪽.
138)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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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성을 향한 감각적 갈등 양상
-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경희(이화여대)
본 논문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에 나타난 신성성을 향한 감각적 갈등 양상을 살
펴본 것으로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쥐스킨트의 『향수』에 대한 종교적
접근이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전체 이해를 위해 본론 II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세기까지 몸은 비합리성의 원천으로 이성의 통제 대상이었는데, 20세기에 들어서 몸의 감각
성이 주목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아름다움을 느끼는 주체로 몸을 강조하는 뵈메의
사유를 소개하고, 나아가 아름다움의 측면을 신의 계시로 설명하고자 한 발타살의 사유에서
신의 계시, 즉 신앙 체험은 영적 감각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신을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이 II장의 주요한 내
용으로 보입니다.
본론 III장은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를 분석한 것인데, 후각을 통한 신성성 추구와 변용이라
는 제목 하에 한 부분은 향의 완성을 향한 그루누이를, 다른 한 부분은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등장과 향 소유의 일상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루누이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예민한 후각을 지닌 그루누이는 향기에 집착하며 자신이 찾아낸 모든 냄새를 마음 속에 간직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향수를 제조하며 아름다운 향기를 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향수는 사
람을 도취시키고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위선과 기만의 향기이며, 오히려 아름다운 향기는 인간
에게서 나는 인간의 냄새임을 인식합니다. 소설에서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는 향기의 주
체는 두 명의 여인입니다. 논문에서 기술하듯이 그르누이가 이 여인의 향기를 통해 최고의 행
복감과 그의 생의 감정을 고양하는 분위기를 느끼고, 이후 그는 위대한 향기의 창조자, 냄새
에 전능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소설의 주인공 그르누이의 신성성 문제에 관한 것입니
다.
그루누이가 자신의 감각, 즉 후각으로 인간의 위선적인 악취와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
의 향기를 구분하며 후자를 통해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고 소유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일면 감각을 통해 신성성, 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는 모습으로 이해 됩니다. 그런데
소설에서 냄새 없는 자신에게 냄새를 주기 위해 사람을 죽여서 그 향기를 자신에게 입히는 행
동, 또 여인을 죽이고 살해된 여인의 순수한 아름다운 냄새, 향기를 빨아들이는 행동도 나타
납니다. 소설 후반부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여인을 한 명 더 살해함으로써 아름다운 향
기든 아니든 사람의 향기를 얻기 위해 살해한 여인이 모두 25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얻
은 그 아름다운 향기로 사람들을 매혹시켜서 살인자가 받아야 할 처형의 위기에 벗어나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처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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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그르누이가 아름다운 향기에 집착하고,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이 강조되
고, 그 향기를 소유하기 위해 사람을 살해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제 질문은 과연 소설 전체로 볼 때, 그르누이의 모습을 신의 계시를 몸의 감각, 즉 후각으로
느끼고 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향기를 소유하기 위해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 그것을 매개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며 속이
는 기만적인 행동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시는 신성성의 문제, 신성성의 추구와 변용이라
는 소설 분석 주제에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소설의 두 번째 분석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향 소유의 일상화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간단해 보입니
다.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향수가 부를 소유한 시민계급에게 확산되어 부르주아 계급도 귀족처
럼 일상에서 향을 소유하고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르주아 계급의 대표적 인물이자 위
선과 기만의 전형적 인물로 그라스 시의 부집정관 앙투안느 리쉬와 향수가게 주인 발디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쉬는 딸 로르의 결혼을 통해 귀족과 가족관계를 맺어 자신의 야망을 실
현하려는 포부를 가진 인물이며, 발디니는 그르누이의 재능을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
다가 몰락한 인물로 나옵니다.
제 질문은 시민계급이 향수를 소유하고 향유하게 된 것이 본 논문의 주제 신성성의 문제와
어떤 방식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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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입은 모성과 그 종교적 의미로의 확장 가능성
ㅡ구효서의 소설 『명두』를 중심으로
박종무(호원대)
1.들어가는 말
한국의 현대사는 한 마디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풍요를 향하여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말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 1950년대 전쟁을 기점으로 그 이후의 한국의 번영을
압축 표현한 미명(美名)이라면, 그 기적의 일직선상에서, 한중간의 쉼턱 같은 시기가 바로
1980년대가 아닐까 싶다. 그 80년대에 만약 우리가 그 전후(前後)의 역사에 대하여 충분히 깊
게 숙고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문제 삼아 토론할 것인지 가설(假說)해 보는 것
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본문은 이런 상상 위에서, 작가 구효서의 2006년도 발표작인
단편소설 『명두』를 통해, 전후(戰後) 열악한 환경에 가장 취약층이라 할 여성, 특히 ‘모성(母
性)’의 한 당자(當者)가,비참을 어찌 견디고 살아남아 우리의 80 년대를 거쳐왔는지, 그녀가
최종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새기고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1980년대와 이인소설(異人小說) 『명두』
작가 구효서(具孝書,1958- )는, 1987년 등단 이후 작가로서 그는, 우리 사회가 내포한 깊고
다채로운 주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입혀간다는 면에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이야기
꾼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말하길, 자기자신은 지난 세기 80년대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편이라고 한다. 작가의 육성을 빌려 설명하자면, 1980 년대의 한국사회
는, 문학이 사회현상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갖기를 요구하는 듯한 분위기였
고, 자신은 그러한 때에 문단 데뷔를 한 덕분에, 자신의 글쓰기에 이 영향력은 지속성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139)
단편 『명두』가, 2006년 황순원문학상을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그 심사평은, 이 작품이 “150
년 살았다가 20년 전에 죽은 굴참나무를 화자로 하여 작가적 상상력을 적극 발휘하면서 삶,
죽음, 운명, 모성성(母性性) 등의 문제를 얼마간 새롭게

보게 하였다“고 말했다.140) 이 여러

문제 중에서 본문은 ‘모성성’에 집중하려 한다.
먼저 작품의 시대배경을 살펴보자면, 소설 속 시간적 길이는 50년간, ㅡ 명두집의 모체로서의
세월은 전쟁 이전에 시작하여 한국이 한창 경제개발에 주력하던 70년대 80년대를 관통해 20
세기의 후반 혹은 21세기 초반에 이르렀다. 모두 알다시피, 전쟁 이후 국가재건이 가장 시급
했던 시대적 필요까지 더해져, 우리사회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가정을 재건하는 어머니상
을 원했고 그 잔영은 지금껏 남아있다.

141)

그런데 실제는 어떠했나, 나무의 눈에 비친 ‘명두

139) 구효서의 자술은, 2017년11월17일, 고양시 아람누리도서관에서 예술인문학 페스티벌 행사의 하나
로 진행했던 “저자와의 만남에 대한 기사”를 인용함. 『어떤 자세로 문학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말
하다』(작가와의 만남시리즈),『뉴스페이퍼』,2017.11.20
140) 구효서 『명두』『2006년 제6회 『황순원문학상수상작품집』, 서울;중앙일보〮〮 〮문〮예중앙,2007년,P7. 공교
롭게도, 이 해의 작품집에는, 소설『명두』 외에도, 모성성(母性性)을 다룬 작품이 김인숙의 『조동옥,
파비안느』, 정미경의 『내 아들의 연인』 등 두 편이나 더 있었던 점이 이채롭다.
141) 김은경 『1950년대 모성담론과 현실』『여성연구논집』21권1호,P123.이 논문에선, 한국전쟁 이후 처해
진 모성의 실제상황을 ‘안정적으로 모성을 수행할 수 없었던 여건 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낙태, 영아
살해, 기아 등 모성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감안할 일은, 전쟁
혹은 분쟁 등으로 지구상엔 여전히 이러한 모성현실이 재연되고 있다는 것과, 겉보기에 평화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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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란 여인이 모성성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새롭게

보게’ 하는 시선이 있으니 바로 작중화자(作中話者)인 굴참나무이다. 수령이 백오십 살인데,
진술 시점에서 이십 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했으니,

고목(古木)이자 고목(枯木)일 것이다. 이

런 나무가 어찌하다 명두집의 후반생인 오십 년을 진술하게 되는 것이다.
3.‘명두집’이 지닌 명두의 진실
‘명두’란 무구(巫具)의 일종이다. 무당(巫堂)이 지니는 도구이니, ‘명두집’이라 부름은 자연히
명두를 지닌 무당의 호칭인 셈이다.

이 ‘명두집’이란 호칭과, 명두집에 얽힌 낭설, 그리고 그

녀가 “복화술로 어린 영혼의 음성을 흉내 냈다.”(명두,30)는 등의 설명을 조합하면, 명두집은,
아기영혼에 관련된 신물(神物)을 지닌 무당을 암시하니, 자연 이 작품의 저변엔 ‘무교’ 라고
불리우는 질긴 생명력을 가진 전통신앙이 깔리는 것이다.

142)

‘명두집’에 대한 낭설이 있었다. 그녀가 낳은 아이를 산 채로 항아리에 담아 두었는데, 아기
가 버르적거리다보면 항아리 뚜껑 사이로 아기의 손가락이 나오게 된다. 그 때 그 손가락을
끊어내 가슴에 품으면, 고통속에 죽어간 아기의 원한이 그녀의 영험력으로 변한다는 거였다.
(명두,21-22) 그 진실은, 명주집의 임종에 이르러서 ‘신물(神物)’을 모신 항아리가 열리면서 밝
혀진다. 신물은 다름아닌, (아무도 몰래 죽게 한 아기를 나무의 뿌리 아래 묻을 때마다) 명두
집이 그 자리의 나뭇가지를 하나씩 꺾어 갔던 것, 이른바 ‘기억함’의 맹세표지였던 것이다. 그
리고 그 맹세의 실천이 오십 년간 한결같았던 ‘굴참나무 찾아가기’였다. 여기에서 그녀는 무당
이기 이전에 ‘종교적인 것’143)을 받아들인 자라고 보고 싶은 건 다음의 행동에 있다.
사실 ‘명두집’은 어떤 어머니였는가. 시대와 운명의 수레바퀴에 몰려, 모성의 완성은 말할 것
도 없고, 여성인 자기자신을 지킬 힘조차 갖지 못했던 이 땅의 어머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웃
들도 엇비슷하게 황폐하였고, “공범의식 때문에 서로 묻지 않는 거였으면서,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 물으면 자신이 성을 내 동티가 난다는 오래된 금기를 지켰다.”는 것이다.(명두, 29
쪽) 분명한 것은, 그녀의 일련의 모성위배행위가 특별해 뵈지 않을 정도로, 결핍된 시대여서,
스스로 떠벌리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묵인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녀는 묵인에 자신을 내맡
기지 않는다. 내면적 발로(發露)에서

스스로 정한 ‘불망(不忘,잊지 않는 것)’의 실천을 해야겠

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의 준수가 그녀를 변화시켰다. 보잘 것 없는 비참한 여성이 누가
보아도 강인한 여성으로 변한 것이다. 그 비약에 과정설명을 더하자면, 명두집이 후에 되찾은
‘원초적 모성’144)은,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는 부단한 용기에서 소생된 것이다. 이는 어쩌면 고
목으로 대표되는 생태계의 치유력이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대자연의 인간에 대한 치유력
은 인류의 먼기억 속에 있는 대지모신 (혹은 ‘위대한 어머니’)145)의 힘 같기도 하다. 명두집은

을 찾은 지금의 우리사회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변했다할 뿐 모성의 위기상황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42) 이 전통종교의 생명력은, 타일러(Tylor)가 『원시문화』에서 유풍(遺風,Survivals)이라 한 정의와 연
결해 볼 만하다. 본문은 전통종교와 모성성과 연결하는 면에서, 고대 인류사회의 ‘대지모신’신앙을 전
제하였다.
143) 이 말은, 일정한 교리나 의식 체계 등을 고루 갗춘 ‘종교’라고는 볼 수 없지만 내면과 생활태도의
변화를 수행한 신앙행위를 가리켰다.
144) 본문이 말하는 ‘원초적 모성’은,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고 키우는 어머니의 행동을 의미한다.
145) 본문은,그레이트 마더, 위대한 어머니의 개념과 고대 ‘대지모신(大地母神)’신앙에 대한 깊은 논의는
피하고, 그 중 치유력을 크게 전제해 보았다. 심층심리학에선, 위대한 어머니에겐 아이를 낳아 기르고
포용하는 면과 과도하게 집착하여 아이를 놓아주지 않는 양면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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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력을 찾아 그 그 생명력으로 ‘개발바람’에 맞서서 굴참나무 한 그루를 지켜낸다.
이에 연결하여, 우리가 통칭하는 ‘전통종교’가 본래 담당했던 악을 배제하고 선(善)을 권장하
는 그 윤리감에 주목했으면 한다.

이케다 다이사쿠 SGI회장은, “세계의 전통 종교는 모두 민

족이나 문화, 계급이나 신분 등 여러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보편적 가치를 탐구했다.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마라’,‘속이지 마라’등 전통 종교가 가르치는 황금률도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는 인류 모두의 공유재산으로 재확인하고 함께 나누는 일도 중요
하다”고 했다.146) 명두집의 진지한 반성은, 바로 아러한 ‘보편적 가치’ 위에서의 결단이다.
유가(儒家)의 명언 중에도 의식(衣食)이 족해야 예절(禮節)147)을 안다는 말이 있고, 소설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선택에 마비가 일어나는 지난 세기 40,50 년대 궁핍과 전쟁을 서술
했지만,

인간 내면의 ‘마비’되지 않음, 그것이 중요하다. 물질이 풍요한데도, 단견(斷見)148)에

사로잡혀, 자기중심적인 인간현상이 보이니 더욱 그것이 필요하다. 이에, 최소한 내세의 존재
를 믿는 사고가 유익할 것 같다는 주장이 있다. 평화사상가 조영식 박사는, “만약 인간의 도
덕의 행위가 내세와 연관되지 않고 현세에 그친다면 인간사회의 여러 모순과 불합리성을 보정
할 길이 없게 되며, 최고선의 궁극적 승리는 불가능해진다. ”149) 명두집의 신앙행위에도 나름
내세관이 보였다.(명두, 32)

어쨌든, 사람마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윤

리를 중시하게 하는, 그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잠재하는 신앙, 그것을 ‘종교적인 것’이라고 부
른다고 한다.
‘종교적인 것’이란, 미국의 사상가 듀이의 정의를 빌리면 특정 종교가 아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일컫는다. 이케다 다이사쿠 SGI회장은 이를 받아, “‘종교적인 것’이란 선한 것
가치 있는 것을 희구하는 인간의 능동적인 삶을 고무시키는, 이른바 뒤에서 밀어주는 것과 같
은 역용(力用) ” 이라고 했고, 덧붙여, “‘종교적인 것’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설명했
다. 듣기에 따라 타력(他力)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절대 저절로 현현(顯現)되는 게 아니다.
인간자신이 선의 실현을 위해 온 생명으로 부딪혀나가는 듯한 노력(自力)에 의해 얻어지는 것
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강해지고, 선해지고, 현명해지게 하는 작용인 것이다. 물
론 이 자력에는 인간의 의지력, 생명으로 부딪혀가는 듯한 진지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연
인으로서 인간성은 선악에 걸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용을 믿는 것, 이 믿음이 바로 ‘종교

적인 것’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다.

150)

5.모자일체(母子一體)로 구원되다
어떻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자녀와 일체로 행복원만한 삶을 완성할 수 있을까? 불교경전에
‘미생원(未生怨)’이라 이름 붙여진 아들로 인해, 비탄에 젖은 어머니가 등장한다. 바로 위제희
라는 왕비의 이야기다. 석존 재세시에, 인도 마가다국의 왕인 빈바사라왕은 후계가 없는 것을
걱정하여 점술사를 불렀다. 점괘는, 지금 산중에 선인(仙人, 수행의 덕이 높은 이)이 수행 중
인데 그가 죽으면 왕자로 환생할 것이라고 했다. 왕은 빨리 왕자를 얻고 싶은 맘에 그 선인을
146) Harvey Cox 池田大作 21세기 평화와 종교를 말한다,서울;조선뉴스프레스,2019년,p.115.
147) 유가(儒家)의 예(禮)는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규범 같은 것이다. 임금과 신하,부모와 자식, 형제, 부
부등, 서로 그 관계와 신분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 세상이 평화롭게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자신부터 수양해야 한다.
148) 단견(斷見),생명은 태어나서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 사후의 세계(내세)를 부정한다.
149) 조영식 오토피아,서울;경희대학교출판국,1996,p.214. 인용문 재인용 출처, 신충식 조영식의‘오토피
아’윤리사상의 칸트적 기원,하영애 편저 조영식과 이케다 다이사쿠의 평화사상과 계승,한국학술정
보,2018,p.49.
150) 이케다 다이사쿠『 21세기 문명과 대승불교』,서울;화광출판사,2011년,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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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였고, 왕비인 위제희부인은 그길로 잉태를 한다. 이에 점술사가 앞으로 왕자는 왕의 원수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미생원’이다.

부왕은 그 예언에 께름해져서, 태어난 왕자를 건

물 높은 데서 던졌으나, 손가락만 부러지고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자라난 왕자(아사세
왕)는 석존에 대적하는 제바달다에게 속아서, 아버지를 가둬 굶겨 죽인다. 그리고 어떻게든 남
편에게 먹을 것을 전하려한 어머니도 죽이려했다. 이런 기가 막힌 숙명에 부인은 급히 석존의
가르침을 청하게 되고, 당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고 있던 석존은 당장 설법을 중단
하고, 부인이 있는 왕궁으로 가서, 부인을 위해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이 『관무량수경』의 설법
이라는 것이다.

151)

아들의 악행이 어머니인 위제희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왕비는

석존을 보자마자 “스승이시여, 제가 전세에 무슨 죄업이 있어서 이런 악한 아들을 낳았을까
요?” (아숙하죄,생차악자,我宿何罪,生此惡子)라고 여쭈었다고 전한다. 다행히 스승 석존의 가
르침을 받아들여 위제희는 생명의 안심을 얻었고, 그 아들은 훗날 깊히 참회하고 불법의 외호
(外護)에 힘쓰게 되었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모성의 원만성이란 측면에서 어머니만의 구제란
있을 수 없다. 그 점에서 위제희의 진정한 안심은 『법화경』 제12『제바달다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사세왕을 꼬드겨 석존을 죽이고 승가(불법을 믿는 단체)를 차지하려한 악인
제바달다가 이 품에 이르러서 미래에 천왕여래가 된다는 성불의 기별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악인도 불계(佛界)라는, 생명이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선(最高善)의 경지를 얼마든지 용현
해 낼 수 있다는 시범으로써, 아들의 악행에 절망한 어머니로서 가장 간절했던 가르침이었을
테니 말이다. 실제로, 『법화경』제1 『서품』에 ‘위제희의 아들(韋提希子)’ 아사세왕은 설법을 듣
기 위해 백천여의 무리를 이끌고 와 석존에 예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고 적혀있는 바.

152)

악한 아들 때문에 슬퍼하던 어머니도, 패륜아인 아들도, 모자일체로 구제된 걸 짐작할 수 있
다. 모성성의 원만한 성취는 이렇게 모자일체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서양예술사에서, 가장 성결하고 숭고한 모자일체의 상이라면, 그것은 다름아닌 ‘피에타
(Pieta, 죽은 예수를 무릎에 안고 있는 성모상)일 것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명작은 미켈란젤
로가 조각한(1498-1564년사이 완성) ’피에타‘일

것이다. 이 ’피에타‘상의 성모 마리아는, 피

구원자로서의 모성과 구원자로서의 모성을 한몸에 지니고 있다. 인간 어머니의 깊은 비애가
성모의 한없는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러한 의미로 하여, 피에타의 성모는 아들과 함께,
그리고 아들을 통한 완성으로서, 모성성의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성스러운 승화(昇華)라고 말
핳 수 있겠다.153) 그 영역은 다르지만, 우리 현대사에도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한 아이의 어
머니에서 벗어나 만인의 어머니가 된 이가 있다. 바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여건을 걱정하여
‘노동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사(焚身死)’한 아들 ‘전태일’의 뜻을 이어받아, 이 사회의 모든 노
동자의 어머니로 살다 간 이소선 여사(1929-2011)이다.
6.타자에게로 향하는 보살적 모성
소설 『명두』에서 주의를 끄는 한 구절이 있다. 생명력을 회복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에 관여하

151) ‘위제희부인’의 이야기는 미생원ㅡ 아사세왕과 연결되어 『관무량수경』에 관련된 ‘변경도(變經圖)’의
소재로 많이 그려졌다.
152) 『묘법연화경병개결』,한국SGI,p.75.
153) 돌아켜 보면,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초입에 우리의 문화예술계에선 모성성을 다룬
다양한 시각의 작품들이 출현했다. 예를 들자면, TV연속극 『엄마가 뿔났다』(KBS2,2008), 영화 『마
더』(봉준호감독,2009), 『피에타』(김기덕감독,2012), 소설『엄마를 부탁해』(신경숙,2011) 등등. 그런데
여기서, 공교롭게 여겨지는 일은, 이탈리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 소설 『엄마를 부탁해』와 영화
『피에타』 안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쓰였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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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두집의 이후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그녀의 모습은 벚꽃잎처럼 허여멀금하게 피어올랐
고, 턱밑 주름이 세 겹으로 늘어났다.이미가 넓어지고 광대뼈가 묻히면서 원만무애대비심대덕
보살처럼 되어갔다.”라고 묘사된 부분이다.(명두, 23-24) 그런데 ‘원만무애대비심대덕보살(圓
滿无碍大悲心大德菩薩)’이라니, 풀이하자면, ‘마음 경애가 두루 원만하여 아무 거칠 것이 없으
며, 대비심(大悲心)을 가지고 덕이 크신 보살’이란 뜻이다. 보살이란 불교에서 이타의 정신으
로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이 중 ‘대비심’이란 단어로 하여 ‘관세음보살(觀世
音菩薩)을 떠올리게 된다. ‘대비심’의 “비(悲)”란 불교(佛敎)가 중요시하는 정신가치인 자비(慈
悲)에서 나온 말이다. 자비는

‘발고여락’(拔苦與樂), 즉 모든 사람의 고통을 제거하고(‘비(悲)’)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려는(‘자(慈)’)의 마음과 실천을 의미한다. 비유하자면, 부친의 엄애
를 자(慈)라 한다면, 어머니의 상냥함, 동정, 동고의 마음은 비(悲)라 할 수 있다. 그러니 ‘대비
(大悲)’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과
같이, 모든 중생의 괴로움과 번뇌를 자신의 괴로움과 번뇌로 여기는 그런 마음과 태도이다.
154)

『법화경』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선 이 보살의 ‘관세음(觀世音)’이란 명호의 유래를 설

명하길, 이 보살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위험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세음(世音)’을
관(觀)하기 때문에, 이름 또한 그렇다고 한다. 세음이란 세상의 모든 음성이다. 한 사람 한 사
람의 절실한 소리에 커다란 자애로 응해 나간다, 그래서, 이 보살은,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어
머니 같은 이미지로 널리 알려졌다. 관세음보살의 수많은 별명 중 하나가 비모관음(悲母觀音)
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155)
흥미로운 일은, 관음의 어머니 같은 이미지와 천주교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가 어딘지 상통한
다는 점이다. 중국 명,청나라 시기의 ‘덕화요(德化窯)’에 얽힌 문화교류 속에,

‘송자관음(送子

觀音)’156)도자기상이 유럽에 수출되면서 기독교의 ‘성모자상(聖母子像)’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과거 일본의 천주교 ‘숨은 크리스천’ 신자들은, 국가의 박해를 피해 ‘관음’을
내세워, 마리아 신앙을 감추었다고도 한다.157) 연구에 의거하면, 관음보살의 근원을 소급하면
대지모신(大地母神, 혹은 위대한 어머니) 계열의 여신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고대의 여신신
앙은 대지나 물과 같은 생명의 근원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여신은 그 대자연의 모성(보통
大地母神이라고 함)으로 받들려졌다. 한편 기독교의 마리아 신앙도,

대지모신신앙을 반영한

요소가 없지 않다는 연구가 있다. 그 사실 정도는 여하간에, 마리아는 절대자와 인간세계를
잇는 가교적 존재임이, 엄격한 아버지 옆의 다정한 어머니처럼 비치는 건 사실이다.

158)

동북아시아에선 일찌기, 관세음보살신앙이 민간에 널리 유행했고, 보살의 명호를 불러 위기를
모면한 공덕 이야기를 문인들이 앞다투어 기록해가는 현상도 나타났다.

159)

그 기록 속에, 모

자(母子)가 서로 떨어진 채로 관세음보살에게 간절히 기원하여 간난 끝에 기적처럼 만나게 되
었다는 이야기는 감동이 컸던지, 듣고 기록하고 다시 기록을 더 보충하는 유전(流轉)의 흔적이
생생하다.

160)

어머니가 자녀를 걱정하여 하며 관음보살에게 기원을 하고 그 공덕이 컸다는

154) 冉毅“人間革命”-池田大作“人學”思想硏究,成都;四川人民出版社,2005년,pp.255-256
155) 관세음보살의 명칭은 구마라습 한역(漢譯)의 『묘법연화경』(통칭,법화경)에서 처음 나온다. 당황제 이
세민(李世民)의 이름자를 피하기 위해 민간에서 ‘관세음’ 대신 ‘관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 한다.
156) 중국의 도자기는 일찍부터 그 국제무역도 활발하였다. 덕화요에서 생산한 관음상 중 흰빛 백의관음
상(白衣觀音像)이 있고 그 중에서 남자아이를 안은 관음상(송자관음상이라고도 함)이 있었다.
157) 陳禹默 『被誤爲聖母的觀音像』,福建師範大學,2010년석사학위논문. 이 논문은 주로 일본천주교 신자
가 마리아신앙에 중국도자기로 만들어진 관음상을 쓴 일을 다룬 연구임.
158) 이케다 다이사쿠 『법화경의 지혜 』제6권, 서울;화광신문사,2003년.pp.89-170. 본문의 관음보살과
괸련된 많은 부분이 이 글을 참조 인용하였음.
159) 현재 『觀世音靈驗記三種』으로 전해지는 관음신앙 공덕이야기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신앙기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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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도 여러 편이다. 그 『삼국유사』 권3의 “분황사 천수대비(千手
大悲) 맹아득안(盲兒得眼)“조엔 ‘희명’이란 여인이 앞을 못 보는 자신의 아이를 안고 천수대비
(관음)상 앞에서 함께 기도하여 아이가 눈을 떴다고 적혀있다.
천수관음은, 중국의 불교전설 이야기 속에 효심(孝心)과 연결된다. 옛날 묘선공주란 딸이 아버
지 왕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팔을 떼어내야 했는데, 아버지를 치유하고 나서 천 개의 팔이 생
긴 관음으로 되었다고 한다.161)

공주의 부친은 딸에게조차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고, 수행을

위해 결혼을 거부한 공주를 살해하려고도 했다. 그런데도 결정적 순간에 딸은 동고(同苦)의 마
음으로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포함하여 예부터 널리 전해진 ‘효’ 이야기의
공통점은, ‘지극한 효행이 하늘을 감동시킨다’ㅡ‘지효감천(至孝感天)’인데, ‘효’를 인간세상의
중요한 ‘선’의 가치로 믿고 그것에 분명 도와주는 작용이 있다고 믿었던 신앙(앞서의 ‘종교적
인 것’)과도 통한다. 그런데, ‘부모(父母)’라고 하여, 유교문화권인 동북아는 ‘모’보다는 ‘부’를
앞세운 면이 있다면, 어머니를 앞세워 ‘모부’라고 하는 게 인도의 문화였다고 한다.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의 원전 속에는 그와 같은 어머니를 먼저 중시한 문화가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불교경전 중 하나인 『大般涅槃經』에는 어머니가 열 달 동안 아기를 잉태하는 수고로움과 태
어난 아기를 보살피는 자상함이 상세히 열거되어 있다.162) 자부의 은혜와 비모의 은혜, 그 양
자에 어찌 경중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비모의 대은은 특히 보답하기 어렵다.”163) 한 옛성현
의 글은 어쩌면 불교의 영향을 더 받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한량없는 비모의
은혜에 어찌 보답할 것인가. 이 보답에 대한 심사숙고의 끝에, 최종적이고도 진정한 모자일체
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7.끝맺는 말
이상 모성과 ‘종교적인 것’을 소설 『명두』와 함께 엮어서 진정한 모자일체의 승리에 모성성의
원만한 성취가 있지 않을까 탐색해 보았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헤이젤 핸더슨 박사는 ‘애정의
경제’를 발상하고, ‘모두가 승리하는 사회(WIN WIN WORLD)’를 제창한 획기적인 여성이지만,
그 시작은 1960년대 뉴욕의 대기오염을 우리 자녀들이 호흡하는 나쁜 공기, 이대로 좋은가란,
평범한 어머니의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164) 확실한 것은,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도, 내
가족을 포함한 타자로 향한 자애의 모성이 긴요하다는 사실이다.
두집이 외치는 말, “불망(不忘)!”은,

이와 더불어, 소설 속에 명

작가 자신이 시대의 사제(司祭)가 되어 이 시대에 던지는

화두(話頭)라고도 여겨 볼 수도 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 같이 이름없는 주인공들
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 혹은 너, 만약 한 점이라도 당당하지 않다면, 비겁했던 너의 행동을
잊지 말라! 기억을 올곳이 새겨감, 이것이 ‘인간주의’165)의 시작이리라.

160) 董志翹 『觀世音靈驗記三種譯註』, 南京;江蘇古籍出版社, 2003년,pp.194-200.
161) 舟山市文聯 『普陀山觀音傳說』, 杭州;浙江撮影出版社,1995년,pp.1-5.
162)朴鍾茂 『淺論觀音信仰與儒家‘孝’之結合』 『中國俗文化硏究』 제12집,2016년,8월호,pp.119-137.
163) 『니치렌대성인어서전집』 한국SGI판,p.1311.
164) 이케다 다이사쿠 『어머니와 자녀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를』 월간『TOPCLASS』,조선뉴스
프레스,2019년,9월호.
165) 여기서 인간주의는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일체의 목적으로 존중하는 신념행위를 뜻함. 그렇다
고 인간을 생태계와 별도로 구분하는 뜻은 아니니, 인간 외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존엄주의이
기도 함.

- 108 -

「상처 입은 모성과 그 종교적 의미로의 확장 가능성
ㅡ구효서의 소설 『명두』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종만(서강대)
Ⅰ.
한국문학과 종교학회 2020년 학술발표회에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토론자로 초청해 주신
학술대회 관계자 분들과 발제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진진하
면서도 설득력이 넘치는 발표를 해주신 박종무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무 교수님의
발표문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모성과 그 종교적 의미로의
확장 가능성- 구효서의 소설 『명두』를 중심으로”라는 저에게는 생경한 대주제 가운데서 소설
『명두』를 통해 느껴지는 글과 자료는 마치 미지의 세계에 빠진 저를 한 줄기 빛의 세계로 인
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Ⅱ.
이 발표문은 소설이라는 매체를 빌어 잃어버린 모성상을 회복하고 그에 담긴 종교적 함의성
고찰 하는 글로 보입니다. 여기서 발표자께서 사용하신 소설 명두에서 명두란 “마마를 앓다가
죽은 어린계집아이의 귀신”입니다. 작가 구효서는 굴참나무를 서술자로 이용하여 작품을 구성
하고 있는데 굴참나무가 전지적 관점을 가진 서술자가 되어 명두집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글이
전개됩니다. 여기서 명두집은 “아기영혼에 관련된 신물(神物)을 지닌 무당”(p.2)이고, 굴참나무
를 작중화자로 등장시킨 이유는 그녀가 무당이 되기 전 잃었던 아이들을 굴참나무 아래 묻었
기 때문이다. 즉 굴참나무는 그녀에게 아이들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특히 발표자
께서는 소설 명두를 통해 굴참나무가 그녀(명두집)에 집중하여 관찰하는 태도에서 모성성(母性
性)의 문제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미생원을 통해 모자일체의 구원상을 언급하고, 보살로 발현
되는 모성의 보살성을 끝으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자께서 모성성을 중시한 이
유는 첫째, 모성성이야 말로 타자를 향한 자애, 즉 ‘종교적인 것’이거나 종교적 인 것의 원천
을 함의한 것이라는 것, 둘째, 명두집의 단언적 선언인 “불망(不忘)!”을 통해 “작가 자신이 시
대의 사제(司祭)가 되어 이 시대에 던지는 화두(話頭)”(p.6)라고 했듯이 ‘페미니즘의 종교적 일
상화’을 위한 발표자 개인의 내면적 발로와 개발문화에 잠식된 인간의 원천적 생명력을 지켜
내는 필요충분 조건의 사회적 동인(動因)166)으로써 모성성에 주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
다.
이 발표문에서 모성성의 종교적 함의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소재는 한국 무교입니다. 주지
하듯, 한국의 무교에서 여성과 남성의 무당 비율은 7:3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
다. 그 이유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수용성’이 뛰어나다는 것과 여성의 ‘사회적 박탈에 대한
망아적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집약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무속을 바라보는 사회
적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불합리하고 혹세무민하는 미신으로 보
는 시각, 둘째는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민속전통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첫째의 부정적 시각은
역사적으로 이규보의 노무편에서 나타나듯이 일부 사대부들이 무교를 음사로 규정하고 도성에
166) 이를 암시하는 발표자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사실 ‘명두집’은 어떤 어머니였는가. 시대와 운명의
수레바퀴에 몰려, 모성의 완성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인 자기 자신을 지킬 힘조차 갖지 못했던 이
땅의 어머니다”(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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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활동에 규제를 가하고 조선의 유교문화에서는 무당을 팔천의 하나로 천대하며 조선후기
에 이르러서는 한국에 유입된 그리스도교가 무교를 미신으로 배척합니다. 또한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관학자들이 식민주의의 틀에서 조선의 후진성과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무교를 부
정적으로 규정하고 현대에 들어서는 서구화 합리화의 과정에서 무교를 미신의 하나로 간주하
여 타파해야 될 부정적 관습으로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새마을 운동에서 동제(洞祭)와 같
은 민간신앙의 전통을 말살하려 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 시각은 무교를 한국 문화의
원형 · 기층으로, 한국 전통 문화의 보고(寶庫)로 간주하여 문화의 자주성 차원을 강조하는 것
입니다. 이 발표문에서 발표자께서는 한국의 무속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 명두를 통해 모성성
과 그 종교적 함의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시각과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약하
자면 발제자께서는 모성성을 대지모신, 성모 마리아, 이소선 여사, 관세음보살, 내세관(종교적
보편성에 대한 메타포)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니미즘, 그리스도교, 불교, 유교, 개인 신념
등을 망라하는 통합적 사유를 보이고 있다. 발표자께서는 이를 두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잠
재하는 신앙, 그것을 ‘종교적인 것’이라고 부른다고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종
교적 인간(homo religious)’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모성성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서 흥미로운 제안이자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의 발표문으로도 아주 좋고 수준 높은 연구라고 사료되지만 논자가 보기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레 말해봅니다. 논자는 발표자께서는 모성성
을 중시한 두 번째 이유로 ‘페미니즘의 종교적 일상화’을 위한 발표자 개인의 내면적 발로라
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발표자에게 남근적 로고스 중심에 대한 무의식적 거부
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6. 타자에게로 향하는 보살적 모성”에서 부(父)에 대한
모(母)의 우위성이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코에 의하면 권력 관계는 다양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종교와
문명의 중심이 남성 중심이었고 남성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구조화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력이 남성에게서만 유래된 것이 아닙니다. 일정부분은 여성 또한 사회적 약자로서 주
어진 권력을 남용했고, 남녀, 빈부 격차에서 오는 세속적 권력을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167) 분
명히 여성에게 남근 중심의 구조적 패러다임은 낯선 타자성과 이질적인 권력성일 수밖에 없습
니다. 하지만 이를 백안시하고 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성성이 저평가된다면 또 하나의 타
자적 배제로 이어지는 결과로 도출 될 것입니다. 물론 발표자께서는 모성성을 ‘종교적인 것’을
나타내는 종교적 메타포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대적 사유 개념에 익숙한 청자나 독
자들에게는 모성성이 자칫 남성 배제적인 배타적 언어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Ⅲ.
사실 제 토론은 여기에서 끝을 내도 될 것입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덧붙인다는 것은 비전문가
의 사족에 불과할 테니 말입니다. 다만 토론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소소
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제자의 전체의 논지를 따라가다 보면 모성성에 대한 강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67) 석가세존이 승가에 여자를 입문시키지 않은 것, 당시 남성 출가자에 비해 여성 출가를 원하는 사람
들이 훨씬 더 높은 신분에 있었기 때문. 흑인 여성들은 백인 중산층 위주의 여성신학인 feminist 신
학을 거부하고 womanist 신학을 제창했다. 오늘날 땅콩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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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인 서술은 “그런데, ‘부모(父母)’라고 하여, 유교문화권인 동북아는
‘모’보다는 ‘부’를 앞세운 면이 있다면, 어머니를 앞세워 ‘모부’라고 하는 게 인도의 문화였다
고 한다.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의 원전 속에는 그와 같은 어머니를 먼저 중시한 문화가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p.6)입니다. 사실 모와 부에 대한, 즉 모계사회중심주의와 부계사회중심주
의는 모계를 강조하는 정주민족사회체제와 부계를 강조하는 유목민족사회체제를 반영하는 문
명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지 신에 대한 언급도 구약성서에 에덴동산에 해당하는 것
에는 수메르 문명의 ‘딜문’이 있습니다. 딜문이란 정토, 밝은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병도 죽
음도 없는 생명의 땅을 의미합니다. 딜문동산은 태모(胎母)신, 곧 모든 신의 어머니 신인 닌후
르사그가 동쪽에 만든 낙원이었습니다. 즉 수메르의 딜문 동산 신화에서는 창조주가 여신이었
는데, 에덴동산 신화로 넘어오면서 창조주는 남신이 됩니다. 이는 모계사회에서 남성중심의
부계 사회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에 대한 모의 강조는 단순한 사회 체계의 전
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모성성 자체를 강조하는 언급은 전술하였듯이 ‘페미니즘
우월주의’나 남성성에 대한 여성성의 체제 대항을 생산하는 이데올로기의 기제로 비춰 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둘째, 막스베버의 종교 유형의 이론에 따르면 종교는 사제적 종교(priest)와 예언자적 종교
(prophet)으로 나뉩니다. 발제자께서는 결론에서 “소설 속에 명두가 외치는 불망(不忘)은 작가
자신이 시대의 사제(司祭)가 되어 이 시대에 던지는 화두라고도 여겨 볼 수도 있다”(p.6)고 언
급하고 있습니다. 베버에 따르면, 사제적 종교는 사회수용적 메시지와 관료적 권위, 전통적
측면이 강하고 이에 반해 예언자적 종교는 사회비판적 메시지와 카리스마적 권위, 개인적 성
격이 강합니다. 전자는 사회적, 개인적 죄를 수용, 용서하고 위무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후자
는 사회적, 개인적 죄를 고발, 비판하며 갱신을 요구하는 측면이 높습니다. 아마도 발제자께서
사용하신 “사제”라는 용어는 명두집의 불망이 후자의 측면을 의식하고 언급한 듯이 읽히는데
제 이해가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제” 보다는 “예언자”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
한데 이에 대해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사제”라는 표현을 통해 사제
성과 예언자성을 동시에 집약하여 언급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
을 여쭙고 싶습니다.
Ⅳ.
이상으로 제 부족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많은 귀한 자료로 수준 놓은 발표를
해주신 박종무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토론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
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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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나타난 예언자적 언어의 시적 상상력
김성현(서울과기대)
언어가 선험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막스 피카르트의 말을 염두에 둔다면(16), 언어에는
일종의 운명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험성은 현상이 실재로 나타나기 전의 일종의
예정된 구조와 같은 것이다. 언어의 선험성은 기호로서의 언어가 실제 사용되기 전에 그 의미
가 결정되어 있는 것과 유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운명 역시 그것이 선
험적일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삶의 살기 이전에 이미 운명적으로, 선험적으로 삶이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많은 고대 문명의 많은 예언자들은 인간과 미래의 운명을 살피는데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으로서 시인은 대부분의 문명권에
서 예언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최초의 (언어적)표현들은 비유였다”는 쟝 자크 루소의 성찰은 언어의 본질에 대한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그것은 시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하다. “사람은 시로서 말을 했다.
이치를 따져볼 생각을 한 것은 오랜 뒤의 일이다”(『언어기원에 관한 시론』 31). 언어로서 단
어와 표현의 수가 많지 않았을 때, 아직 언어가 정교하고 복잡하게 발달하지 못했을 때, 비유
는 그 한계를 보완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을 것이다. 불교와 기독교등 많은 종교에서
중요한 교리들이 간단한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
서 비유는 시와 종교적 언술이 공유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인(詩人)이 예언자로, 시(詩)는 일종의 예언처럼 읽혀져 왔던 전통은 많은 고대 그리스
와 같은 고대 문명권에서부터 낭만주의시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지금도 인류역사의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통찰하기 위해 선지적인 시가 선택되고 읽
혀지는 것은 대중적인 현상으로 종종 목격된다.
시(詩)라는 글자속에 절, 사원을 의미하는 사(寺)자가 있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매우
공교로운 일이다. 절이나 사원은 미래예측 혹은 구원과 기원의 마음이 발로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곳(寺)에서 만들어지는 말(言)이 바로 시(詩) 인 것이다. 시가 소설이나 드라마와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른 차별성을 갖는 것은 간결성과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점
사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매우 일치한다. 그런 면에서 동서양의 많은 점사언어들은 매
우 시적인 특성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예언성은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상상력의 언어로 구
성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워쇼스키(the Wachowskis)형제에 의해 제작되어 1999년 개봉되었던 영화 <매트릭스>
는 해석의 측면에서 점사의 언어가 어떻게 일상의 언어와 구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영화에 등장하는 오라클(Oracle)은 ‘신탁’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일종의 예언자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인간을 구원해줄 구세주의 도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구세주를 기다리
는 모피어스는 네오를 구세주라 여기고 오라클의 판단을 기다린다. 이미 모피어스 자신은 네
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네오는 오라클로부터 자신이 “그 유일자가 아니
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자신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피어스에게 하려고 한다. 그때,
모피어스는 네오의 말을 끊고 이렇게 말한다: “너는 네가 들어야 할 말을 들었을 뿐이다
(What you heard is what you need to hear). 다시 말해, 모피어스는 오라클로부터 ‘네오
가 유일한 구원자’ 와 같은 말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모피어스는 단지 네오가 오라클로부터
”들어야 할 말“을 들었다고 생각한다. 실제 오라클이 네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보다 모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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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네오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역으로 오라클의 점사를 해석한다. 따라서 모피어스에게 중
요한 것은 ‘네오가 구원자’ 라는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의미의 언술이 아닌, 오라클의 ‘말’ 자
체가 중요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오라클의 말로 인해 네오는 각성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네오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 따라서 모피어스의 말, “들어야 할 말”
은 명백하게 그 의미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말은 그 의미에 있어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유동적인 경우가
많다. 오이디프스의 경우처럼, 어떤 예언은 그것의 실현을 거부하는 시도 자체가 예언의 본질
적인 실현을 구성한다. 예언적 언어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몇몇 시인들과 시에서 다소
종교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는 단어 하나하나가 시라고 말했다. 언어가 본질적으로 경제
성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언어의 진화는 언어의 간결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
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주 오래전에 일종의 서술적 의미를 가졌던 표현은 시간을 거치면서
점점 간략화 되어 짧은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자나 영어의 어원을 통해 살펴보면
매우 명백한 일로 보인다.
블레이크(William Blake)나 셸리(P.B.Shelley)의 여러 예언자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작
품들과, 더 가깝게는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의 「도버비치」(“Dover Beach”), 예이츠
(W.B.Yeats)의 「재림」(“The Seond Coming”)이나 『비젼』(A Vision)과 같은 작품들은 그 안
의 시적 목소리가 매우 예언자적인 어조를 담고 있는 “계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곽상종 3).
단지 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시적인 세계관과 철학 때문만이 아니라, 시 자체가 담고 있는
예언적인 표현들은 일종의 점사처럼 해석된다. 마치 예언자가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수
사적인 표현처럼, 예언적인 시 작품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사학적 표현과 기법이 나타나는
데, 특히 T. S. 엘리엇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사중주』는 이러한 예언자적 어조가 매
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관점에서 구체적인 점사언어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떠한 시적 상상력의 가능
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전통적인 시적 언어의 확장은 물론, 전통 점사언어가 가지
고 있는 시적 언어로서의 가능성과 더불어, 그러한 점사언어의 시적 독해를 통해 점술언어의
인문학적 통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간결하고 또한 그 상징적, 기호적 체계에서 다른 장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
한 의미를 품을 수 있다. 시 자체의 구조는 물론, 이미지의 배치, 은유와 비유, 상징과 알레고
리 등의 수사는 물론 묘사와 반복 댓구의 유기적 구성으로 표현하는 의미까지 시는 의미를 창
출하기 위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은 정미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시의 길이와 상관없이 매우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시에서 이미지와 상징이 차용되는 방식은 점사에서 상용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개숙인 병든 노인의 얼굴에서 삶의 축복이라는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말라비틀어진 꽃잎에
서 굳건한 생의 의지를 찾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시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직관적인 통찰이 모순되지 않게 연결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자연의 의미
를 인간의 직관과 모순되지 않게 해석하는 것은 시적 언어에서나 점사언어에서나 공통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역술의 한 종류인 매화역수(梅花易數)에 대한 설명에서, 소강절(邵康節)은 “삼요영응편”
을 통해 자연과 물상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간파하여 현상배후의 의미와 미래의 의미를 유추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삶의 여러 사건들에는 조짐이나 전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물,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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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리, 몸, 초목과 동물에 이르기까지 생활과 자연의 크고 작은 현상들을 유추하여 미래와
현상을 설명한다. 관물통현가의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이 까닭없이 울며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 머지않아 비통한 슬픔이 있을 것이다/ 문앞의 담벽이 헐어졌으면/ 집안이 망
할 것이며/ 처마 물의 흐름이 문을 향해 있으면/ 재물을 얻기 어렵다/ 홀연히 집 위에 기이
한 식물이 자라면/ 조상의 덕택으로 더욱 좋아지며/ 방문 앞이 그윽하고 시원하며 속세를 떠
난 듯 하면/ 반드시 뛰어난 인재가 태어난다/ 우연히 찢어진 신발이 방문에 걸려 있으면/ 반
드시 아랫사람이 주인을 속이고/ 오랫동안 문의 왼쪽 부분이 부숴져 있다면/ 단연코 집안의
어른에게 좋지 않다” (『매화역수』 179). 위에 인용한 일부에서 현상과 미래를 유추하기 위해
포착한 일상과 자연의 모습들은 시인이 채집하는 이미지들과 매우 유사하다. 헐어진 담벽, 방
문에 걸린 찢어진 신발, 기이한 식물등과 같은 이미지들은 매우 구체적이며 그것에 대한 직관
적 통찰은 점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이미지들이 환기하는 의미는 시적인 상
상력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점사언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엘리엇의 『네 사중주』에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점
사언어의 시적 특성과 언어적 상상력의 관계를 살펴보며, 궁극적으로 점사언어가 가지고 있는
시적 상상력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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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나타난 예언자적 언어의 시적 상상력」에 대한 토론문
김치헌(서강대)
본 논문은 동양의 명리학과 서양의 엘리엇의 시를 비교 분석한 매우 흥미롭고 독창적인 연구
이다. 엘리엇의 네 사중주에 드러난 운명의 관점을 명리학의 특징들과 잘 연결지어 분서하
였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 번째는 예언자에 대한 개념이다. 명리학과 엘리엇의 시
에서 언급되는 예언자의 개념을 단지 미래를 예측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하신 것 같다. 그
러나 서양의 전통에서 예언자의 개념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예언자는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
을 예측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혹은 시대의 잘못을 비
판하는 비판자의 목소리도 있다. 비록 엘리엇의 시가 운명적 시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
에 내용면에 있어서는 시대 비판적 목소리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명리학과 엘리엇의 시
에서 드러난 예언자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정의를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리학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러한 명리학의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엘리엇의 시와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엇의 시가 단지
운명과 관련된 표현들을 사용한 것 뿐만 아닐,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운명적 표현들이 어떻
게 더 심층적으로 명리학과 관련이 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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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깡, 지젝, 케보이?, -파우스투스의 욕망과 죽음의 의미
김현주(중원대)
Ⅰ
라깡의 정신분석학점 관점에서 살펴보면 인간은 타자의 상징물을 통해 형성되는 ‘자아의
이상(ego-ideal)’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징적 동일시’를 통해 타자의식이 생겨난다. 이러한
타자의식은 주체를 대상에 대한 왜곡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파악
불가능하였던 오인의 구조를 읽게 한다. 그 가운데 주체의 분열이 발생하며, 그 결과 상징적
동일시의 지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상상적 동일시외 상징적 동일시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체는 일정한 사회적 상징적 영역 속에 통합되는 메카니즘을 구축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상징적인 동일시와 상상적인 동일시의 순환운동은 반드시 일정한 잔여물을 남긴다는 것이다.
주체는 항상 다른 이들에게 그를 대표하는 어떤 기표에 고정되고 밀착되어 있으며, 그러한 주
체는 이 고정을 통해서 상징적인 위임을 맡게 되고 상호 주관적 네트워크 속에서 어떤 자리를
얻게 된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런 위임은 항상 자의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의 속성은
수행적이기 때문에 실제 주체의 속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위임을 떠맡은 주체
는 자동적으로 타자의 질문인 ‘케 보이?’에 직면하게 된다.
‘케보이?’(Che Vuoi’: “What do you want from me?” 는 사실상 기표적 정체성을 벗어
난 실재계에 위치하여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지젝은 라깡이 프로이트의 텍스트에서 이상
적 자아 ‘i’ 와 자아 이상 ‘I’ 사이의 차이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요구
(demand)와 욕망(desire) 사이의 균열(split), 주체를 히스테리적 위치로 규정하는 일종의 의
문부호이며 언표(utterance)와 언표행위(enunciation) 사이의 간극으로 ‘케 보이’가 등장함을
설명한다.

소급적으로

의미를

고정시키는

기표연쇄의

‘누빔(quilting)-부유기표(floating

signifier)가 어떤 ’매듭(quilt)’의 개입에 의해 통일된 장으로 구축되는 현상- 이 모두가 일어
난 후에 생겨나는 일종의 ‘구멍’이다. 즉, “너는 나에게 그것을 말하지만 그것으로 네가 얻고
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넌 도대체 무엇을 겨냥하는 것인지?”(You’re telling me that, but
what do you want with it, what are you aiming at?)알 수가 없는 것이다(Zizek, Che
Vuoi? 338). 주체는 자신이 상징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왜 나는 사람들이 가정하는 그것인가? 왜 나는 선생인지 주인인지 왕인지 그리
고 조지 카플란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Zizek, Sublime, 113). 상징적인 동일시를 완수할
수 없는 주체의 무능력, 상징질서 내부에 존재하나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공
간, 즉 주체를 상징적인 네트워크에 종속시키고 포함시키고 호명하는 과정상 저항하는 주체
내의 대상 간에는 알 수 없는 간극이 생겨난다. 타자로 하여금 나를 호명하게 하고 나를 “왕,
주인, 부인”등으로 부르게 만드는 내 안의 잉여대상은 무엇인가? 왜 나는 당신(타자)이 나라고
부르는 그것으로 될
된 주체는

수 밖에 없는 것인가? 결국 언어의 법칙을 통해 싱징화의 질서에 예속

카플란168)의

경우처럼 기표가 자신을 온전히 표현해 내지 못함을 알게 된다. 실재

168) ‘카플란(Kaplan)’은 지젝의 ‘케 보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델이다. 그는 히치콕
(Hitchcock)의 영화 North by Northwest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여기서 작가는 러시아 비밀 첩보
원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가상의 인물로써 그를 제시한다. CIA의 요원으로 만들어진
그가 특정 호텔에 투숙하고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 모든 공식적 행사에 그의 이름이 거론된다. 여기에
속은 러시아 비밀요원들은 그 호텔에 장기투숙하며 있지도 않은 카플란 체포에 전전긍긍한다. 어느
날 우연히 그 호텔에 들른 손힐(Thornhil)이란 사람이 카운테어서 안내원과 얘기를 나누던 중, 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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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주체는 언표와 언표 행위 사이의 간극으로 드러나는 상징계의 한계, 언어질서로부터 배
제될 수 밖에 없는 상징계의 빈틈으로 ‘결여의 지점(point of lack)’, 혹은 ‘무’(nothing)’로써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기표의 의미망에 포섭되지 못하는 스스로의 존재는 잔여의 영역인
실재에 속함으로써 결코 자신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파우스투스 박사』(Doctor Faustus)에서 주인공 파우스투스의 고뇌는 정확히 바로 ‘케보
이?’의 물음에서 비롯된다. 그는 비천한 가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 신학과 학문의 풍성한 정
원에서 열심히 정진하여 신성한 수학 문제에 대한 능수능란한 토론도 겸비하였다. 또한 논리
학, 수학, 의학, 철학, 형이상학의 대가로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자로 모든 학문의 근원을 겨
냥하여 영예로운 박사학위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에게 그 많은 진리가 아무런 의미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철학은 불분명하고 법률과 의학은 둘 다 보잘 것 없는 자
들에게나 어울리고(1.1.102-4),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
을 속이게 되고, 우리 안에 진리는 없는 것이다. 결국은 인간들은 죄를 지어야 하고 영원한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무슨 교리라고 부를 것이며 또 교리가 된단

말인지

(1.1.41-50). 결국은 파우스투스가 평생을 바쳐 몰두해 왔던 학문의 세계가 인간에게 전달하
는 지식체계는 궁극적으로 정통성(Orthodoxy)의 과도한 감옥에 인간을 감금하여 그들의 자유
정신을 규정하고 억압해온 외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진리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주인공에게 그토록 많은 황금과 재물을 가져다주었던 의학의
정통성 안에서도 죽은 사람은 살려낼 수 없고, 모든 학문의 근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
속에서도

더 이상 위대한 기적은 바랄 수 없다. 어느 곳에서나 파우스투스는 그저 죽을 수밖

에 없는 한 사람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을 바쳐 몰
두해 온 학문의 세계는 도대체 어디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파우스투스는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을 바쳐 몰두해온 학문의 세계라는 거대한 폼새에 드러난 치명적 결함을
인식하고 주술의 세계(necromancy)로 눈을 돌린다.
학문이란 학문은 모두 섭렵한 파우스투스박사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마법의 세계는 이 작품
의 주제를 이룰 뿐 아니라 주인공은 이것을 통해 현실 세계의 한계를 초월한다. 또한 마법의
언어로 표출되는 강력한 시행들은 이 작품의 극적 흐름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언어적 수
단을 형성한다. 파우스투스 박사의 무대는 마법의 영지 안에서 설정되며 그 안에서 극적 장관
들이 마법에 사로잡힌 환영 속으로 전이되고, 시는 마법의 힘으로 불려나온 정령들에 의해 구
성된다. 초현실적인 극적 환상(dramatic illusion)의 형태로 제시되는 파우스투스의 마법의 세
계는 비극을 더욱 더 장대하게 만드는 효과적이고 극적인 장치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파우스
투스 박사가 학문 대신 마법의 세계를 선택함으로써 마법의 의미를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
적인 대비를 벗어나 기존 담론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한 언어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하나의
커다란 ‘저항세력’(Kuriyama 96)으로 그려낸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우스투스의 마법
의 세계는 기존의 언어구조를 파괴하고 상징적 재현물로 환상이 등장하여 정통적 언어가 가진
의미체계의 허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라깡의 실재계와 닮아있다.
Ⅱ

란을 찾는 전화가 오고, 공교롭게도 동시에 손힐은 다른 이유에서 자신의 손을 들게 된다. 그를 카플
란으로 오해한 러시아 첩보원들은 손힐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여 그에게 지금까지 행해온 비밀활동들
을 집요하게 추궁한다. 그러나 손힐은 여기에 대해 아무런 할말이 없다. 왜 자신이 카플란이 되었는
지, 그리고 자신이 했다는 비밀활동들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Zizek, The Sublime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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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깡의 실재계는 상징화에 저항하는 견고한 핵으로 절대적 선이나 진리에 이의를 제기하
고, 통합적인 상징질서의 틀로부터 배제된 공간이며 국가와 공통도덕으로 형상화된 진리에 맞
서는 일종의 저항담론이다(Fink, Lacanian 92). 실재계는 상상계와 상징계의 바깥으로 배제
된 세계며 담지 불가능의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라깡의 실재계는 언제나 불가능성과 관계를
맺는다(Fink, Lacanian 28). 그것은 상징계의 장벽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사실상 실제 현
실과는 동떨어진 세계이다. 주체는 일종의 광기처럼 자신이 존재해 있지도 않은 실재계를 환
각하며 스스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재는 “언제나-이미-그곳에(always-already-there)”
있기 때문에 보기 혹은 듣기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드러난다(Schneidrman 119). 라깡의 담론
에서 상징계를 통해 인간 주체는 언어로 구성됨으로써 담론의 형식으로 귀속된다. 그런데 실
재계는 보고 듣기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말하기 역시 불가능한 탈 언어의 세계, 반 담론의 장
이된다. 이러한 실재는 결코 현실 세계에서 직접 맞닥뜨릴 가능성이 없어 환상의 형태(form
of hallucination)을 통해서만 주체앞에 등장한다(Evans 160). 실재계 내에서는 어떤 대상이
든 사물의 실재자리, 즉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상은 오로지 환상
(illusion)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젝은 라깡의 환상이 작용하는 방식을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즉
욕망의 공식에서 환상의 역할은 인식과정에서의 선험적인 도식의 역할과 비슷하다. 칸트에게
서 선험적인 도식은 경험적 내용과 선험적 범주들의 관계속의 매개자이다. 경험적인 대상들이
인과관계에 종속된 속성을 지닌 실체로서 지각하고 인식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선험적인 범주
들의 관계망 속에 포함되는 것은 바로 이 매개자를 통해서이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메케니즘
이 환상속에서도 작동한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경험적 대상이 욕망의 대상으로써 사람들이 추
구할 만한 어떤 이미지의 특징을 함유하려면 바로 그 대상이 주체의 욕망에 일관성을 부여하
는 환상의 무대 속에 포함되고 그 틀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즉 욕망의 대상을 직면하게 되
면 먼저 그것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더 이상의 해석을 방해하는 향락의 근원(fundamental
fantasy)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다음 환상을 횡단해야 하는데(traversing the fantasy),
그것은 단순히 환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타자의 근본적인 결핍을 인식하고 그것과 분리되
는 것이다(Zizek, Sublime 122). 따라서 욕망은 환상에 의해 지탱된다기 보다는 일종의 환상
을 넘어서는 타자의 욕망이 되고 만다. 이것은 환상과 거리를 두는 중요한 단계로 환상에 기
초한 부풀려진 욕망들을 근본적으로 포기해야함을 함축한다. 결국 환상을 통해 바라본 욕망의
대상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잃어버린 대상으로 ‘결여’, ‘결핍‘, ’상실‘의 지점이 된다(김상환
42).
파우스투스의 마법의 세계가 ’텅빔(emptiness)’임을 암시하는 장면들은 헬레네를 찬양하는
그의 언어적 비유나 상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아름다운 헬레네여, 당신의 키스로 날 불멸
케 해주오”(5.1.95)라고 간청하며

그 안에서 주인공이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는 그녀는 사실상

환상으로만 볼 수 있는 실체가 없는 악령(demonic spirit)에 불과하다. 그녀의 육체는 잠자는
남자와만 동침을 하는 마녀(Scubba)적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Garber 3). 그녀에게 비유되
는 세멜레(Semele)나 아래투사(Arethusa)와 같은 신화적 인물들의 속성이 결국은 녹아서 하
늘의 방문객인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다 타버리고 말 ‘재’의 이미지나 혹은 알페우스
(Alpheus)의 욕정을 피해 달아나다 물로 변해버리는 것(unattainable)은 결국 마법의 추구가
‘집없는 거주자’에 불과한 공허한 허구“(Jump 198-99)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깡의 실재계로 조망해 보면 파우스투스는 영국사회의 오랜 전통 속에 뿌리박은 기독교적
전통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양 갈래 길에서 마법의 세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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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담론체계를 부정하고 그들의 의미에 저항함으로써 상징계의 한계에 도전한다. 파우스
투스가

마법을 통해 얻게되는 사회는 언어의

침묵이 강요당하는 사회로 기존의 의미체계가

그 한계를 벗어나 있는 곳이다. 파우스투스의 마술에 속아 온갖 낭패를 당한 것에 분노를 참
지 못하고 그를 방문하여 그간의 죄과를 낱낱이 발설하려는 로빈(Robin), 딕(Dick), 카터
(Carter), 말 장수 등을 다 벙어리로 만드는 장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파우스투스가 탐닉한 마법의 세계가 의미의 충만을 가져오지 못함은 그가 마법의 힘으로
불러낸 허상들이 침묵을 강요당한다는 점에서도 살펴볼 수있다. 메피스토필리스의 등을 타고
8일 동안 우주공간을 여행한 뒤 독일황제로부터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정부를 불러 오라는 부
탁을 받자 그는 약속을 지키는 대신 절대로 무대에 등장한 정령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됨을
강요한다(4.1.93-98). 파우스투스는 또 로마교황의 요청에 따라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황후를
불러내는 장면에서 ”마음속에 가득한 열망을 맘껏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된다‘(1.2.59-60)며 말을 하지말 것을 요구한다. 황제 브루노(Bruno)에게 하늘이 허락한 그
의 일곱가지 권력을 증거하는 벨트를 설명하는 장면에서도, “묶거나 혹은 풀고, 단단히 잠그
고, 저주하거나 혹은

판단하고, 개봉하거나 봉인하고(3.1.154-60)”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드러

나듯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것 같았던 메직벨트는 결국은 끊임없이 주인공에게
혼돈을 초래함으로써 의미의 진공으로 빠져들게 한다. 파우스투스가 마법에 대해 매력을 느끼
는 것은 자신이 몰두해 온 학문의 세계와는 달리 선, 원, 문자, 기호들처럼 그 영역은 기존의
상징질서와는 완연한 이질적인 언어의 세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Snow 84).
이성과 도덕대신 인간의 쾌락을 주관할 감각과 향락의 세계를 선택한 파우스투스에게 마법
의 세계는 전통적 질서와 규율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세계, 즉 기독교 문명에 저항하는 환상의
세계를 탐닉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주지만 실재계속의 향락은 욕망의 변증법을 통해 드러난
다. 내재화된 ’아버지의 법(Father’s law)’을 따르는 사회적, 관습적 삶에 끊임없이 도전과 의
문을 제기하고, ‘아버지’가 제산하고 금지한 쾌락을 추구하려는 주인공의 내면의 의지는 선과
악으로 대변되는 천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날카롭게 대립되지만 파우스투스의 세계는 점차적으
로 아버지의 이름(the Name-of-the Father)이 상징하는 언어질서의 공간을 벗어나며 노골적
으로 관습과 법이 금기해 돈 이드(Id)로 대치되고 전이된다. 파우스투스는 억압된 인간정신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초월적 언어수단인 마법의 영지를 접했으며, 그 세계를 통해 탐닉한 쾌락
은 결국 금지된 영역의 열매가 주는 달콤함이었다. 파우스투스의 마법의 세계는 권력가인 왕,
아버지, 신들의 세력을 강력하게 유지시키는 감춰진 성을 캐내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Kuriyama 115). 주인공에게 초현실적인 경험들을 제공해 준 마법의 세계는 결정적으로 24
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 갇혀있다. 공간적인 제한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절대적 의미를 제공
해 주리라 믿었던 마법의 언어들은 “파우스투스여 이제 되돌아가지 말아라. 결단력을 가져라.
왜 흔들리느냐? 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 이 마술을 버리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
라”(5.1.6-7)라는 대사에서 드러나듯이 끊임없이 그에게 정신적 회의와 마음의 갈등을 불러일
으킨다. 그에게 인식되지 않은 욕망은 점점 주체로 하여금 파괴적인 향락에 더 가까이 다가가
게 하며 그런 향락 다음에는 흔히 후퇴가 뒤따르게 된다. 그것은 실재계의 주체가 그것의 중
심부에 있는 상징화 될 수 없는 실재의 지점에서 분열되기 때문이다. 주체는 모든 기표작용의
여분이며 찌꺼기, 잔여분으로 산출된 끔찍한 향략을 구현하는 단단한 응어리를 수단으로 인간
의 욕망을 부추키며 동시에 쫓아버리는 그 안의 대상에 의해 분열되기 때문이다(Zizek,
Sublime 180).
파우스투스가 환상을 통해 헬렌(Helen)을 불러내는 장면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일명 ‘헬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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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면(Helen’s Scene)으로 불리는 이 에피소드는 파우스투스의 죽음과 직결되는 이유로 전
개 과정상 최고의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며 작품의 절정을 이룬다. 이 장면은 주인공이 단순히
그녀의 관능미를 욕망한다고 일축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을 내포한다. 헬렌은 이미 고전 시인
들에 의해 칭송되어온 미의 화신일 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인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양심을 피
하기 위해 추구하였던 이교적, 신화적 과거를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Masinton 137). 따
라서 그녀와의 돌이킬 수 없는 포옹과 키스(5.1.88)는 주인공이 이질적 저항담론을 끌어안는
결과가 되고, 그 결과 주인공에게 마법을 통해서만 실현가능한 환상의 세계를 접하게 함으로
써 그에게 최고의 향락을 제공한다. 파우스투스가 헬렌을 애인으로 삼은 것은 마치 그의 가장
빛나는 성취처럼 여겨진다(Farnham 10). 파우스투스에게 있어서 천국은 헬렌의 입술위에 있
고 그녀가 아닌 것은 다 찌꺼기에 불과하다(5.1.97-8). 그러나 결과적으로 파우스투스는 천국
과 동일시한 헬렌의 입술에 키스를 시도함으로써 영원히 그녀에게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
며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빼앗기고 만다. 이것은 향락이 상상계의 지배를 받는 쾌락을 넘어
최초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욕망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파우스투스와 헬렌의 교접은 라깡의 주이상스(Jouissance), 즉 원초적 성 쾌락에 해당된
다. 이것은 모든 윤리적 가치와 법칙을 재생산하고 통제하는 아버지의 법, 도는 대타자가 완
전한 지배자(Master)가 아니라는 가능성을 드러낸다. 주이상스란 순수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몸이 아버지의 법에 따라 특정한 의미를 지닌 사회화된 몸이 되었지만 주체의 거세, 즉 아버
지가 정한 법규나 금기사항을 이미 내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초적 몸의 파편들은 ‘제거할 수 없는 잔존물’로서 기표가 소유권리를 읽고 늘 그 언저리만
배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가 존재하기 이전의 영역을 암시하는 실재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파우스투스가 24년의 약속된 시간이 가까워옴에 따라 메피스토필리스
에게 그의 가슴이 열망하는 딱 한가지 소원으로서 방금 전에 본 아름다운 헬렌을 자신의 애인
으로 삼기를 원하며, 번민으로 흔들리는 불안한 마음을 그녀와의 달콤한 포옹과 키스로 종식
시키고 처음 루시퍼에게 맹세한 영혼을 양도하겠다는 약속을 굳히는 장면(5.1.87-90)을 이해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미 로마 교황의 청에 의해 한 번 보았던 헬렌의 환영이 메피스토필
리스와의 계약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죽음을 눈 앞에 둔 주인공에게 해결되지 않은 잉여향락
의 초기대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Ⅲ
욕망이 대상의 주위를 표류라는 구도는 죽음충동(drive)이다. 원래 라깡이 사용한 드라이브
는

원래

프로이트의

용어에서온

것으로,

그는

프로이트적

구분,

즉,

trieb(drive)와

Instinke(Instinct) 와의 구분을 고수하면서 ‘instinct’가 언어 이전의 ‘욕구(need)’를 지칭한다
면 드라이브는 생물학적 영역에서 완전해 독립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만족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생물학적 욕구와는 다르다(Lacan, The Ethics, 110-11). 드라이브는 어
던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상의 주위를 빙빙돌면서 목표를 따라 다
닌다. 그것은 최종적 목표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주위를 선회하면서 목표를 쫓는
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드라이브의 목표는 완벽한 만족의 추구가 아닌 순환선을 다고 폐
쇠회로를 선회하는 영원한 되 돌이(return)인 것이다. 무의식의 위치에서 상징계는 기표로 대
리되는데, 그 대리가 바로 사물의 죽음을 암시하게 된다. 따라서 라깡에게서 죽음은 항상 상
징질서와 연관을 맺고, 이 질서에 의해 규정되는 드라이브는 바로 죽음의 드라이브인 것이다
(Brousse 114). 라깡의 드라이브는 유독 불안정하며 뭐라 규정할 수 없는 자질을 지니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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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만큼이나 급진적 성향을 드러낸다. 결국 “모든 드라이브는 사실 상 죽음의 드라이브”가 되
는 것이다(Brousse 107). 만족점을 찾지 못한 드라이브는 자신의 소멸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추구하는 것처럼 위장하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기표가 인간에게 제공한 위험한 선물이며, 거
부할 구 없이 처음부터 주체 속에 존재하여 온 그 무엇과도 같다.
신의 심판대를 피해 달아났던 파우스투스의 운명은 헬렌이라는 환상을 가로지름으로써 죽
음의 충동인 드리이브를 만난다. 이브를 유혹한 뱀은 용서를 받아도 자신의 죽음은 결코 용서
를 받지 못할 거라는 파우스투스의 고백(5.2.46-7)은 환상 그 너머에는 어떤 동경도 있을 수
없다는 라깡의 충동개념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24년의 쾌락이 결정적으로 헬렌과의 교
접을 통해 주이상스로 연결되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옴에 땨라 절망에 그에게 생명에 대한 불
신을 몰고오며(4.4.25), 환상 그 너머가 죽음일 수 밖에 없는 한계상황에서 급기야 파우스투스
는 자기 소멸을 추구한다. 그는 대지가 입을 벌려 자신을 숨겨주길, 자욱한 안개처럼 자신을
구름위로 끌어주길, 그래서 육체가 공기로 변해버리거나 아니면 작은 물방울로 변해 버려 대
양에

섞여

영원해

발견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피타고라스의

윤회를

외친다

(5.2.180-196). 짐승처럼 영혼의 요소가 우주속에 분해되어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갈망하지만
인간의 죽음은 피타고라스의 윤회, 끝없이 맴돌 수 밖에 없는 영원한 되돌이다.
파우스투스는

이미

작품

초반에

상징적

아버지의

법을

상기시키는

유스티니아우스

(Justinian)의 법전의 주제가 하찮은 유산에 대한 보잘것없은 소송이나 다루는 별 볼일 없는
쓰레기로 간주하였다(1.1.27-31). 이것은 돈이나 노리는 천박한 사람에게나 어울린다며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었다. 그런데 지금 파우스투스는 죽음을 앞두고 인간보다 못한 짐승으로 태어나
길 갈망한다. 짐승들의 영혼은 인간보다 못하기 때문에 소멸되어 우주 속으로 분산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신과 아버지의 세계를 거부했던 그가 이제는 인간과 짐승에 우위를 둠으로
써 기독교적 독트린의 상징질서 속으로 순환하는 모순을 드러낸다. 신과 루시퍼로부터 자유롭
기를 원했던 그가 선택한 마법은 그에게 환상이라는 새로운 양식으로 사물을인식하고 정의할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해 주었지만 결국, “환상 그것은 광기의 열매(2.1.17)”라는 악마의 충고대
로 파우스투스의 마법의 세계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견고한 중핵이며 상징계에 난 구멍이
다. 실재는 상징의 언저리에서 바깥을 향해 배회하지만 언제나 그 안에서만 발견되지 않을 수
없는 상징계 내의 단단한 응어리인 것이다. 따라서 불안과 욕망의 주인공 파우스투스의 죽음
의 의미는 마법으로 우주의 사회의 기존 질서를 전복함으로써 언어적 주체를 해체하고 주처를
원초적 혼동(Primordial chaos)밖으로 밀어낸 실재계의 주체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징계의
빈틈을 엿보게 한 사실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라깡의 죽음 본능을 프로이트의 유기체의
본능적 차원을 벗어나 인간의 근본적 결핍과 이를 채우려는 구조 사이의 해결 될 수 없는 모
순으로 해석할 때, 어떤 외부적 측면, 즉, 상징질서의 구조나 실재계와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
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접근으로 결여 그 자체의 구조화 기능에는 향락의 최
초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라깡의 담론에서 주체는 처음부터 결핍
이다. 주체는 진리를 처음부터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신보다 선행해 있던
어떤 것을 따라 붙잡았을 때라야 비로소 진리를 만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보다 앞서가
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는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상실의 흔적을 지닌다. 욕망은 에너지를 특징
짓는 일종의 환유이며 무언가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을 향하여 무한히 뻗어있어 항상 상징구조
속에서 움직이지만 파괴할 수 없고 욕구에 의해 영향받지도 않는다. 욕망은 스스로 움직이면
서 모든 의미화 과정(signifying chain)을 떠돌아다니는 종착역이 없는 순환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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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깡, 지젝, 케보이?, -파우스투스의 욕망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토론문
이준의(대전보건대)
1. 김현주교수님의 발표문 “라깡, 지젝, 케보이?, -파우스투스의 욕망과 죽음의 의미”는 크리
스토퍼 말로의 『파우스트 박사』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괴테의 『파우스트』와는 어떻
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2. 파우스트와 그레트헨의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3. 헬레네에 대한 파우스트의 사랑은 파우스트의 여정에서 어떠한 의미이고,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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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비유 속에 나타난 세계 시민 의식
김병선(가톨릭관동대학교)
글로벌화된 세상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지역 속에만 속한 시민이 아니며 민족
주의를 뛰어넘는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세
계 시민 의식인데, 이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 세계
시민 의식 교육을 박환보(2016)는 정의와 더불어 네 가지로 나누어 필요성을 주장한다.
“세계 시민은 법적 기반을 토대로 하는 전통적인 시민 개념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법적 지위와
무를 수반하는 개념이 아닌 일종의 기풍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을 어느 한 가지
로 정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개발교육, 시
민교육 등 기존의 다양한 교육적 논의가 진화하고 수렴된 형태의 포괄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
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은 전 지구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교
육이다. 둘째, 세계시민교육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
람을 기르는 교육이다. 셋째,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시민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무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역
량 개발도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 의식을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나사렛 예수의 비유 말씀을 통해 캐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왜냐하면 예수는 특정 민족의 선민사상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기득권자
에게 깨닫게 하는 자로 보편적이고 전 인류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신이자 인물이다. 세계 시
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신의 아들이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로써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예수의 비유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을 비유적인 밥법 또는
은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가르침으로써 우리 모두를 천국 시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계 시
민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서다. 예수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성경을 제시
하고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본 논고는 구성될 것이다. 첫째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6절
로 하나님 나라와 씨 비유를 통해 예수는 시민 의식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
고 있다.
26.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
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9.열매가 익으
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30.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
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
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33.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 124 -

막 4:26-34

예수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는 ...와 같다.’라는
말로 가르침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사였다. 세례 요한
도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 3:1)고 외친 것이다. 그
러나 이것은 비단 유대인을 향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세계 시민을 향한 외침이었다. 그렇다
면 과연 유대인들이 이해한 이 비유는 무슨 의미일까?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세계 시민 의식과 연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금의 세상이 근본적으로 왜
곡되었다는 사실이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주변의 패권 국가들에 의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곤 했
다.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다. 예수 당시의 유대 역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세상이 패권 국
가들에 의해서 부패했고 정의와 평화가 철저하게 손상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하나는 왜곡된 역사의 회복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세상의 악한 질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순간이 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것만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길
이었기 때문이다.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세계는 지금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에 약소국들은 희생의 대상이 될 수 밖
에 없다. 약소국들이 당하는 피해를 그냥 보지 않고 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우려는 마
음이 세계 시민 의식이고, 잘못된 것을 짚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 시민 교육일 것이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듯이 우리는 세계 시민이라는 가족 공동체라는 인식으로 더
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Global Citizen Awareness in the Parables of Jesus
Byung Sun, Kim(Catholic Kwandong U)
At the age of Globalization people have to live with a mind of global citizen. It
means they can not live alone and they are closely connected with each other.
This kind of thought must not be developed but educated. That is, it is possible to
have a mind of global citizen through education. Development of global citizenship
is able to be expected through the parables of Jesus which have difficult meanings
for us to understand because they are hidden. Jesus does not come to this world
for one nation or specific persons. His focus is all of the nations.
There are many parables of Jesus in the Bible. They are related to Heaven, which
means it is universal concepts in that all of the people are invited to this place.
Jesus’ parables have been called “heavenly stories with earthly meanings,” or
“earthly stories with heavenly meanings.” But there is more to them than that.
Both the Hebrew word masal and the Greek parabole are broadly used of proverbs,
allegories, riddles, illustrations and stories. They can refer to any striking speech

- 125 -

formulated to stimulate thought.
Interpreter C.H. Dodd, in his 1935 classic Parables of the Kingdom, defined a
parable as “a metaphor or simile drawn from nature or common life, arresting the
hearer by its vividness or strangeness, and leaving the mind in sufficient doubt
about its precise application to tease it into active thought” (page 16).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states that parables are “almost always
formulated to reveal and illustrate the kingdom of God” (vol. 3, page 656).
Parables are present, but not common, in the Old Testament. Perhaps the parable
that most closely resembles Jesus’ parables is Nathan’s story of the pet lamb,
which moved King David to repent (2 Samuel 12:1-13). Judges 9:8-15 and 2 Kings
14:9 symbolize kings and nations as talking plants and a wild beast; these passages
are more like fables.
Let me know you take a look at the parables of Jesus such as the good Samaritan,
The pearl of great price, Counting the cost, The good shepherd, New wine in old
wineskins, The prodigal son, and Sheep and goats. Who hasn’t heard of at least a
couple of these. Jesus’ New Testament parables seems to be among the most
powerful ideas not in Western civilization but in world 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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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비유 속에 나타난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한 토론문
노동욱(삼육대)
김병선 교수님의 발표문을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그동안 예수와 세계시민주의와의 관계에 대
해서는 많이 조명되어 왔지만, 특히 예수의 ‘비유’ 속에서 세계 시민 의식을 읽어내고자 한다
는 점에서 이 발표문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를 교육학적으로 접근,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 또한 향후 후속연구에 가치 있는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발표문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는 그동안 그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을 받아오기도 했지
만, 그 개념이 지니고 있는 추상성 및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도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애피아
(Kwame Anthony Appiah) 등 많은 학자들은 세계시민주의를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등에
대한 충성과 애착, 그리고 인류에 대한 헌신을 동반하는 절충적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매우 광대하고 추상적인 인류이
라는 이름으로 모든 충성과 애착을 정말 포기해야 하는가?”(A citizen of the world: how
far can we take that idea? Are you really supposed to abjure all allegiances and
partialities in the name of this vast abstraction, humanity?)
이 발표문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세계 시민 의식 개념은 “일종의 기풍”으로 이해되어 정의
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의 측면에서는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 교
육, 개발교육, 시민교육”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문의 논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한 연구자님의 개념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
각됩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세계시민의식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이 발표문의 핵심은 세계 시민 의식을 예수의 ‘비유’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인데, 발표문에
서는 세계 시민 의식을 예수의 ‘비유’에서 찾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민 의식을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나사렛 예수의 비유 말씀을 통해 캐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왜냐하면 예수는 특정 민족의 선민사상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기득권자
에게 깨닫게 하는 자로 보편적이고 전 인류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신이자 인물이다.”
예수의 ‘비유’에 나타난 세계 시민 의식이 이 발표문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끝으로, 성경 전반에는 극단적 선민의식 내지는 민족주의 등이 드러납니다. 성경 곳곳에서
엿볼 수 있는 민족주의적 요소와 예수의 비유에 나타난 세계 시민 의식을 어떻게 조화시켜 독
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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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과 기만 그리고 ‘고백’하는 주체들
-고백이 드러내는 관계 맺기의 규범화 양상들
이성근(서울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러 정치, 사회 이슈들을 두고 가장 많은 윤리적 기준으로 언급되고 있
는 화두 중의 하나가 ‘공정성’ 또는 공정함(fairness)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정당한 짝패, 즉
그에게 맞는 몫이 돌아가는 것의 문제가 우리 사회가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상황
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많은 논란들의 가운데서 그러한 공정성을 해친 혹은 해쳤다고 평가
하는 특정한 주체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더구나 공정성이 사회 구조적인 차원
에서 다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 주체와 관계될 때, 우리는 이 개인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러한 개인 주체들이 위선자, 기만자인지 아닌지로 먼저 유형화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
작한다. 즉, 위선과 기만이라는 결과물, 평가의 확정 이전에 위선자, 기만자가 먼저 현실에 존
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건, 옳고 그르건 공정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말과 행위를 한다고 인식되는
대상은 위선자, 기만자이기에 검증되어야 한다. 결국 가장 먼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위선과 기만 혹은 위반을 통해 이들을 이끌어내는 진솔함, 진정성에 대한 감각이다. 그
러므로 오히려 이때 놓치게 되는 것은 이처럼 특정 대상을 위선자, 기만자로 판단, 평가하게
되는 개인적, 사회적 감각의 출처이다. 이는 진정성이 무엇인지보다는 진정성은 어떻게 표출
되는지를 살피도록 만든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표출 과정으로서의 고백은 진정성에 대한 요
구를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위선자, 기만자라 평가하는 주체에게든 위선자,
기만자로 평가된 주체에게든, 위선, 기만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건 부정하건 우리가 이러한 사
태를 고찰하는 상황에는 고백이 개입한다. 하지만 아마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누군가
를 위선자로 지정하는 주체들 스스로가 어떤 고백에 의해 규범화된 위선의 상황에 처하는 문
제일 것이다.
사실 직접적으로 논의해야 할 ‘위선’과 ‘기만’은 모두 이들 각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표현(발화와 행위)에서 나타나는 관계
양상들을 통해 논의의 윤곽을 그려보려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선과 기만은 진실, 진리, 참
과 거짓은 물론 도덕, 윤리, 선과 악 등의 가치들과 엮이며 논의될 것이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양상을 나타내지 않는 사태들이기 때문이다. 위선(僞善)은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상정된 것들을 꾸미는 것이기에, 그 좋음과 선함을 무엇으로 제시하는지 그리고 꾸며
냄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또한, 기만(欺滿) 역시 진실한 것 더 나아가
진실 자체를 속이거나 허위로 전달하는 것이므로, 그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와 과연 무엇이 진
실인가에 따라 의미와 정당성이 판단 받는다.
그런 점에서 위선과 기만의 일차적인 작동방식은 어떤 사태나 가치들에 대한 ‘가리기’ 혹은
‘감추기’라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려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과정과 함
께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지점까지 여러 가지 이해타산과 관계 맺기의 작동이 이어진
다. 이러한 관계 맺기의 과정은 일종의 개인에 대한 검증이라는 형태로 진행된다. 먼저 실제
사태와 멀든 가깝든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다각적인 검토, 소위 현실에서 객관적인 접근이
라 불리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한 개인적 주체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
닐 것이고, 수많은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야 그 형태와 작용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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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위선과 기만의 대상으로 지목된 주체의 주관
적 고백이 문제가 된다. 이때의 고백은 ‘가리기’ 내지는 ‘감추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드러내
기’의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감추기와 드러내기 사이의 교차에서 우리는 위선, 기만, 진정성
등의 판단을 규범적으로 생성하게 된다. 먼저 이러한 고백의 역할을 주제화하기 위한 틀로 푸
코의 논의를 활용하려 한다.
진정성 표출 장치로서의 고백
푸코는 2세기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규범체제에 속하지 않았던 고대 이교도
들의 ‘아프로디지아’(aphrodisia)를 생활 규범으로 받아들이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성
(性)의 역사』 4권, 『육체의 고백』169)을 시작한다. 즉, 아프로디테의 기술, 사랑, 결혼을 주재하
는 여신의 기술이 개인들 사이의 윤리적 지침에 머무르지 않고 한 세계의 행동 규범으로 제시
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푸코는 이 성(性) 담론을 다루는 목적으로 육체와
관련된 규범의 문제를 제시하게 되고, “악의 용서, 진실의 표명, 자기에 대한 ‘발견’, 그런 것
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가”(푸코, 86)를 중심 문제로 제시한다. 이러한 주제들은 위에
서 언급한 위선과 기만 주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과 윤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세례는 2세기까지 “잘못에 대해 용서를 약속해 중 수 있는 유일한 교회
활동”이었”(푸코, 87)다는 점과 함께 그 핵심적인 요소로 회개와 참회에 대해 검토한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논의와 만나는 지점이다.
세례 준비 과정에서의 수련 행위는 크게 “1. 심문조사”, “2마귀 쫓기 의식의 시험”, “3. 죄의
169) 이 부제의 원제는 ‘Les aveux de la chair’이다. 개인적으로는 ‘살의 고백들’이라는 번역을 선호하
지만, 번역의 의도를 감안, 존중하여 출처의 표기는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몇 가지 논점을 지적해둘
필요는 있을 것같다.
1) 기본적으로 단수형인 l’aveu는 계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백 행위 자체를 가리키고 카톨릭의 신앙
(고백), 고해와 통용되는 confession과 호환된다. 그러나 복수형으로 쓰인 les aveux는 범죄 등과 관
련하여 지난 경과나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백, 시인의 의미로 사용된다.
https://www.larousse.fr/dictionnaires/francais/aveu/7062?q=aveu#7028 참조.
이때 시리즈 전반의 주제를 고려하여, 개인 주체의 사적인 혹은 은밀한 욕망 영역으로 여겨지는 성
(性)과 관련된 담론 작용, 즉 성(性)과 권력의 관계에 따른 통제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인정, 승인의 의
미가 포함되어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푸코는 성(性)이든 여타 욕망이든 이들을 단순히 통제 받고 규율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치와 배치에 따라 주체의 구성 및 여러 효과(effect)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 점에
서 시리즈 2권 쾌락의 활용과 3권 자기(에의) 배려와 같은 주제들도 파생된다. 따라서 이 고백, 자백,
시인은 단순히 죄의식, 도덕의 문제에만 관련된 수동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스스
로가 어떤 욕망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 판독하는 과정과 그 역할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3) la chair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인성(人性)을 드러내는) 육신이 지닌 성욕/정욕 소위 육욕(肉慾)의
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권력의 작동에 따라, 주체가 자신을 주체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괴리된 것으로 상정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는 있다. 또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성적인
욕망에 대한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flesh), 근육조직이라는 기
초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경험적 성격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정신성, 신앙에 대한 강조가 이
루어지는 종교적인 영역이나 엄격히 정신으로 신체를 통제하는 학문, 도덕 영역만의 어떤 대상이 아
니기 때문이다. 주체로서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알게 되는 자연적, 사회적
욕망들을 지닌 주체로 자신을 구성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도 푸코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육체’는 하나의 경험방식으로, 말하자면 악의 제
거와 진실의 표명 사이의 어떤 관계에 따라 자기에 의한 자기의 인식방법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변
화방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경험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성(性)의 역
사 4-육체의 고백』, 나남, 2019, 85쪽. 결국 1권 앎의 의지에서 성(性)의 문제가 죽음과 생명과 관련
된 권리와 권력과 관계된 진리의 문제로 제시되는 점을 참조할 수 있는데, 사실 4권 자체가 1권의 다
음 권으로 기획되어 있었다는 텍스트 성립 과정과도 관련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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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로 정리된다. 특히 “‘고해(confession)’는 …… 지원자가 수행해야 할 신앙심과 고행의
훈련 중 하나로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한 행위이다.”(푸코, 113. 이하 굵은 글씨 강조는 인용
자.)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위선자, 기만자로 반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규정해야 한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의식과 죄인이라는 의식,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일이다. 그것은 기억과 이야기를 통해서 ……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증언이고, 자신의 변화에 대한 증명이다.”(푸코, 114)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 말하기’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정확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일보다 자신
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다”(푸코, 116). 기독교의 세례 및 회심-속죄의 논의
를 떠나더라도, 최소한 스스로를 위선자 기만자로 자기와 관계 맺게 하고 고백하는 일은 그러
한 평가로부터 벗어나는 발판이 된다.
그러나 고백에 따른 자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이 공인될 수 있을지, 과연 어떻게 공인될
수 있는지 다른 영역에 놓여 있는 일이다. 따라서 더 살펴볼 것은 푸코가 논의하는 제도화된
속죄, 사면과 같은 확인 절차의 차원이다. 이는 공개적인 형태의 “‘자기 고백publicatio sui’”
(푸코, 150)으로 명명 되는데, “죄의 진실을 말하기와 죄인의 진실성을 나타내기의 두 가지 방
식”(푸코, 153)으로 구별된다. 어떠하든 “고해를 하지 않고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
며,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이러한 외적이고, 분명하고, 가시적인 표명이 없으면 절대로
용서는 없다”(푸코, 154-155). 이제 초점이 옮겨진다. ‘진실 말하기’보다는 ‘진실처럼 보이게
하기’의 역할이 강조된다. 공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혹은 평가자의 시선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보이는 것이 되면서 단절이 일어난다. 이는 일종의 역전인데,
우리가 위선자, 기만자라고 평가한 이들에게 주요하게 바라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진솔한
고백, 반성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이도록 행위하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진실
에 대한 요구에서 진실하게 보이기에 대한 요구로의 전환은 우리의 시선 자체가 오히려 어떤
위선과 기만의 시선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든다.
물론 여기서 모든 논의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규범화, 제도화, 절차화 등의 공인 과정이 어
떻게 이러한 역전을 낳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푸코 스스로가
언급하는 것처럼, 이러한 자기 관계에서 성찰을 통한 점검은 기독교 고유의 규범이 아니기 때
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성찰의 관습은 고대 철학에서부터 지속되어오는 주제들이다. 우리가
더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것은, 의식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위선과 기만에 대한 타인
들의 평가, 그리고 그러한 평가의 목적과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이다. “고백은 가능한 한
성찰에 가까워야 하고, 성찰의 외적 측면, 즉 타인을 향한 말이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
한 시선과 그 시선으로 포착된 것을 담론화하는 일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것이다.”(푸코,
213) 따라서 위선과 기만에 대한 공론화된 고백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권력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에서의 고해는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마
라는 대타자의 존재를 폭로하려는 목적을 지니며, 최종적인 목표는 완전히 깨끗한 마음의 상
태에서 하느님을 우러러 보는 것”(푸코, 220) 즉, “기독교의 영성을 실천하는 일의 기본적인
역설은 자기 자신의 진실 말하기가 근본적으로 자신의 포기와 관련”(푸코, 221)된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우리의 위선과 기만에 대한 고백은 과연 무엇에 관련되며, 어떤 양상을 띠는지 다
른 텍스트들을 경유해 별도의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신에 의지한 진정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푸코가 『성(性)의 역사』 4권에서 직접 논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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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근과는 방향이 다르다. 푸코는 텍스트 전반의 주제에 맞추어 기독교와 관련된 성(性) 담
론 특히, 부부 관계와 성생활에서의 규범, 원죄와 (육체적) 타락, 육욕 등의 문제와 관련해 아
우구스티누스를 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위선과 기만과 관련하여 ‘고백’을 주제로 삼았기
그 연장선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특히 10권(현재와 기억 그리고 욕망)을 중심으로 검
토를 이어나가려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푸코가 정리한 기독교 세례 성사와 고해의 과정에 그 자체로 충실
히 부합하는 서술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성 자체 역시 과거의 자신에 대한 고백과 함께 앞으
로 자신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의지의 문제를 다루는 진행방식으로 제시된다. 1~9권까지는 유
년기부터 개종 이전의 자신에 대한 설명을 취하고 있고, 10권을 기준으로 서술 시점의 상황에
서 자신의 생각과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11권부터 마지막 13권까지는 이러한 생각에
따라 기독교 신학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10권의 논의를 검토하기에 앞서, 고백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
을 닦겠습니까? …… 주여, 내게 숨겨진 것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닦아 주십시오(시편 19,
12). 그리고 남의 것들로부터 당신의 종을 용서하십시오. …… 나의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의
죄를 당신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신은 내 마음의 불경(不敬)을 용서해주지 않았
습니까(시편 32, 5)? 진리인 당신과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죄악이 스스로 속이
지 않을까 하여(시편 27, 12) 나 자신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아우구스티누스 1권, 27)
나는 내 과거의 불순함을 그리고 내 영혼에서 육체적 부패를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내 하나
님이여, 내가 그것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당
신의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행합니다.(아우구스티누스 2권, 59)
왜 나는 매우 많은 것들에 관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물론 나를 통해서 당신이
그 이유를 알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향한 나의 정서와 이것을 읽을 사람들의 정서가 자극
받아서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가장 높이 찬양하여
라(시편 97, 4). 나는 이미 다음을 말했고, 또 말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사랑에 대한 사랑 때
문에 나는 이 고백을 행합니다. …… 그러므로 우리들의 비참함과 우리들에 대한 당신의 자비
를 당신에게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정서를 당신에게 활짝 여는 것은, 이왕에 당신이 시작했으
니 다시는 우리들이 비참하지 않고 당신 안에서 행복하게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입
니다.(아우구스티누스 11권, 399)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 곳에서 자신의 고백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위의 1권이 시작 구절
에서는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용서를 바라고 있는데, 고백은 곧장 용서의 조건으로 제시되
고 있다. 그리고 여러 판본에서 “『고백록』을 쓰게 된 동기”로 절의 제목을 주고 있는 2권의
인용 부분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고백은 신에 대한 사랑을 목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11권의 인용에는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고백하는가?”로 절의 제목이 주어져 있고, 신에
대한 사랑을 환기하면서 이에 감화 받은 다른 이들과 신 안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하
는 요청이 나타난다. 자신의 고백의 의도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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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신에 의지하는 일이다.
이는 푸코의 논평을 빌리자면, “사실 올바른 행동의 길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분별력은 개
인에게 요구될 수 있는 덕목이 아니다. 자기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떠오르는 상념의
기원과 목적을 은폐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움은 우
선 하느님의 은총이다. 하느님의 개입 없이, 인간은 분별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푸코,
202)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자기 관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아닌 ‘신’을 향한 것이
기에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의지에 대한 완전한 포기이자, 그 어떤 끈으
로도 자기 자신에 매여 있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려는 태도이다.”(푸코, 221)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이 상황에서 멈추지는 않는다. 그는 과거의 자신에 대한 고
백을 지나 현재의 자신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존재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현재의 고백은 타
인들을 향하게 된다.
나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아는 분이여, 마치 내가 당신에게 알려진 것처럼 나도 당
신을 알고 싶습니다(1고린 13, 12). …… 당신 앞에서는 내 마음으로 고백함으로써 그러나 여
러 증인들 앞에서는 내 글에 의해서 나도 진리를 행하려고 합니다.(아우구스티누스 10권 1,
323)
나는 육체의 말과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말로 그리고 당신의 귀가 아는 생각의 외침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악할 때의 고백은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 경건할 때의 고백은 경건함을 나에게 돌리지 않는 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내 고백은(로마 4, 5) 당신에게 침묵하면서도 침묵하지 않
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로는 침묵하지만 감정으로는 외치기 때문입니다.(아우구스티누스 10권
2, 324)
내가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마치 저들이 내 모든 허약함을(시편 103, 3) 낫게나 해주
는 것처럼 그들보고 내 고백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 그러나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그들 자신에 대해 듣는다면, 그들은 주님이 거짓말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으로
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듣는 것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까? …… 주여, 나도 사람들
이 이렇게 듣게끔 당신에게 고백하는데, 내 고백이 참다운지를 저들에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 사랑이 저들의 귀를 열어 주어 저들은 내 말을 믿을 것입니다.(아우구스티누스 10권 3,
325)
그렇다면 무슨 결과를 위해서 나의 주여, 내 양심은 자신의 결백보다 당신의 자비를 희망하면
서 한층 더 자신에 차서 고백하지만, 나는 무슨 결과를 위해서 이 글을 통하여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 앞에서 고백하기를 바라는 겁니
까? 왜냐하면 나는 내 과거의 고백의 결과를 알았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 그러
므로 그들은 눈으로도, 귀로도, 정신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내면적인 나 자신이 누구인
지를 내 고백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어주려고 그렇게 원하는 것 같으
나 그들이 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을 선하게 만든 사랑은 내 고백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며 또한 그 사랑은 그들이 나를 믿게 합니다.(아우구스티누
스 10권 3, 326-327)

- 133 -

이것이 바로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의 고백의 결과이므로 나는 두려움과 함께 은밀한 기
쁨으로 그리고 희망과 함께 은밀한 슬픔으로 당신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시편 2, 11) 믿는
사람들의 자식들의 귀에 대고도 고백합니다. 그들은 나와 기쁨을 함께 할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죽을 벗들이며, 나와 같은 시민이요, 나와 함께 나그네이고, 앞서 가고 뒤따라가는 내 삶
의 반려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종들이요 내 형제들입니다. 당신은 이들을 당신의 아들로
삼고자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함께 살려고 한다면 이 주인들을 섬
기라고(1요한3, 14) 명했습니다.(아우구스티누스 10권 3, 328)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더 적극적으로 고백을 행할수록 그 고백의 진정성은 자신의 말과
행위가 아닌 신의 사랑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을 뿐이다. 곧, 그의 고백이 타인들에게 인정받
는 것은 자신이 아닌 신의 진리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10권의 서두에서 “당신을 알고 싶습니
다.”라는 권 전체의 의도가 이후의 절들의 논의를 이끌어 나간다. 그는 기억을 중심으로 인간
의 사고 안에서 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육체적 감각들의 죄악을 물리친 후, 최종적으로 천사
와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자신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자신이 아닌 신에 대한 앎
혹은 신을 매개하는 한에서 자기 관계로 남게 된다. 결국 “자신의 진실을 찾는 것은 어떤 의
미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푸코, 221)

따라서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된다. 신앙이라는 관점을 내려놓는다면, 우리
는 다양한 선택지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신앙 고백의 과정이었고, 가톨릭의
교부로서 자신의 삶과 속죄의 여정이 밀착함으로써 진정성을 발휘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런 측
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이들의 감화까지 염두에 두는 충실한 교부(敎父)의 모습을 실
천한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를 떠나게 된다면 진정성의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발화를 어디까
지 수긍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상정하는 자신의 고백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신앙 공동체에 속해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면, 이러한 고백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170) 더구나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심지어 목자, 수도자들에게도
역시 자신들의 삶이 진정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임을 밝히는 성찰-고백의 노력과 부단한 수련
이 규범적, 의무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는 결코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포괄하기에 쉽지 않은 길
이며, 특정한 유형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타자들 사이에서의 평가는 불가능하거나 서로에게
위선자, 기만자라는 평판을 가하게 될 것이다.
3. 루소의 고백, 양심의 진정성
아마도 기독교에서 악마에게 주었던 대타자의 자리에 신을 포함한 다른 많은 것들을 위치시
킬 수 있을 것이다. 푸코가 『성(性)의 역사』 4권 후반부에서 다루는 수도자들의 동정 문제는
물론,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세속의 주체들과 관련된 논의들은
170) 물론 히포의 주교로서 그가 427년 이후 반달족의 침입에 의해 난민이 된 이들을 정성껏 돌봤다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면서까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반달족의 아리우스파 기
독교 수용이나 북아프리카에 세워진 반달왕국의 활동 등도 고려할 때, 정통 교회의 영향에 아래 있지
않은 종파에 속한 이들이나 비기독교인들까지 환대했을 것이라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정
통 가톨릭(니케아 공의회의 신조 이후의 교단) 내지는 아타나시우스파의 입장과 직접 저술하기도 했
던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문제 등 가톨릭 신학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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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수적인 효과들과 함께 규범화, 제도화, 법제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기술(technic)과
원리들에 대한 확정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더구나 기독교중심 생활규범, (외적) 윤리를 따르는
것과는 달리, 다른 유형의 삶 즉, 근대 세속인들의 생활에서는 다른 방식의 진정성이 요구된
다. 그런 점에서 직접적인 자기 고백으로 『고백』(1770), 『루소, 장 자크를 심판하다-대화』
(1776),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1776~1778171) 이하 「몽상」)의 세 텍스트를 저술한 루소는
근대적 세속인의 진정성에 대한 다른 욕망을 잘 보여준다.
직접 다루게 될 루소의 텍스트는 『몽상』이지만, 시기 순서상 가장 먼저 쓰인 루소의 『고백』
에 대해 연관된 평가를 미리 참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고백』이라는 제목은 성 아우
구스티누스의 『고백』에서 따왔을 테지만 루소의 것은 훨씬 위험했으며, 신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기 반성만을 통해 개인의 인격과 행동에 대한 진실에 도달했다.”172) 그런 만큼 루소는 자신
과 관련된 오해나 세간의 평판에 민감한 모습에서 어떻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게 되는 변화
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앞선 고백 저술들에 대해 논평하는 고백들에서 특히
루소 말년의 흥미로운 모습들이 나타난다.
더 나은 세대가 내게 내려진 판단과 내가 당한 일들을 잘 살펴보고, 그런 일들을 주도한 자
들의 간계를 쉽게 간파해 마침내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리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내가 《루
소, 장자크를 심판하다-대화》를 쓰고, 그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시도를 수없이
한 것도 바로 그런 희망 때문이었다. 비록 먼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지만, 내 영혼은 당대에
여전히 정의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을 찾고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요했다. 그런데 머나먼
미래에 걸었던 희망도 무참히 깨어져, 나는 이번에도 동시대인들의 노리갯감이 되고 말았다.
……
훗날에라도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리라고 기대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나는 거의 날마
다 새로운 성찰을 통해 확인한다. 나에 관해서라면 그들은 나를 미워한 집단에 속한 이들로
끊임없이 교체되는 안내자들에게 조종받기 때문이다. 개인은 죽지만 개인이 모인 집단은 죽지
않는 법이다.(몽상, 첫 번째 산책, 18-19)
오직 나 자신 안에서만 위안과 희망과 평화를 얻을 수 있으니, 여생에는 홀로 나 자신에게만
전념하고 싶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지난날 내가 《고백》이라고 불렀던 엄격하고 진지한 검토
의 후속편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이다. 나는 나 자신을 탐구하고 나
에 대한 보고서를 서둘러 미리 준비하는 데에 내 마지막 날들을 바치고자 한다. 내 영혼과 대
화를 나누는 달콤한 즐거움에 온전히 몰두하자. 그것만이 사람들이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니까. 내 내면의 성향을 성찰함으로써 그것을 더 바람직하게 정돈하고 거기에 남
아있을지도 모르는 악을 바로잡게 된다면, 내 명상이 완전히 무익하지는 않으리라.(몽상, 첫
번째 산책, 21)
《고백》의 초반부와 《루소, 장 자크를 심판하다-대화》를 집필할 때, 나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
의 탐욕스러운 손아귀에서 그 글들을 보호해 가능하면 그것들을 후세에 전할 방법을 찾느라
171) 미완성의 상태로 앞선 두 텍스트와 함께 1778년 루소의 사후인 1782년에 출간되었다. 1776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루소, 장 자크를 심판하다-대화』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
후부터 죽음 직전까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172) 데이비드 에드먼즈ㆍ존 에이디노, 임현경 옮김, 『루소의 개-18세기 계몽주의 살롱의 은밀한 스캔
들』, 난장, 2011,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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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노심초사 했다. 하지만 이 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불안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다. 그것의 무용함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더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망이 마음
속에서 사라져버렸으므로, 내 진실한 글들과 내 결백을 보여주는 저작의 운명에 극히 무관심
할 뿐이다.(몽상, 첫 번째 산책, 23)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판, 심지어 후대까지 이어질 평판까지 걱정하던 루소는 자신의 내면으
로 눈길을 돌린다. 그러나 내면의 성찰에서 신에 의지하게 되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달리 루소
의 내면에 위치하게 하는 대타자는 다름 아닌 자기 양심이다. 자신의 솔직함, 진정성은 더 이
상 다른 존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영혼이라는 고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종교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정신성이 아니다. 진정성의 근거
와 기준은 이제 자신, 자신의 영혼이 되었지만, 스스로에게 충실한 이유는 단순한 마음의 평
화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새롭게 양심, 도덕이라는 대타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타인과 자신
의 비교라는 새로운 고백의 태도를 낳는다.
그렇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과 어긋나는 말을 했을 때는 대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였을 뿐
이고, 나 자신의 이해 관계 혹은 타인의 이익이나 피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할 때의 당
혹스러움이나 글 쓸 때의 즐거움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구든 《고백》을 공정한 마음으
로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 더 커다란, 그러나 말하기에는 덜
수치스러운 악행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창피스러운 것임을 알 것이다. 물론 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었지만.(몽상, 네 번째 산책, 70)
이러한 모든 성찰을 통해 결론을 내려 보건대, 내가 스스로 내세운 진실성은 사실이 정확히
그러했느냐보다는 올바름과 공정함이라는 감정에 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생활할 때
나는 진실과 거짓이라는 추상적 개념보다 양심의 도덕적 지시를 따랐다. 나는 종종 많은 이야
기를 지어냈지만 거짓말을 한 적은 거의 없다. 그런 원칙을 다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흠
잡힐 거리도 적잖이 제공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마땅히
취해야 할 이득보다 더 많은 이득을 누리지도 않았다. 진실이 하나의 미덕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런 이유에서인 듯하다.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만 본다면, 우리에게 진실이란 선도 악
도 초래하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몽상, 네 번째 산책, 70-71)
그러나 자신의 양심과 타인의 태도를 견주어 고려하는 세속인들에게 있어서 고백은 자기 행
위의 정당성, 옳고 그름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게 된다. 이는 자신의 행위와 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설명하는 고백이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지,
옮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행위를 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근대의 세속인은 자신의 진정성을
획득한다. 루소의 입을 빌리자면 우리가 보이는 모습들의 근거는 이러하다. “자유롭게 행동하
는 한 나는 선한 존재이며 좋은 행동만 한다. 그러나 필연에 의해서든 사람들에 의해서든 속
박을 느끼면, 나는 반항적이 된다. …… 내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해야 할 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나약하기 때문이다. 나는 행동
하는 것을 삼간다.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약하고, 나의 모든 힘이 소극적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모든 죄는 태만에서 비롯되지, 위법행위에서 기인하는 것은 거의
없다.”(몽상, 여섯 번째 산책, 96) 어찌 본다면 루소의 고백이 드러내는 것은 위선보다는 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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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깝다.173)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든 자신의 행위, 자신의 양심을 설
명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이다.
4. 『인간실격』과 『편의점 인간』의 비인간적 진정성들
다음으로 검토할 고백하는 주체의 유형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174)의 화자이다. 이 작
품은 액자 소설 구조를 만드는 서문 이후에 화자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세 개의 수기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수기는 바로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와 단락을 바꾼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인간실격, 13)라는 두 구절로 시
작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수기와는 달리 이 개인적인 고백이 왜 시작되는지를 잘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수기들의 진행을 예비한다.
즉 저에게는 ‘인간이 목숨을 부지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껏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는 얘
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행복이라는 개념과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전
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 저는 그 불안 때문에 밤이면 밤마다 전전하고 신음하고, 거의 발
광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이지 자주 참
행운아다,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언제나 지옥 가운데서 사는 느낌이었고,
오히려 저더러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쪽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안락해보였습니
다.
…(중략)…
즉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괴로움의 성질과 정도라는 것이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용적인 괴로움, 그저 밥만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괴로움. 그
러나 그 괴로움이야말로 제일 지독한 고통이며, 제가 지니고 있는 열 개의 재난 따위는 상대
173) 위선과 위악을 굳이 구분해야 한다면,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선악의 양극 중 어떤 방향으로 행
위의 양상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루소 자신의 논의를 통해 더 깊이
검토하려면, 자존감(amour de soi)과 자존심(amour-propre) 개념이 드러난 여덟 번째 산책의 다음
과 같은 구절에 대한 검토도 더 필요할 것이다. “내 영혼 위에 몸을 굽힌 채, 이기심을 내세우게 만
드는 외적인 관계를 끊고 비교와 편애를 포기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선하다는 것에 만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기심은 다시 자애심이 되어 자연의 질서 속으로 돌아왔으며, 나를 여론의 굴레에서 해방
시켜주었다.” 장자크 루소, 진인혜 옮김, 『고독한 산택자의 몽상, 말제르브에게 보내는 편지 외』, 책
세상, 2013, 122쪽, 230쪽 주석 39 참조. 역자는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인용을 전거로 각
각을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옮기고 있다. 역어 자체보다는 자기보존의 자연적 감정과 상대적인 비교의
사회적 감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74) 이 소설은 거의 자전적인 소설이라는 점에서 사실 작품 자체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작가론 및
일본 근대소설 고유의 고백적인 사소설 전통과 관련해서도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가로서의 정체성은 일본 전후 세대의 호응만으로 논하기 힘들 것인데, 그의 의식 세계
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되면 그의 기독교 성경에 대한 탐독, 관련 소설의 창작에 대한 검토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기독교 윤리의식과 연관 지어 흥미롭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과 같은 의식적인 서술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다.
“뭐야, 인간에 대한 불신(不信)을 말하고 있는 거야? 흥, 네가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됐는데? 하고 조
소할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불신이 반드시 곧장 종교의 길로 통하는 것
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조소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인간은, 여호와건 뭐건 생각조차
안 하고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인간실격, 26)
자신과 교류하던 호리키와의 대화에서도 선악, 죄와 신에 관련된 문제가 숙고된다. ““설마. ……죄
의 반의어는 선이지. 선량한 시민. 즉 나 같은 것이지.”/“농담은 그만 두자고. 그러나 선은 악의 반의
어지 죄의 반의어는 아니야.”/“악과 죄는 다른가?”/“다르다고 생각해. 선악의 개념은 인간이 만든 것
에 지나지 않아. 인간이 멋대로 만들어낸 도덕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한 거지.”“말이 많군. 그렇다면
역시 신이겠지. 신, 신. 뭐든지 신으로 해두면 틀림없어.””(인간 실격,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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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 될 만큼 처참한 아비지옥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치고는
자살도 하지 않고 미치지도 않고 정치를 논하며 절망도 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살기 위한
투쟁을 잘도 계속하고 있다. 괴롭지 않은 게 아닐까?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회의를 느낀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편
하겠지. 하긴 인간이란 전부 다 그런 거고 또 그러면 만점인 게 아닐까, 모르겠다……
…(중략)…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이란 것이 알 수가 없어졌고,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
가 엄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웃 사람하고 거의 대화를 못 나눕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
면 좋을지 몰랐던 것입니다.(인간실격, 16-17)
화자 ‘요조’는 특정한 나이를 적시하거나 구체적인 사건에서부터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품
고 있던 속내를 먼저 고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에 존재하는 대타자는 루소와 같
은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 자연적인 본성 같은 것들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

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의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다르다는 자
의식은 끝없는 불안을 야기하며, 다만 무난해 보이는 ‘익살’을 연기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제 본성은 장난꾸러기 같은 것하고는 도대체가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미 저는 하녀와 머슴한테서 서글픈 일을 배웠고 순결을 잃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가운데서도 가장 추악하고 천박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참았습니다. 그것으로 또 한 가지 인간의 특질을 알게 됐다
는 생각까지 들었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만일 제가 진실을 말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다면
당당하게 그들의 범죄를 아버지 어머니한테 일러바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아
버지 어머니조차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호소한다. 저는 그런 수단에
는 조금도 기대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호소해도, 어머니한테 호소해도, 순경한테
호소해도, 정부에 호소해도 결국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의 논리에 져버리는 게 고작 아닐
까.175)
틀림없이 편파적일 게 뻔해. 필경 인간에게 호소하는 것은 헛일이다. 나는 역시 아무것도 사
실대로 말하지 않고 참고, 그리고 익살꾼 노릇을 계속해 갈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되었습니
다.(인간실격, 25-26)
그러나 이러한 익살 연기는 중학교 동창이 다케이치와 한 여인과 동반 자살에 실패한 후 취
조하던 검사에 의해 정체가 노출되었다는 생각을 받게 되면서 “생애 연기 중 대실패의 기록”
(인간 실격, 73)으로 두 번째 수기에 기록된다. 이는 세 번째 수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화
자가 스스로의 인간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무명 만화가로 생활하면서 마약에
중독되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면서 결국 화자는 스스로의 인간다움에 대해 ‘실격’이라는 판
단을 내린다.
이젠 저는 죄인은커녕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175) 이러한 화자의 생각은 사람들의 행위 전반을 위선으로 읽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진다. “죄의 반의어
가 법이라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며 시치미를 떼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형사가 없는 곳에 죄가 꿈틀거린다지.”(인간실격,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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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순간도 미친 적은 없었습니다. 아아, 그렇지만 광인들은 대개 그렇게들 말한다고 합니다.
즉 이 병원에 들어온 자는 미친 자, 들어오지 않은 자는 정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중략)…
여기에 끌려와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가도 저는 여전히 광인, 아니
폐인이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혀 있겠죠.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인간 실격, 131)
이는 일종의 파국인데, 스스로 인간으로서 붙잡으려고 했던 내면적 조민, 죄의식조차 자신을
규정해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고민,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든
결국 화자는 광인, 정신 이상자, 폐인으로서 비인간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파국에 머
무르는 것은 오히려 ‘인간 실격’의 상황 때문이 아니다. 자신이 불신하고 조소했던 보통 사람
들이 표출하는 삶의 모습 자체가 ‘인간’임을 구성한다는 것을 직시했음에도, 사회적 시선에 따
라 자신을 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질적 인간다움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
다는 것. / 제가 지금까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의 세계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인간 실격, 134) 어쩌면 이
깨달음이 훨씬 더 유효할 것이다. 인간은 인간다움의 자리를 거쳐 가는 자리들을 그저 지나가
는 존재임을 통해 오히려 다른 가능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자이 오사무의 후예인 무라카 사야카는 후루쿠라 게이코의 입을 빌려 그 알
수 없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거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다. 3할은 이즈미씨, 3할은 스
가와라씨, 2할은 점장, 나머지는 반년 전에 그만 둔 사사키씨와 1년 전까지 알바 팀장이었던
오카자키 군처럼 과거의 다른 사람들한테서 흡수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말투에 관해서 말하자면, 가까운 사람들의 말투가 나에게 전염되어 지금은 이즈미씨와
스가와라 시의 말투를 섞은 것이 내 말투가 되어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중략)… 내 말투도 누군가에게 전
염되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전염하면서 인간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편의점 인간, 35-36)
앞서 고백이 지닌 주체에 대한 규범화(normalization)의 작용에 대해 논의했는데, 『인간 실
격』과 『편의점 인간』은 이러한 진정한 인간이라는 정상성(normality)의 문제를 규범화
(normalization)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셈이다.176) 우리가 어떤 사회적 기준이나 규정에 의거
176) 이러한 정상성의 문제는 푸코의 스승이기도 했던 캉길렘에 의해 Essai sur quelques problèmes
concernant le normal et le pathologique(1943)을 통해 먼저 의학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이후
에 Nouvelles réflexions concernant le normal et le pathologique(1966)이 덧붙여져 Le
normal et le pathologique라는 제목으로 함께 출간되면서 푸코가 서문을 쓰기도 했다. 이때의 정
상은 비정상(abnormal)과 단순히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성(normativité)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
다는 점에서 이상(anormal)을 나타낸다. 즉, 다른 것이지 잘못이 아니다. “소위 정상이란 사실은 규
범의 표현이다. 어떤 사실이 더 이상 규범을 참조할 필요가 없을 때 그 규범의 권위는 박탈된다. 그
자체로 정상적이거나 병리적인 사실은 없다. 이상이나 돌연변이는 그 자체로 병리적은 아니다. 이들
은 가능한 생명의 또 다른 규범을 표현한다.” 조르주 캉길렘, 여인석 옮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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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신의 인간다움을 설명하려 든다면 혹은 특정한 준거들만이 진정하게 옳은 것이라 판단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반적인 규정에서 벗어난 주체의 행동은 위선도 기만도 아닌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편의점 인간, 18)라는 질문의 대상이나 “기분 나빠. 너는 ……
인간이 아니야.”(편의점 인간, 190)라는 평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고정성의 존재
가 아니라 후루쿠라가 이야기하는 상호 전염의 병리학을 규범으로 가진 존재들이 아닐까? 여
전히 출구는 분명하지 않다. 후루쿠라는 “인간인 것 이상으로 편의점 점원”(편의점 인간, 188)
이자 “편의점 점원이라는 동물”(편의점 인간, 189-190)로서 자신을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다움’에 대한 저항이지만, 편의점과 동물이라는 두 축에 의존한다.
5. 위선과 기만을 탈출하는 진정성, 이상(李箱)의 어떤 포즈177)에 대한 고백
지금까지 주체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감추고 드러내는 고백의 유형을 다루었다. 그러나 위선
과 기만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연관성을 거론했을 뿐, 위선과 기만의 동기, 결과
와 평가를 위한 윤리적 기준을 분명하게 보이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상(李箱)의 단편 소설
「날개」를 여는 유명한 에피그램이 주는 시사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문학사적인
영향 관계나 직접적인 활동 시기를 고려하여 이상(李箱)의 작품들에 외재적 접근과 이해를 취
한다면, 이상(李箱)의 화자들 역시 사소설(私小說)적인 고백의 주체로 읽힐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다자이 오사무의 작가화자-주체에 가까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날
개」의 에피그램에 담긴 권고들이다. 이는 무라타 사야카가 전달해주는 현대의 주체들과 다른
지점에서 주체들의 진정성 드러내기와 감추기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굿바이. 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위트와 패러독스와…….
그대는 자신을 위조하는 것도 할 만한 일이오. 그대의 작품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기성품
에 의하여 차라리 경편(輕便)하고 고매(高禖)하리다.
19세기는 될 수 있거든 봉쇄하여 버리오. 도스토옙스키 정신이란 자칫하면 낭비인 것 같소.
위고를 불란서의 빵 한 조각이라고는 누가 그랬는지 지언(至言)인 듯싶소. 그러나 인생 혹은
그 모형에 있어서 디테일 때문에 속는다거나 해서야 되겠소? 화(禍)를 보지 마오. 부디 그대
께 고하는 것이니…….
(테이프가 끊어지면 피가 나오. 생채기도 머지않아 완치될 줄 믿소. 굿바이.)
감정은 어떤 포즈. (그 포즈의 소(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지나 모르겠소.) 그 포즈가 부동
자세에까지 고도화할 때 감정은 딱 공급을 정지합데다.
나는 내 비범한 발육을 회고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을 규정(規定)하였소.(「날개」, 84-85)
‘아이러니’, ‘위트’, ‘패러독스’는 모두 겉으로 보이는 상황 이상의 의미 맥락에서 드러나는
것』, 그린비, 2018, 167쪽.
177) 사실 「날개」의 에피그램과 ‘포즈’의 문제는 이미 많은 한국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사를 일일이
정리해 언급할 수 없을 만큼 풍부히 다루어졌다. 이들을 충분히 제시해주는 것이 분명한 도리이겠지
만, 문학 연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흐름 내에서 문학 연구와는 달리 주제화 하려
는 시도라는 점에서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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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다. 그리고 정규적인 규범에 그치지 않는 일상은 항상 정확한 고정값으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과소나 과잉에 의해 의미를 발생시킨다. ‘인간’이라는 기성품조차 그 본질의 불투명함
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의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니다. 그러므로 우리
는 어떤 ‘인간’이란 기성품의 형태를 한 존재들이고, 그에 속하지만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개
별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체가 되는 일은 새로운 것의 창조가 아닌 일종의 위조이지
만, 인간의 존재는 그 근원을 바꾸는 새로운 탄생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
다. 따라서 우리의 새로움은 기존의 것에 새로움을 더하는 위조이다. 같은 논리로 진정한 인
간으로서의 삶은 모형이기에 인간됨이라는 본질의 ‘디테일’에 기대는 것은 ‘인간 실격’의 실패
한 연기에 이를 뿐이다.
이 실패한 연기의 결과가 결국 위선과 기만으로 귀결된다. 드러낼 수 없는 진정성을 드러내
기 위한 고백과 행위는 결국 ‘진실 말하기’가 아닌 ‘진실처럼 보이게 하기’라는 연기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러한 연기를 취하기 이전에 특정한 주체로서의 반응, 자기 인식
에서 나오는 자기에 대한 (호오를 비롯한 여러) 감정을 지닌다. 따라서 연기 이전에 연기를 대
하는 ‘포즈’가 먼저 발생한다. 이러한 포즈가 부동자세로 고정될 때, 우리의 자기 관계는 반성
을 멈추어버리고 대타자들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 주체의 자기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자기 인식은 그것을 어떤 (대타자의) 시선에
결합시키고 분리시킬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는 이 과정에 동반되는 절차적 행위로
서의 고백을 위선과 기만이라는 복합적인 평판의 형성과 관련하여 다루었지만, 수많은 회고록
과 자서전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를 자기 과시의 시선에 결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우리는 더더욱 타인을 향한 성찰-고백이라는 특유한 절차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위선과 기만 역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포즈’의 한 극(極)으로서 존재한다. 서로
다른 타자들이 서로 다른 극에 따라 무수히 많은 관계를 맺어갈 뿐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사
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
지 않을까?”(날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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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과 기만 그리고 ‘고백’하는 주체들」에 대한 토론문
이지환(공군사관학교)
먼저, 논평에 앞서, 발표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위 발표문은 고백 행
위를 통해 고백의 화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여러 시대별 사례를 통해 밝
히고 있다. 발표문에 따르면, 고백이라는 행위는 가려지거나 감춰진 진정성을 드러내는 행위
라는 점에서 시대를 아우르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진정성의 표출 방식에 있어서 시대별로 또
는 주체별로 각각 차이를 지닌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신에 대한 의존이, 루소에게는 자신
의 양심이 자신의 진정성을 보장해주는 근거이자 기준이 된다. 반면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
격』의 화자인 요조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과 그로 인한 불안을 고백하는 반면, 무라카 사야
카의 『편의점 인간』의 주인공은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것이 타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고
백하는데, 이 두 고백은 정상성의 시선에서 자신을 대상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날개』의 에피그램을 인용하여, 새로운 고백 주체를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발표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짓는다: “결국 한 주체의
자기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자기 인식을 그것을 어떤 (대타자의)의 시선에 결합시키고 분리
시킬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여기서 ‘시선’은 발표문의 제목에서처럼, 한 주체가 맺
는 서로 다른 주체들, 사회적 기준, 구조들과의 관계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
서 발표문의 전체 작업에서 주목하는 것은 각각의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 양상일
것이다.
필자가 볼 때, 위 발표문은 구조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의 첫 부분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루소를 다루는 절로, 진정성의 판별 기준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아우구스
티누스의 경우에는, 중세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하게, 진정성의 기준과 근거는 자기 자신의 밖
에 존재하는 신의 진리다. 반면, 루소의 경우에는, 무신론에 부합하게, 하지만 ‘세간의 평판’이
라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내부의 양심으로 돌아온다. 이 둘은 진정성의 기준이 나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에 있어서는 차이가 지니지만, 둘 모두 진정성이 보장 받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한편 구조의 두 번째 부분은 규범화의 문제를 다룬다. 『인간실격』의 화자는 소위 정상적인
인간성에 자신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지만, 결국 그 인간성을 뛰어넘지 못하
고 스스로를 ‘인간실격’으로 규정한다. 반면 『편의점 인간』의 화자는 인간성 또는 정상성이 구
성된 것임을 간파하지만, 또 다른 기준(편의점/동물)이라는 다른 두 축에 의존한다. 마지막으
로 『날개』의 화자는 기성품과 위조로서 인간성을 비판하지만, 여전히 연기를 택한다. 여기의
모든 화자들은 진정성의 기준과의 불일치 또는 정상성의 기준의 폭력성과 대립하고 있다. (그
것이 강한 대립이든, 약한 대립이든 말이다)
정리하면, 이 발표문은 힌편으로는 진정성의 판별 문제를,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성의 규범화
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자가 드는 몇몇 의문들을 제시하겠다.
1. 필자가 볼 때, 고백 개념이 꼭 기만과 위선 개념의 짝 개념이 되는지 분명치 않다. 고백
은 자신의 내밀한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누군가가 자신의 내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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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듣는 청자는 진위 여부를 의심해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고
백이 항상 위선과 기만 개념과 함께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백은 위선과 기만과
는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표자는 ‘가리기 내지는 감추기
에 대한 반자굥으로 드러내기의 방식을 취한다’고 주장한다. 위선-기만과 고백의 관계에 대해
서 좀 더 구체화된 의견을 듣고 싶다.
2. 진정성 개념과 관련한 문제이다. 필자에게 진정성은 소위 ‘내적 감각(또는 앎)’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따라서 진정성 개념에 있어서도 내적 감각의 증명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진정성 또는 내적 감각은 자기 자신에게는 자명한 것이지만, 그 자체
로 그것은 내밀한 것으로서 외부에서는 접근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이를 받아들
이면, 극단적 회의론자는 진정성에 대한 논의 자체의 무의미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규범의 문제를 다루는 글의 후반부에서 어쩌면 이는 전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 논의를 좀 더 넓은 맥락으로 옮기어,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고백을 살펴보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 또는 진리는 미리 상정될 수
없다. 즉, 원본 또는 시원은 없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진정성 개념은 완전히 새로 이해되어
야 할 것이며, 따라서 고백의 행위, 또는 위선과 기만 개념도 완전히 새로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그 자체로 독립적인 사실, 진실, 도덕, 윤리의 전제 없이 논의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극단적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볼 경우, 원본 또는 시원이 없다는 주장을 일단 받아
들이게 되면, 진정성에 대한 상대주의 또는 회의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진정성의 판별기준
으로서 (예컨대 신과 같은) 외적 기준 또는 (자기 양심과 같은) 내적 기준이 부재한다면, 진정
성의 존립 자체가 위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화자가 논의의 시작에서 이야기한 위선과
기만의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좀 더 달리 말하면, 권위 있는 사실의 부재에
서, 우리는 어떻게 위선과 기만을 이야기할 것인가?)
발표자도 이런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데, 발표자는 이런 상황을 사례들을 보여줌으로
써 단순히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만 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자신만의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발표자는 이상의 『날개』 115페이지에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며 세상을 걸아 가면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
다. 필자가 받은 발표문에서는 여기서 글이 끝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발표자의 잠정적 결
론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오해일 수 있다. 하지만 결론이 아니더라도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인용구는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결론으로, 체
념적 정서가 가득하다. 물론 완전한 진실의 선언, 또는 오해에 대한 완전한 해명은 불가능한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어눌하게라도’ 사실은 지키고 오해는 바로잡으려는 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3. 고백의 기제가 어떻게 규범화 장치로서 작동하는지는에 관한 설명이 필자에게는 분명치
않다. 푸코에 대한 인용이 아마 그 핵심논변으로 제시되고 있는 듯 하다. ‘죄의 정확한 명세서
를 작성하는 일보단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을 증언하는 일’, ‘진실 말하기보다 진실처럼
보이게 하기’ 등이 과연 논거로서 제시된 것인가? 결국 고백하는 주체는 담론의 영역에 들어
간 뒤에야 발화할 수 있기에, 이미 규범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실격』
이나 『편의점 인간』에서 말하는 정상성의 관점에서 자기자신을 인식하기에 그런 것인가? 그리
고, 아우구스티누스나 루소의 고백에서의 규범화의 작동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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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정의를 위한 한국 개신교-가톨릭의 연대: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1976~1989)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아(인천대)
서론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이하 사선)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 시기인 1976년부터
1989년까지,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에도 헌신한 단체이다. 당시 군사 정권의 강력한 통제 하에 급진적
인 사회 운동의 토양이 완전 메말라버린 상황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그리
스도교 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민중 생존권 운동에 투신하는 전업 활동가들을 훈련하는 장(場)
인 동시에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 운동을 견인하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선의 활동가
들은 사회 운동이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선교적 활동이라고 인식하였고, 사회적 정
의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교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신학적 차이를 뛰어넘어 연대하는 모
범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공동의 경험을 통해 공감대 및 유대를 강화하고 동질성을 강화하고
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정의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국의 개신교와 가톨릭이 협
력한 모습을 사선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 말 한국 산업 선교 운동의 시작을 계기로 하여 개신교와 가톨릭 단체들이 연합
모임을 갖다가 1970년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에 큰 자극을 받아 1971년 한국산업문제협의회를
설립하였다. 이후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개신교와 가톨릭 사회 운동가들이 1971
년 9월 한국크리스챤사회행동협의체(이하 행동)를 결성하였는데, 이 후신이 바로 사선이다. 행
동은 해방 이후 한국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사회 정의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는 개신교-가톨릭
단체들의 최초 연합체였다. 행동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문제에 대해 개신교와 가톨릭이 연
합해서 공동으로 행동하며, 그리스도교 활동가들을 전문적으로 훈련하기 위해 결성되었다.178)
이 조직은 기존의 자선적 선교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힘 없고 가난한 민중들의 문제를 사회
적, 정치적 입장에서 파악”해야 하고 “이들의 구원을 위한 선교 활동은 압제와 경제적 착취에
서의 해방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179) 이후 1973년 에큐메니칼현대선교협의체로 이름을 바
꿨다가 1975년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체가 되었다가 1976년 사선으로 재결성되었다. 짧은 시
간 동안 단체 이름은 여러 번 변경되었으나, 단체의 영문명은 Korea Christian Action
Organization(KCAO)으로 계속 동일했으며 소속된 활동가들도 거의 같게 유지되었다. 사선에
서 출간한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15년의 활동과 약사』라는 자료집도 1971년 한국크리스챤
사회행동협의체의 역사부터 사선의 역사로 포함시키고 있다. 1971년 시작된 정의를 위한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의 연대는 1976년 사선의 결성으로 공고해졌고 이로 인해 활발한 사회 운동
도 벌여낼 수 있었다.
2장에서는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신교와 가톨
릭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많은 지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이것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서로 경쟁
하였다. 1970, 80년대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 사
178)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개편에 관한 건」 (1976. 1. 18.), 1. https://ar
chives.kdemo.or.kr/isad/view/00445331 (2019. 8. 30. 접속)
179)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15년의 활동과 약사』 (서울: 한국교회사회선교
협의회, 198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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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개신교와 가톨릭교회의
구체적인 연대 활동, 즉 사선의 활동을 살펴고자 한다. 그들이 함께 일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장에서는 사선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들을 살펴본다. 사선의
활동가들은 민주화와 민중 생존권이라는 대의를 위해 헌신하였지만,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 내
부로부터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판 때문에 사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큰 결
심과 의지를 필요로 했다.
2.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의 역사적 관계
19세기 말 가톨릭 선교사들이 이미 조선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때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
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개신교와 가톨릭은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선교사들은 조선에서의 지위를 두고 서로 경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톨릭 선교사들은 개
신교 선교사들를 “경쟁하기 좋아하는 적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전도하기보다는 가톨릭
신도들을 개종시키는 데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라고 묘사하였다. 또한 개신교를 “협박하고 허
풍스럽고”, “미신”적이며, “이단”이라고 비판하였다.180)
이에 대응하여, 개신교 선교사들은 가톨릭 선교사들이 “성상”을 강조하는 반면 “성서는 경
시”하고, “진실과 유사한 거짓말로 조선 사람들을 현혹”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였
다. 조선의 개신교인들 일부는 가톨릭을 ‘로마주의’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로마주의의 대표
적인 산물인 교황 제도가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초대 교회의 전통을 거스르는 것
이라고 보았다. 또한, 개신교인들은 가톨릭이 오직 의례에만 집중하는 ‘의례주의’라고 비난하
였다. 그들은 특히 교회 건물을 성소로 보고 예수상을 성스러운 것으로 숭배하며 마리아 상을
만들어 성인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조롱하였다.181)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한국 가톨릭이 ‘천주교’로 불렸을 때 개신교는 ‘야소교’라는 명칭
을 선택함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신명(神名)에 대해서도 가톨릭교회는 중국
가톨릭 교회의 선택을 받아들여 ‘천주’라는 명칭을 사용한 반면 개신교회는 1881년 스코틀랜
드 연합장로회의 선교사인 존 로스(John Ross)가 발표한 『예수셩교문답』의 번역을 따라 ‘하느
님’이라는 명칭을 채택하였다.182) 두 종교의 관계가 너무 갈등적이어서 개신교인과 가톨릭 신
도 간의 결혼도 금지되었다. 한국에서 초기 개신교와 가톨릭은 서로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
고 갈등과 분란을 야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있었던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공의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간 대화와 세계교회주의 운동(ecumenical
movement)이었기 때문이다. 양자는 서로 간의 대화에 참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교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지속되었다.
3. 사선의 목표와 활동
1970, 80년대 사선을 통해 한국의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사회적 정의를 위해 협력하게
된 배경은 국제적인 상황과 국내의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제2바티칸 공의회
가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 이후로, 한국 가톨릭교회들은 세계교회주의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공동 집회와 기도회를 개최하고 공동의 사회 운동을 시작
180) 이진구, 『한국 개신교의 타자인식』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8), 43-44.
181) 이진구, 『한국 개신교』, 62-69.
182) 이진구, 『한국 개신교』, 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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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분리된 형제’인 개신교인들과의 대화를 열어가고자 하였다. 1964년 11월, 개신교회
도 아카데미 하우스의 준공식에서 “개신교와 타종교들 간의 대화”를 주제로 한 회의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을 초대하였다.183) 1968년 1월, 한국의 개신교와 가톨릭은 에큐메니즘 주간에
최초의 공동 기도회를 개최하였다.184)
뒤이어 기도회뿐만 아니라 저작 활동을 통해서도 공동 활동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
출판된 가장 대표적인 저작물은 공동번역 성서였다. 1966년 개신교의 세계성서공회와 로마교
황청은 성서를 공동번역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가톨릭 교회와 세계교회주의
운동에 적극적인 일부 개신교 교단들은 1968년 ‘성서공동번역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신약성서
는 1971년 부활절에, 구약성서는 1977년 부활절에 각각 출판되었다.185) 이 공동번역 성서는
사선의 예배에 사용되었다.
두 종교는 또한 박정희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연합하였다. 당시 종교 운동은 일반 사
회 운동에 비해 독재 정권으로부터의 간섭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186) 이런 국내 상황에서
일부 개신교 신도들과 가톨릭 신도들은 민주화 운동과 민중 생존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였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에서 개신교와 가톨릭 인구는 크지 않았다.187) 적은 개신교와
가톨릭 인구 중에서도 소수가 독재에 반대하는 사선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민주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사선의 목표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세움
으로써 하느님의 선교를 완성하는 것이었다.188)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선은 1970년
대 중반까지 개신교 및 가톨릭 사회 선교 단체들을 함께 모이게 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후
1970년대 말, 사선은 민주화 운동과 민중 생존권 운동을 이끄는 세력이 되었다. 사선이 부각
된 계기는 1979년 소위 ‘YH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었다. 가발 공장인 YH의 폐쇄에 반대하
여 연좌 농성을 하던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건물
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었다. 사선은 그들의 투쟁을 지원하였고 당시 사선의 총무였던
서경석 목사가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구속되었다.189) 이 사건 이후로 사선은 민주화 운동과
민중 생존권 운동을 직접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는 데 집중하였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군사 정권이 모든 집회를 금지한 상황에서 오직 종교
적 집회만이 허용되었고, 이에 사선의 여름 수련회나 총회는 한국 사회 운동가들의 회합 장소
가 되었다. 산업 선교, 도시빈민 선교, 학생 운동, 농민 운동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 운동 단
체 대표들은 정부의 감시를 피해 사선에서 학습하고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공동의 투쟁 전술을
논의하였다.190)
183) 아카데미 하우스는 이후 사선의 회원 단체가 되는 크리스챤아카데미의 본부이다.
184) 최석우,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의 대화」, 『신학사상』 39 (1982), 733-34.
185) 최석우, 「한국 천주교」, 735-36; 신광철,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 그 만남과 공존 그리고 미래」,
『기독교사상』 2014/10 (2014), 27.
186) 조광, 『한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10), 344.
187) 1971년 개신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9.8퍼센트였고, 가톨릭 인구는 2.4퍼센트였다. 1977년 가톨릭
인구는 3.0퍼센트, 개신교 인구는 13.7퍼센트였다.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서울: 한국
종교사회연구소 부설 고려한림원, 1993), 174, 188. 1985년 개신교 인구는 13.7퍼센트였고, 가톨릭
인구는 4.6퍼센트였다. 통계청, 〈시도/연령/성별 종교인구〉, 《1985년 인구총조사》. http://kosis.kr/
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SelectStatsBoxDiv (2019. 9. 7. 접속)
188)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안내책자」 (미상). https://archives.kdemo.or.
kr/isad/view/00102876 (2019. 8. 30. 접속)
189) 김경남, 『당신들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보은기』 (서울: 동연, 2015),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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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의 활동은 산업 선교 및 도시빈민 선교의 전문 활동가를 길러내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
램 운영, 노동자 및 농민의 환경과 인권 향상을 위한 사회적 활동,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를
통한 도시빈민 조직 활동, 한국 최초의 환경 운동 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통한 산업 단
지 주변의 환경과 오염 문제 해결 활동,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구속된 사람들을 위한 구명 활
동 등으로 구성되었다.191) 특히 사선은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운동, 농민 운동, 도
시빈민 운동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민주 노조 운동은 개신교 산업 선교 운동과 가톨릭
노동자 운동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았고, 사선의 농촌 운동 활동가들은 전국농민회를 결성하
였다.192) 사선의 회원 단체였던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와 천주교도시빈민선교회는 1987년
7월 서울시철거민협의회의 결성에 기여하였다. 1970, 80년대 한국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형성과 발전에 사선이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사선은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의 협력을 강화
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193)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 활동가들은 서로 간의 신학적 차이를
제거하거나 억지로 화해시키려고 하는 대신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의 활동을 위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 운동을 전개하
였다.
먼저, 개신교와 가톨릭은 한국 그리스도교가 직면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공동으로 그것을 해
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설교나 선교 활동과 같은 교회 활동, 토착화 신
학이나 민중 신학 등을 포괄하는 신학적 문제, 그리고 선교 방법론 등에 대한 공동의 연구를
진행하였다.194)
그들은 또한 신명(神名)에 대해 동의함으로써 갈등을 피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
에서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는 다른 신명을 사용하였다. 초기 가톨릭교회는 ‘천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개신교회는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과거 평안도와 황해도 이북
을 포함하는 서북 지역의 사람들은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발음하였는데, 많은 한국의 개신
교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방언의 발음을 수용하였다.195) 1968년 공동번역 성서의 출판에 참
여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성서학자들은 오랜 논의 끝에 신을 ‘하느님’으로 통칭하기로 동의하
였다. 1960년대부터 신을 ‘천주’로 명명했던 가톨릭교회는 세계교회일치 운동의 차원에서 ‘하
느님’이라는 신명을 수용하였고, 개신교회는 한국 어문학의 규정에 따라 신을 ‘하느님’으로 부
르는 것이 옳다고 신도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주류 개신교회들은 공동번역 성서의 사용을
거부하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신명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 가톨릭
교회가 ‘하느님’을 사용하고 개신교회가 ‘하나님’을 사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완결되었다.196)
그러나 사선에서는 ‘하나님’과 ‘하느님’이 모두 사용되었다. 가톨릭이 주도하는 미사나 가톨릭
190) 김경남, 『당신들이 계셔서』, 210-11.
191)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안내책자」; 김경남, 『당신들이 계셔서』,
209-10.
192) 강인철, 『종교권력과 한국 천주교회』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8), 293; 조광, 『한국 근현대』,
341-44.
193)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15년의 활동』, 53.
194)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사업방향」 (미상), 3. https://archives.kdemo.
or.kr/isad/view/00443024 (2019. 8. 30. 접속)
195)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5), 29-31.
196) 신한열, 〈하느님 혹은 하나님〉,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3. 11. 26. http://www.catholicnews.
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8 (2019. 9. 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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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출간한 자료들에서는 신을 ‘하느님’으로 불렀고, 개신교의 예배나 자료들에서는 ‘하
나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공동 예배나 미사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점들이 그대로 공존하거나 조화를
이루고 유사성은 강조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공동 예배에서 공동번역 성서가 사용되었고
개신교 및 가톨릭 찬송가가 민중가요와 함께 불렸다. 예를 들어, 1893년 사선 정기총회의 개
회 예배에서 가톨릭 성가 127장 “복자성가”와 개신교 찬송가 212장 “교회의 노래”가 민중가
요 “농민가” 및 “우리는 승리하리라”와 함께 불렸다.197) 성만찬 혹은 성체성사는 중요한 이슈
였는데, 가톨릭의 성체성사는 가톨릭 신도들에게만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개신교의 성만찬
은 비신도들에게도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선의 공동 예배는 성만찬 혹은 성체성사를 제
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사선의 활동가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사회 정의에 대한 헌신, 그리스도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운동의 정당성, 한국 교회의 내적 개혁의 필요성 등의 공통 가치를 강조
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사선의 개신교인들과 가톨릭 신도들은 신학적 차이
를 초월하여 사회 활동을 위해 협력하였다. 그들은 사회 정의를 위한 열망으로 하나가 되어
공통의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었다.
4. 사선에 대한 비판
한국의 주류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들은 사선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경우가 많았다.
1970년대와 80년대,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은 가톨릭의 사회 운동을 약화시키려 하였고, 정부
와의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198) 1978년 주교회의는 많은 가톨릭 사회 운동 조직
들을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1987년 3월 주교회의는 사선의 가톨릭 활동가들이 스스로
를 ‘가톨릭 신도’로 규정하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의 가톨릭교회는
가톨릭 사회 운동이 종교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측면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둠으로써 일반 사회
운동이 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또한 주교회의는 신도들의 사도적 조직은 오직 가톨릭 신도들
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도가 아닌 사람들과의 연합 및 협력을 비판하였다.199)
한국 개신교회들도 사선의 활동을 비판하였다. 한국 개신교 공동체는 공개적으로 사선의 개
신교 활동가들을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하였다. 홍지영이 1977년과 1978년에 각각 출판한
『산업선교는 무엇을 노리나』와 『이것이 “산업 선교”다』에서는 한국의 개신교 사회 운동이 비
복음적이고 순수하지 않은 운동일 뿐만 아니라 세계 공산주의가 종교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확
장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하였고, 무신론인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반(反)그리스도교 운동이라
고 지적하였다.200)
에큐메니즘에 대한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의 부정적인 태도는 1970년대와 80년대 분명하였
다. 그들은 특히 공동번역 성서에 비판적이었다. 공동번역 성서가 출판되자마자 일부 보수적
인 개신교 신도들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교리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동번역 성서를 받

197)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83년도 정기총회 일정 안내문」 (1983), 1-2. ht
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885606 (2019. 8. 30. 접속)
198) 강인철, 『종교권력』, 350-52.
199) 강인철, 『종교권력』, 327-34; 오경환, 「국가와 한국천주교회」,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5/2
(2015), 115.
200) 홍지영, 『산업선교는 무엇을 노리나』 (서울: 금란출판사, 1977); 『이것이 “산업선교”다』 (서울: 기독
교사조사, 197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
회 창립30주년기념』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5),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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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가톨릭교회 내부에서도 공동번역 성서에 사용된 ‘외경’이라는
용어가 ‘제2성서’라는 용어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외경이라는 표현은 신
학적 오류를 나타낸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201)
1970년대와 80년대 사선이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었을 때, 개신교와 가톨릭 신도들은
서로에 대해 부정적이고 무관심한 경향을 보였다. 1982년에 실시된 ‘한국교회 성장과 신앙양
태에 관한 조사 연구’는 개신교와 타종교 간의 상대적 친밀도에 대한 조사였는데, 이 조사에
서 33.8퍼센트의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에 친밀감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 45.5퍼센트는 가톨릭
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개신교와 가톨릭 신도들 사이에 갈등이 존
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85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위원회 사회조사 보고서’
에서는 가톨릭 신도들의 34.5퍼센트가 불교와 친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반면 14퍼센트만
이 개신교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1988년 ‘가톨릭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톨릭 신도들의 36.6퍼센트가 불교의 교리와 사상에 호의적이
고 28.5퍼센트가 그것에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 반면, 19.6퍼센트의 가톨릭 신도들만이 개신교
에 호의적이고 43.8퍼센트가 그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202) 이러한 조사들은 한국
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개신교인들과 가톨릭 신도들이 서로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사선의 활동
가들이 종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협력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의지와 결단
력, 신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한국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은 오늘날까지 긴장과 갈등의 역사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1970년
대 종교간 협력을 강조한 제2바티칸 공의회를 시작으로 한 가톨릭교회의 운동으로부터 협력의
기초가 세워졌다. 일반 사회 운동에 비해 종교 운동이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간
섭을 덜 받은 한국의 상황도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가 연대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들은
연대 활동을 통해 비종교적 운동이 탄압받던 시기에 민주화 운동과 민중 생존권 운동을 이끌
수 있었다. 사선의 활동은 1980년대 말 일반 노동 운동, 농민 운동, 도시빈민 운동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의 오랜 갈등과 반목에도 불구하고 사선의 활동가들은 사회 정의라는
대의를 위해 협력하였다. 두 종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종교의 활동가들은 신학적
차이에 집중하는 대신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들은 신학적 차이를 인정하였지만 그것
에 집중하기보다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많은 개신교인들과 가톨릭 신도들이 서로를 향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사선 활동을
통한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의 연대는 매우 예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에
도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의 연합 활동은 과거만큼 활발하거나 두드러지지 않는다. 바로 이러
한 이유로 사선의 활동을 기억하고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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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정의를 위한 한국 개신교-가톨릭의 연대」에 대한 토론문

최연정(서울대)

1. 사선 발족 당시 국내외 에큐메니칼 운동
발표자는 1970-80년대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 연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 맥락에서 사선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양자 간 갈등의 역사를 먼저 논의하고자 했다. 선교 초기부터 있었던
개신교와 가톨릭의 갈등 상황을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선의 목표와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에큐메니칼 운동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제2바
티칸 공의회 이전 에큐메니즘과 WCC를 둘러싼 개신교 내 갈등(한국의 경우 예장 분열), 제2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일치교령』(1964)에 대한 가톨릭 내 반발 등을 함께 서술한다면, 한국 에
큐메니즘 진영의 규모와 성격, 사선의 결성 동기와 활동, 특히 4장 ‘사선에 대한 비판’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 사선의 해산과 이후
사선의 해산 과정에 배경에 대해 발표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 사선의 해
산과 함께 개신교 단체들만으로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이 결성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연대
활동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 짐작해 본다. 제2차바티칸 공의회 이후
사회 참여 영역에서 평신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평신도
사회 운동에 대한 주교회의와 교구의 통제가 두드러졌다. 발표문에서도 언급한 1987년 3월
주교회의는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한국가톨릭농민회의 활동정지를 명령한 바 있고,
창립 이래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정의평화위원회도 성직자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개편
했다. 가톨릭 내 이러한 흐름과 사선(으로 대표되는 연대 활동)의 연관, 사선 회원 단체와 활
동가들의 이후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3. 에큐메니칼 운동의 연속성
발표자는 글의 말미에서 오늘날 개신교와 가톨릭의 연합 활동이 과거만큼 활발하거나 두드
러지지 않는다고 평하고 있다. 사회 운동 영역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에큐메니
칼 운동의 연속성 면에서는 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에는 사선과 같은
연대체는 없었지만, 개신교와 가톨릭의 공동기도회와 성탄음악회는 현재까지 빠짐없이 열려왔
다. 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9개 회원 교단과 가톨릭은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전신 한국그리스도인일치운동, 2002)를 구성하여 연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이 사선
과 다른 점은 일치포럼, 일치아카데미,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등 교육과 문화를 주 활동 영
역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신앙과직제는 일례지만, 현재 연대 활동과의 비교를 통해 민주화 운
동 시기 사선 활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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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기만의 종교경험과 구원
김진숙(서울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실존적 결단은 그 어떤 의지보다도 숭고하다. 그러나 진실한 종
교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쉽지 않다. 종교의 진리로 이르는 길은 수많은 기만의 길을 맞닥뜨리
면서 회귀하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
인들이 자기기만의 길로 뚜벅뚜벅 전진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막상 기만의 길로 접어
들고 나서는 진리의 길로 회귀하는 일은 보다 쉽지 않다. 자기기만이 주는 환상의 아늑함에
도취되면 기만 밖은 위험하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기만의 가상을 꿰뚫어보
고 실존의 피폐함과 수수께끼를 경험해야만 실존적 결단이 구원의 결실로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진정한 자기와 거짓된 자기를 구별하는 것이 그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일 것이다. 그리하여
가상의 자기에 사로잡혀서 기만당하지 않고, 진정한 자기로 현재를 살아가면 비록 진실에 상
처를 입을지라도 자기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대승불교 전통의 무아사상 (아상은 자기가 아니다)과 라캉의 자아중심의
초기 주체성 이론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거짓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불교에서
아상이 없는 상태를 보살이 된 상태, 공(空)을 체험한 상태라고 일컫는다. 이것이 거짓 자기가
사라진 진정한 자기를 경험한 종교적 상태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초기 라캉의 주체성 이론
에서 자아는 주체가 아니다. 거짓된 주체인데, 이는 주체를 기만하는 만들어진 구성물이며, 라
캉은 진정한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거짓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첫 관문임을 주
장한다.
2. 아상(我相)과 무아(無我)
『금강경(金剛經, 金剛般若波羅蜜經)』은 대승불교의 핵심 개념인 “무아(無我)” 즉, “제법무아
(諸法無我)”의 본래적 의미를 규명한 근본 경전이다. 금강경은 여러 부분에서 보살이라면 마땅
히 갖추어야 하는 무아의 상태를 방해하는 아상을 버리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임을 주장하고
있다. 아상을 비롯한 다른 상들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견지한다.
아래의 제삼 대승정종분(第三 大乘正宗分)은 대승불교의 보살의 자격으로서 반드시 네 가지
상(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사라진 상태에 관해서 말한다.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203)
상(相)이란, 마음에서 일어나서 모양을 지어낸 이미지와 관념을 말한다. 주로 언어적 관념으
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상이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종종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상
203) 第三 大乘正宗分
佛告, 須菩提「諸菩薩摩訶薩, 應如是降伏其心。所有, 一切衆生之類, 若卵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非無想,

我皆令入無餘涅槃而滅度之。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得滅度者。何以故, 須菩提, 若菩薩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即非菩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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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이미지이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현상을 규정짓는 실
체는 결코 아니다. 위의 인용문이 의미하는 바는, 보살에게는 반드시 아(我)라고 하는 본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아(我)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니라
는 의미이다. 즉 보살임을 결정짓는 것은 무아를 체험하고 무아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네 가지의 상 (아상atman—자아에 대한 개념—나와 너를 구분;
대한 개념—인간과 비인간을 구별;

인상pudgala—영혼에

중생상sattva—존재에 대한 개념—생명과 무생명을 구별;

수자상jiva—생명에 대한 개념 –존재와 비존재를 구별) 이 존재한다. 이것들은 실체가 아닌 것
을 실체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의식이 만든 구성물들이다. 보살이라면(보살이 되려면) 실
상을 파악하고 본질을 이해하는 눈을 가리는 상들이 반드시 없어진 상태여야 한다.
무릇 상이 있는 바는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여래를 보는 것과 같다.204)
모든 상은 나의 의식에 재현된 상일 뿐, 의식 외부에 실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즉 허망한
것이라는 것도 큰 깨달음이다. 내 의식에 맺힌 상에 상응하는 외부의 사물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존재할 수도 있다. 의식의 상만 단독으로 존재할 수도, 상과 사물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설사, 외부에 객관적으로 사물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사물에 해당하는 상이 나의 의
식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나의 의식의 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변형된다. 상은 허망하
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자체를 반영하는 순수한 상이 생겼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외부
사물에 대한 반영일 뿐이다. 그러나 순수한 상에 파생해서 생산된 상들이 보살행을 행하는 데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최초에 만들어졌던 상조차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던 허망한 것임을 본다
면 보살행에 있어서 중요한 깨달음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상이 없으며 또한 법
이 아니라는 상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약 이 모든 중생이 마음에 상을 취하면 곧 나,
사람, 중생, 수자에 집착할 것이고, 만약 법인 상을 취하여도 곧 나, 사람, 중생, 수자에 집착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약 법이 아니란 상을 취하여도 곧 나, 사람,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취하지 말고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205)

204) 第五 如理實見分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身相見如來不?」「不也，世尊。 不可以身相得見如來。何以故,
如來所說身相,即非身相。」佛告須菩提,「凡所有相，皆是虛妄。若見諸相非相，則見如來」
205) 第六 正信希有分
須菩提白佛言。「世尊, 頗有衆生, 得聞如是言說章句, 生實信不?」 佛告須菩提。「莫作是說。
如來滅後, 後五百歲, 有持戒修福者, 於此章句, 能生信心, 以此爲實。當知。是人,
不於一佛二佛三四五佛而種善根, 已於無量千萬佛所種諸善根, 聞是章句, 乃至一念生淨信者。
須菩提, 如來悉知悉見, 是諸衆生得如是無量福德。 何以故, 是諸衆生無復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無法相, 亦無非法相。何以故, 是諸衆生若心取相, 則爲著我, 人, 衆生, 壽者。若取法相,
即著我, 人, 衆生, 壽者。 何以故, 若取非法相, 即著我, 人, 衆生, 壽者。 是故不應取法,
不應取非法。 以是義故, 如來常說, 『汝等比丘，知我說法，如筏喩者』法尚應捨，何況非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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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의 상을 취하지 말라는 가르침(법)을 듣고 배웠다 할지라도, 이렇게 학습한 법을 다
시 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법이 법의 상으로 존재한다면, 이것은 법이 아니라 상이므로
사물의 본성과 우주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또 다른 방해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실상을 파
악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이론을 만드는 과정조차도 보살의 삶은 아닐 것이
다. 이론을 만든다 하더라도 개별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다. 보살은 법상을 만들지도
않고, 법을 듣고는 이것을 파기한다. 즉 보살은 법 자체에 의존하거나 법에 지나치게 의식하
지 않고 그저 존재하면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뿐이다.
상은 우리 의식 속에 형성된 이미지, 관념, 개념들을 지칭한다. 사실, 상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는 인도뿐만 아니라, 서양 근대 철학자들(특히 경험론자들)의 인식론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주제이다. 고대 철학에서부터 외부 실재의 사물 혹은 대상과(실재계) 그것과 감각
적으로 접촉한 후에 인간 두뇌의 의식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나 관념의 (상상계)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첨예한 철학적 논변들이 있어 왔다. 이미지나 관념이 나의 의식에서 발견되어 확실
하다고 하여도, 외부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말이다.
3. 아상(我相)과 자아(自我) : 라캉의 주체론적 해석
나는 금강경에 등장하는 아상(我相, ātma-saṃjñā, 자기의식, 자-타를 구분하는 관념)을 라
캉의 주체론에서 상상계에 위치하는 자아(ego)와 같은 위상이자 의미로 보려고 한다. 인상, 중
생상, 수자상, 법상의 경우에는, 아상과 범주는 다르지만, 역시 자기의식을 기반으로 생기는
분별심이므로, 자아와 자의식이 이차적으로 만들어내는 내용물이다. 라캉은 불교가 주체의 종
교이고 정신분석은 자아-이상과 동일화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라고 하였다 (Moncayo 2012,
xvii). 여러 가지 면에서, 라캉의 주체에 대한 관점은 불교의 주체론과 잘 부합한다. 라캉은 기
본적으로 자아 심리학을 비판하면서 자아와 주체를 구분해 왔기 때문이다. 라캉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체는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상적 자아의 동일
화와 재현을 파괴하는 것을 요구한다 (Moncayo 2012, xvii). 이런 점에서 상의 파괴라는 금
강경의 목적과 라캉의 주체화 목표는 일치한다.
(1) 자아는 타자
라캉의 정신분석 과제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자아의 소외를 극복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자
아가 진정한 주체는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 즉 오히려 ‘자아는 타자’라는 점을 아는 것 말
이다. 진정한 주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라캉은 상상계의 자아와 상징계의 주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종교로서의 불교는 실천과 경험을 통해서 무아의 경지에 이
르는 것을 최종의 목표로 삼지만, 일단 라캉의 주체론에서는 상상계의 자아와 상징계의 주체
가 동일한 실체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즉 의식의 자아와 무의식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의식의 자아는 주체가 아님 (내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
다.
주체와 자아는 확연히 다르다. 라캉의 견지에서도 불교에서도 말이다. 불교에서는 주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아상이 없는 상태의 나, 무아의 경지에 이른 나, 그리하여 연기법의 흐름을
타고 있는 나가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캉에게 있어서 “자아는 일련의 외적 이미지들
과의 소외적 동일시 alienating identification에 의해 주체 안에 기인된 심적 심급이다”
(Chiesa [2007]2012, 40). 자아는 주체의 의식에 발생한 이미지들과 동일시한 결과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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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생성물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삼인칭의 대상일지언정 일인칭의 주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의 아상 역시 나인 줄 아는 이미지, 생성된 이미지인데, 나라고 동일화하여 착각
을 일으키는 심리 생성물이다. 그리하여 나라고 착각한 것과 내가 아니라고 착각한 것 사이의
분별을 일으킨다. “거울단계는 주체와 타자 사이에 어떤 구조적인 심적 변증법을 확립하는데,
이는 주체의 수많은 연대기적인 연속적 상상적 동일시들 전체를 위한 모델로서 이바지한다.
자아는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그것들의 총합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주체의 심적 삶에서 상
이한 결정적 계기들에 상응하는 새로운 상상적 동일시의 지속적인 습득을 통해 거울단계 경험
은 다른 인간 존재들과의 확립된 상상적 관계로 인해, 우리의 실존 내내 무한적 반복된다”
(Chiesa [2007]2012, 41). 흔히 라캉의 거울 단계는 생후 6개월부터 18개월 사이의 유아가
파편화된 자기 신체 이미지를 넘어서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통해서 본 이미지를 지칭하
여 자기라고 이해하는 단계이다. 거울 속에 비치는 상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가 자기라고
이해하는 경험 말이다. 거울이 없다면 손의 한 부분, 다리의 한 부분만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얼굴은 볼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신거울은 자신의 전신을 볼 수 있는 도구이다.
그리하여, 거울단계의 이러한 경험, 자기의 거울상을 공간적 총체성과 시간적 동일성을 가진
이미지로 파악하는 경험은 이후의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원형적인 경험이 될 수 있
다. 거울 이미지를 반드시 거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과 발달 단계가
비슷한 타인들의 이미지 또한 주체에게는 하나의 거울 이미지로 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자아
라는 것은 이러한 자기 이미지들과 동일화시켜 응결된 결과물이며, 이러한 동일시의 과정은
평생을 거쳐서 반복되어, 자아, 나라고 여기는 어떤 의식의 대상, 즉 불교적 의미의 아상을 형
성한다.
라캉은 “나는 타자이다. I is an other”를 언급한다 (Lacan [1978]1991, 7). “왜 주체가 자
아로 환원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자아는 어떤 확장적인 거시이미지
로 이루어진 거짓 통일성인데, 이 이미지 안에는 다양한 이상적 이미지들이 중첩되고 융합되
어 있으며, 또한 아이는 그 이미지를 자기 자신으로 화한 그 무엇과 혼동하게 된다.” (Chiesa
[2007]2012, 44). 자아는 대상이자, 거짓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체는 자
아가 아니며, 자아도 주체가 아니다. 소외된 동일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아, 거울 이미지는
주체에게는 실제로 획득하기 어려운 이상적 이미지를 보여 준다. 이 이상적 이미지를 라캉은
“이상적 자아”라고 부른다 (Lacan [1978]1991, 8).
(2) 나르시시즘, 투사, 공격성
주체와 이상적 자아 사이에 맺어진 관계, 자기에 대한 사랑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로서의 주체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이상적 이미지—이상적 자아—를 외
부 세계에 투사한다는 사실은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 대
상들에 대한 그의 (오)파악을 심대하게 조건 짓는다. 상상적 인식은 라캉에게서 구조적으로 망
상증적이다” (Chiesa 2007[2012], 55). 자아의 투사는 “인간의식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이며
“자아와 자아의 대상들을 영구성, 동일성, 실체성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서, 요컨대 존재물이나
사물들로서 구성한다” (Lacan [1978] 1991, 17). 예를 들어 인간은 인간 자신의 이상적 이미
지를 외부 세계에 투사함으로써 신, 동물, 사물을 의인화하곤 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계
에서도 타인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고 관계 맺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서 발견
하고 착각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는 일도 있다. 이처럼 투사는 주체 외부에 대한 인식에 교란
을 준다.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보다는, 이상화된 아상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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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왜곡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파악은 실체가 아닌 이미지이지만, 영구성, 동일성,
실체성을 가진 외부의 사물로서 인식되는 것이 문제이다. 보살이라면 당연히 소멸시켜야 마땅
한 나르시시즘은,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 법상을 외부로 투사시키며 외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자기 사랑에 빠져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섬김에 소홀
하며, 나르시시즘에 반하는 타인을 공격할 빌미도 제공한다. 이상화된 아상인 나르시시즘으로
야기된 타인, 타민족, 타인종, 타종교 등에 대한 폭력, 동식물들, 환경에 대한 착취는 실로 심
각한 실정이다.
(3)자아에서 주체로, 아상에서 무아로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자아는 ‘증상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주체의 중
심에서 자아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며, 위대한 인간의 증상이자 정신질환이다 (Lacan [1975]
1991, 16). 금강경에서 보살의 제일의 조건으로 아상의 소멸을 제안하고 있듯이, 라캉의 정신
분석에서도 자아는 주체 내부에 증상으로 구조화되어 자리 잡고 있으며 문제의 소지이기도 하
다. 자아가 바로 착각의 자리이기 때문인데, 자아의 힘을 증가시키는 것은 결국 주체의 소외
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Lacan [1975] 1991, 62). 자아는 대상인데도 주체라고
착각하게 하며, 그 위치의 거리감은 소외를 낳게 한다. “자아는 또한 정신분석 치료에 대한
저항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힘을 증가시키는 것은 역시 저항을 증가시킬 뿐이다. 자아의 상상
적인 고착성 때문에 자아는 주체의 모든 성장과 변화에 저항하고 욕망의 변증법적인 움직임에
도 저항한다. 자아의 고착성을 위태롭게 만듦으로써 정신분석 치료는 욕망의 변증법을 회복시
키고 주체의 존재화에 재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된다” (Evans 1996[1998], 324). 자아
심리학(ego psychology)은 프로이트의 구조 이론에서 이드와 초자아와 비교하면 연약한 자아
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라캉은 그 대전제에 대한 강한 반감을 품고 있다. 라
캉의 견해에 있어서, 자아의 강화는 소외감의 강화를 불러일으키고, 욕망의 변증법에 저항하
게 한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에서 주체의 전복과 욕망의 변증법 1960>은 주체와 자아의 관계,
그리고 욕망의 변증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힌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헤겔의 절대지를
향한 의식의 변증법이 아닌, 프로이트적 무의식의 욕망의 변증법을 통해서 결국 완전한 주체
화를 위상학적 과정으로 논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체는 상상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자아의
존재를 이해하고 포섭해야 하지만, 자아를 주체로 착각하는 것은 완전한 주체화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게 한다. 정신분석의 목적은 결국 욕망의 변증법을 거쳐서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불교 수행의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아상의 소멸을 통한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서 연기의
관계망 속에서 활동하는 보살의 주체가 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아상의 소멸은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나라고 하는 상’, 나만의 독특함과 개성을 말살시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그리하여 연기라는 전체주의적 틀 안에 무개성적으로
포섭되는 것은 아닌지 하고 반문하게 된다. 그런데, “자아는 상상적 타자(주체의 거울 이미지
에 상응하는 타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체의 동일시적 소외에 상응한다. 정신분석의 목표는
자아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상상적 소외를 극복함으로써 무의식의 주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Chiesa 2007[2012], 38). 이 주장에 따르면, 아상은 나라고 하는 상이지, 나는 아니다. 이것
은 소외적 동일시일 뿐이라서, 라캉은 이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발현시키기보다는
소멸하고, 무의식의 주체를 실현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상의 소멸’이 ‘상상적 소외를 극복함’
과 같다면, 라캉적 정신분석의 목적과 금강경의 목적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것이 진정한 나, 주체성을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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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는 금강경에 등장하는 보살, 모든 상이 사라진, 무아의 경지에 이른, 연기법의 구조 안에
존재하는,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제법무아에 부합하는 주체를 라캉의 주체와 동일하다고 가
정하였다. 라캉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체는 의식의 기의적 자아가 아닌 (불교적 의미의 아상이
아닌) 무의식의 기표적 존재이다. 정신분석의 목표도 자아의 소외를 극복함인데, 이것은 우선
적으로 자아는 타자이지, 주체가 아니라는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욕망의 변증법을
거쳐서 주체가 되는 과정을 정신분석의 과제로 삼는다. 이것은 아상을 소멸시키고 무아의 경
지에 이르러서 연기법에 존재하는 보살이 됨과 일치한다.
라캉적 정신분석에서 진정한 주체성을 회복하는 목표와 대승불교에서 공을 실현하는 보살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길로 보인다.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지속적인 노력
의 과정에서 자신이 변화하는 것,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가는 여정을 즐기는 것, 우주와 인생
에 대해 보는 눈이 맑아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아가는
것, 여기서 얻은 에너지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런 모든 과정이 정신분석과 대승불교
에서 의미하는 자기기만으로부터 자기이해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기만에서 도주하여 자기
추구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도 자기 구원의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금강반야바라밀경』(고려대장경). K0013 v5.
Chiesa, Loreanzo. [2007]2012. Subjectivity and Otherness: A Philosophical Reading
of Lacan. Cambridge: the MIT press. 『주체성과 타자성』 이상민 역. 서울:난장.
Evans, Dylan. [1996] 1998.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New York: Routledge. 『라캉정신분석사전』 김종주 외 옮김. 인간사랑.

Lacan, Jacques. [1975] 1991.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I: Freud’s Papers
on Technique 1953–1955. Edited by Jacques-Alain Miller. Translated by John
Forrester.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______. [1978] 1991. The Seminar Book II: The Ego in Freud’s Theory and in the
Technique of Psychoanalysis 1954–1955. Edited by Jacques-Alain Miller.
Translated by Sylvana Tomaselli.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Moncayo, Raul. 2012. The signifier pointing at the moon: Psychoanalysis and Zen
Buddhism. London: Karnac Books.

- 157 -

「자기기만의 종교경험과 구원」에 관한 토론문
이재환(가천대)
그동안 한국에서 정신분석 연구는 주로 철학, 문학, 영화, 미술 분야의 연구나 비평에서 활발
히 연구되어 왔고 또 라캉의 『에크리』가 국역되는 등 연구 성과도 축적되어왔다. 하지만 논평
자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종교학과 정신분석을 연결하는 연구는 드물었는데 김진숙 선생님(이
하 발표자)의 이 발표문과 후속 연구가 이런 학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발표문의 요지는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발표문의 요약보다는 논평자가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논평을 진행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불교, 특히 『금강경』에서 ‘자아에 대한 개념’인 ‘아상(我想)’을 버리고 ‘무아(無我)’
에 이르는 ‘제법무아(諸法無我)’의 가르침을,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상상계에 머물고 있는 ‘자아
(ego)’를 벗어나 진정한 욕망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체론과 연결시킨다. 이런 점에서
발표자는 “금강경에 등장하는 보살, 모든 상이 사라진, 무아의 경지에 이른, 연기법의 구조 안
에 존재하는,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제법무아에 부합하는 주체를 라캉의 주체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왜 그런가? 우선 발표자는 “‘아상’을 라캉의 주체론에서 상상계에 위치하는 자아
(ego)와 같은 위상이자 의미로” 보기 때문이다. 아상은 “나인 줄 아는 이미지, 생성된 이미지
인데, 나라고 동일화하여 착각을 일으키는 심리 생성물”이고 이것은, 발표자에 따르면, 라캉의
‘상상계’에 있는 자아, 구체적으로 ‘거울단계’에 있는 자아와 비슷하다. 발표자는 ‘거울단계’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통해서 본 이미지를 지칭하여 자기라고 이해하는 단계”인데 이 단
계에서 “거술 속에 비치는 상상적 이미지(시각적 이미지)가 자기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이 상
상계에서 형성되는 자아는, 발표자에 따르면, 기만이고 거짓이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의 자
아는 진정한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타자’인데 우리는 그 타자를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발표자는 이처럼 ‘타자’를 자아로 생각하는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
아를 발현시키기보다는 소멸하고, 무의식의 주체를 실현하는 것”을 제안한다.
논평자의 첫 번째 질문은 불교의 ‘무아’와 라캉의 ‘주체’를 평행하게 보는 것은 둘 사이의 어
긋남 - ‘어긋남’이야말로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라캉의 ‘욕망’을 대리하는 기표 아닌가! - 을
포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우선 불교의 가르침은 ‘아상’에서 ‘무아’로
의 이행, 즉 ‘주체’가 없는 것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즉 불교에서의 무아는, ‘주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텅 빈empty 주체’이다. 하지만 라캉의 그 유명한 3항조(triadicity) – 상상계,
상징계, 실재 -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위상학적으로, 동시에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
고 그런 이유로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 3항조는 시간적 관계가 아니라 논리적 관계이기 때문
에 상징계는 상상계를 통해서(만) 작동한다고 할 수 있고 (기표와 기의의 관계처럼, 욕망과 욕
구의 관계처럼) 상상계와 상징계의 균열, 미끄러짐이 바로 곧 실재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가 ‘텅 빈 주체’를 추구한다면 라캉의 주체는 사라지는 것, 혹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상계와 상징계의 어긋남으로서의 ‘분열된 주체(＄)’로서 끈덕지게
존속한다subsist. 정신분석적 치료가 트라우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트마우마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즉 환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가르지르기traverser’해야 하는 것처럼, 라캉
의 주체는 기만과 위선으로서의 자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만과 위선으로서의 그 (자아의)
환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주체는 항상 그 구멍, 그 균열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

- 158 -

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자아’ 즉 ‘아상’은 ‘텅 빈 주체’ 즉 ‘무아’로 이행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어떤 ‘요청’이라면, 라캉의 ‘자아’는 ‘주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것처럼 보인다. 위상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기만 혹은 거짓으로서의 자아가 없
다면 주체도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발표자도 인용한 키에자(Chiesa)도 “주체의 심적
삶에서 상이한 결정적 계기들에 상응하는 새로운 상상적 동일시의 지속적인 습득을 통해 거울
단계 경험은 다른 인간 존재들과의 확립된 상상적 관계로 인해, 우리의 실존 내내 무한적 반
복된다.”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의 가르침과 달리 라캉 정신분석에서 ‘아상’에 상응
하는 ‘자아’는 사라지지 않는다. 더 급진적으로 말하자면 ‘주체’를 위해서 이 ‘자아’는 요청된
다. 라캉에 따르면, 우리의 주체는 ‘자아’와 달리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아를 주
체로 생각하는 (발표자는 ‘오-파악’으로 번역하는) ‘(오)인((mis)-recognition)’으로서만 존재하
고, 그리고 이 ‘(오)-인’이 만들어내는 간격, 분열, 오해, 기만, 위선으로서만 존재한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발표자는 “정신분석의 목적은 결국 욕망의 변증법을 거쳐서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불교 수행의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아상의 소멸을 통한 무아의 경지에 이
르러서 연기의 관계망 속에서 활동하는 보살의 주체가 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한
다. 이처럼 발표자는 불교와 라캉의 주체론을 동일하게 보고 있지만, 논평자가 보기에 불교의
가르침은 ‘아상의 소멸’이지만 라캉 정신분석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욕망의 주체, ‘주이상스의
/로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논평자의 두 번째 질문은 발표자가 불교를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오-파악’ 개념과 라캉을 설
명하면서 사용하는 ‘오-파악’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발표자는 ‘오-파
악’(논평자의 ‘(오)-인’) 개념을 매개로 불교와 라캉을 연결시킨다. 발표자에 따르면, 불교에서
상은 “우리 의식 속에 형성된 이미지, 관념, 개념들을 지칭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의식 속
에 존재하는 이 상이 우리 의식 바깥에 존재하는 실체인 것처럼 ‘오-파악’한다. 즉 발표자는
불교에서 ‘(오-)인’을 우리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을 마치 외부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 발표자는 라캉에서의 ‘오-파악’은 나의 모습이 아닌 나, 즉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아’를 마치 진짜 내 모습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라캉의 이 ‘오-파
악’은 불교에서처럼 이미지와 외부 실체를 혼동하는 인식론적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
에서의 혼동, 즉 이미지 차원에서 ‘상상적 이미지’를 ‘진정한 나의 이미지’로 혼동한다든지, 혹
은 실재의 차원에서 ‘상상으로서의 나’(자아)와 ‘진정한 나’(주체)의 혼동으로 보인다. 라캉의
‘오-파악’은 이미지의 차원이든, 실재의 차원이든 같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혼동이라면, 불교의
‘오-파악’은 이미지와 실재를 혼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논평자의 마지막 질문은 발표자가 이러한 ‘(오)-인’이 가진 긍정적인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발표자는 ‘오-파악’의 부정적인 점에 대해 강조한다. “자기 사랑에 빠
져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섬김에 소홀하며, 나르시시즘에 반하는 타인을 공격할 빌미도 제공
한다. 이상화된 아상인 나르시시즘으로 야기된 타인, 타민족, 타인종, 타종교 등에 대한 폭력,
동식물들, 환경에 대한 착취는 실로 심각한 실정이다.” 하지만 라캉에게 (그리고 아마도 불교
에서도?) ‘오-인’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상상계의 ‘이상적 자아ideal ego’에서 상징계의
‘자아-이상ego-ideal’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오)-인’이 만들어내는 결여 때문에 (대)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함으로써 ‘나’는 비록 진정한 라캉적 ‘주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회에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우리 욕망의 ‘대상 a’가 “타인, 타민족,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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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타종교 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그(것)들을 감싸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결
여, 결핍, 어긋남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대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지젝이 제시하는 수많
은 예들을 보라.) 그렇다면 이러한 ‘오-인’이야말로 칸트보다 더 칸트적인, 우리의 행동을 더
낫게 만들고 우리를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하는 라캉식의 ‘규제적 이념’으로 기능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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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섭의 대중성 연구
- 최근 발굴작 「잊을 수 없는 과거」를 중심으로 곽상인(서울시립대)
1. 서론
2.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서사구조 및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
3. 발굴의 의의와 손창섭 문학의 대중성
4. 결론-문학사적 의의와 남은 문제

1. 서론
손창섭(1922~2010)은 생전에 작품 활동 초기에는 주로 문제적인 ‘소년’의 서사를, 중기에는 욕망에 사
로잡힌 ‘청년과 성인’의 서사를, 후기에는 퇴폐적인 ‘부부, 불륜, (유사)가족’의 서사를, 도일 직전에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서사를 작품에 그렸던 작가로 알려져 있다. 등단 초기206)인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그는 작품 활동의 장을 순수문예지로 삼았는데, 이때 발표했던 주된 작품 속 주인공
을 조연현이 ‘병자’로 규정한 탓에, 그의 인물들은 ‘병자’, ‘아웃사이더’, ‘수인’ 등으로 규정되었다. 당대
평론가들 역시 대체적으로 조연현의 평가와 유사한 견해를 내놓았으며, 그 영향력은 손창섭의 작품 내지
는 인물을 규정하는 데 유효한 잣대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손창섭의 1950년대 작품에 주목했던 논자들은 그가 절망적 현실과 병자의 생활상, 무의미에의 가치부
여, 허무의 극단과 치열한 대결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으며, 어두운 습지를 샅샅이 뒤져 인간의 본질을 탐
구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삶의 무가치와 무의미를 전후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병자를 통해 발견하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초기 평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손창섭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편소설을 넘어 1950년대 중반 이후 각종 문예지와 대중잡지, 1960년대 신문에 발표된 작품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손창섭의 1950년대적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최
근에는 연구자들이 1950~1960년대에 손창섭이 발표한 신문연재장편소설을 분석하기 시작하거나,207) 문
예지와 대중잡지에 실렸던 작품을 발굴하여 분석208)하고 있다.
손창섭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195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시기
는 수많은 종류의 잡지가 출간되면서 대중매체의 장이 활성화되었는데, 다양한 분야의 잡지가 교양과 정
206) 손창섭이 발표한 최초의 작품은 그가 일본 유학시절에 발표한 동시 ｢봄｣(아희생활, 1938.6)이라 하겠다. 이
작품은 손창섭이 ‘고문구’라는 필명으로 17세 때 일본에서 아희생활에 투고한 동시다. 따라서 그의 창작년도
는 193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207) 김명임, 홍주영, 류동규, 강유진, 방민호, 한명환의 글과 졸고가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을 참고하기 바람. 김명임, ｢손창섭 소설 연구-인물구조와 그 관계양상을 중심으로｣, 인하대 박사논문, 2005년
2월. 홍주영,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부성비판의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7. 류동규, ｢1960년대 손창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문화와 융합, 한국문화융합학회, 2009, 185-206면. 강유진, ｢
손창섭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12년 2월. 방민호,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장편소설을 중
심으로｣, 한국문화(제58호), 2012년 5월, 199면.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 걸｣, 대중서사
연구(제18집), 대중서사학회, 2007, 한명환, ｢1960년대 손창섭 신문소설의 사회적 연구－1960년대 사회적 인습
과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신문소설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제5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년 4월, 463-493면. 졸고, ｢손창섭 신문연재소설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년 8월.
208) 신은경, ｢손창섭의 1950년대 후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변화 양상-아리랑에 실린 ｢애정의 진리｣를 중
심으로｣, 어문논집(제70집), 민족어문학회, 2014, 117~143면. 졸고, ｢손창섭의 최근 발굴작 ｢애정의 진리｣ 연
구｣, 한국문학연구(제52집), 한국문학연구소, 2016, 졸고, ｢대중매체에 발표된 손창섭의 소설을 발굴하다｣, 문
학의 오늘, 2018년 봄호, 400~4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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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209) 1950년대 잡지는 대중성과 시대성이라는 명목 하에 당대의
자잘한 가십에서부터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이슈까지 많은 내용을 담아내는 데 기여했다. 대중잡지 발행
인들도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장안의 화제가 되는 사건들을 모아 엮었고, 대
중적인 인기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야담이나 실화, 남녀의 로맨스를 첨가했다.210) 또한 이 시기에는 잡지
가 경영면에서 자립하여 기업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신문과는 다른 차원에서 대중매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도 입증했다.211)
따라서 순수문예지에 주로 작품을 발표했던 작가들이 통속과 대중문화를 담당하는 잡지에 작품을 싣
기 시작했다. 특히 1954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되었던 정비석의 『자유부인』이 상업적인
면에서 성공을 거두자, 몇몇 작가들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중 매거진과 손을 잡기도 했다.
1950년대의 명성 있는 작가들도 순수문학지만을 고집하지 않고 대중잡지에 작품을 수록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손창섭도 예외는 아니어서, 순수문예잡지는 물론 각종 대중매체에
단편을 발표하다가 1959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문연재장편소설 쓰기에 전념하게 된다.

특히 당

대 주가를 올리고 있던 『아리랑』, 『명랑』과 더불어 『희망』, 『소설계』에도 작품을 발표하여 그의 대중적
인 면모를 확인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손창섭의 대중문학성을 연구하기 위해 작품을 모으던 중 발견한 「잊을 수 없는 과거」(명
랑(1960년 2월)212)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었고, 손창섭 연보
에서도 누락되었다. 이 작품은 ‘잡지 르네상스기’213)에 발표되었으며, 손창섭이 신문연재소설 쓰기로 완
전히 전환했다고 판단되는 1960년 초에 쓰였다. 다시 말해 창작의 장을 순수문예잡지에서 신문으로 고
착화하는 과정에서 대중잡지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작품이 ｢잊을 수 없는 과거｣라고 하겠다. 이제 손창섭
의 작품 연보에 ｢잊을 수 없는 과거｣를 추가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는 물론 대중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 작품이 순수문학잡지가 아니라 대중문화오락매체인
명랑에 실렸다는 것도 손창섭 연구의 새로운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발굴 텍스트인 ｢잊을 수 없는 과거｣의 문학사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서사구조 및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
본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과거｣를 연구의 중심으로 삼되, 대중적 글쓰기를 시도한 손창섭의 인물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9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대중매체에 실리는 소설들이 통속소
설의 전형적 형태로 전락하면서 손창섭의 작품도 부정적인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작품의 대중성
을 인정하고 작품의 내적인 미학들을 분석한다면 그의 문학적 자장 또한 확장될 것이다.
우선 ｢잊을 수 없는 과거｣가 실린 대중오락지 『명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랑』은 1956년 1월에
209) 정진석, 『한국잡지의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85면.
210) 편집부, 『한국잡지100년』,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1995, 285-286면. 이 잡지는 B5판 200면 정가 1천원으로
출범한다. 동서양의 해학, 풍자, 유머를 발굴 소개하고 각계각층의 소담을 수집 게재하여 전통문화의 전승 및 문
화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것이 창간사의 요지다. 이 잡지는 1961년 516 혁명을 맞아 사회정화 차원에서
폐간되었다가 1964년 1월에 재등록을 한 후 또다시 1980년 7월 사회정화 차원으로 폐간 조치되는 운명을 겪는
다. 이 잡지는 1987년 12월에 『소담』이라는 제호로 복간했다가 다시 『명랑』으로 돌아온다.
211) 정진석, 앞의 책, 13~14면.
212) 이 작품은 본고의 필자가 발굴하여 문학의 오늘(2018년 봄호)에 재수록하였다.
213) 정진석은 잡지의 역사에서 잡지의 발전 단계를 크게 9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기 잡지문화이식기(1896년 이
전), 제2기 애국계몽운동기(1896-1910), 제3기 잡지의 동면과 종교잡지기(1910-1919), 제4기 민족주의 사회주의
양립기(1920-1930), 제5기 제1차 신문잡지기(1931-1944), 제6기 좌우익 대립과 혼란기(1945-1949), 제7기 잡지
르네상스기의 정론잡지기(1950-1963), 제8기 제2차 신문잡지와 주간지 전성기(1964-1986), 제9기 자율경쟁과
다양화기(1987년 이후). 정진석, 앞의 책,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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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되었으며, 대중오락지로 소설, 수기, 연예에 관한 글들을 수록했다. 초대 사장은 황준성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서 김화수, 권우가 사장을 역임했고, 1980년 7월에 폐간되었다가 1987년에 복간되었다. 이 잡
지는 B5판 200면 정가 1천원으로 출범했으며, 동서양의 해학, 풍자, 유머를 발굴 소개하고 각계각층의
소담을 수집 게재하여 전통문화의 전승 및 문화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이 잡지는 5·16혁명을
맞아 사회정화 차원에서 폐간되었다가 1964년 1월 재등록 후 또다시 1980년 7월 사회정화 차원에서 폐
간 조치되는 운명을 겪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87년 12월에 『소담』이라는 제호로 복간했다
가 다시 『명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214)
대중오락 잡지에 발표된 손창섭의 작품들이 하나 둘 발견됨에 따라, 그간 순수문예지에 발표했던 작품
성과 다르게, 대중성을 겨냥한 그의 작품에 대한 분석이 새롭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과거｣는 손창섭이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신문에 장편만을 연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마지막 작품이기
에 그의 대중성을 단편으로 시험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겠다. 단편으로는 이 작품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 손창섭은 대구일보에 그의 최초장편연재소설인 세월이 가면을 1959년 11월부터 1960년 3
월 30일까지 연재하였으며, 저마다의 가슴 속에(통속의 벽(세계일보, 민국일보), 내 이름은 여자
(여자의 전부)(국제신문), 부부(동아일보), 인간교실(경향신문), 결혼의 의미(영남일보), 
아들들(국제신문), 이성연구(서울신문), 길(동아일보), 삼부녀(주간여성), 봉술랑(한국일
보) 등을 연재했다.215)
그렇다면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경개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작품에서는 덕호와 순애, 그리고 병삼이
라는 세 인물의 로맨스가 펼쳐진다. 순애의 약혼자였던 병삼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덕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향한다. 덕호는 그간 순애와 병삼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장본인이었기에 고향
찾기를 꺼려했다. 불미스러운 일이란 순애가 병삼과 파혼을 하지 않자, 덕호가 홧김에 순애를 겁탈한 것
이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덕호는 그동안 고향을 찾아오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덕호는 고향을 찾아
서 병삼과 순애를 만나고, 지난 세월 동안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특히 순애의 불우한 처지를
들으면서 자책하기도 한다. 순애와 재회하게 된 덕호는 밤길을 걷다가 순애에게 아직도 자신을 원망하는
지 묻는다. 순애는 평생 자신의 원한을 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돌아선다. 이에 덕호는 자신의 잘못
을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는지 고민하며 작품은 종결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덕호는 취직을 위해 면사무소에 들러 호적 초본을 부탁한다. 그때
순애의 약혼자였던 이병삼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된다. 순애를 겁탈한 덕호가 고향을 도망쳐나오던
날, 병삼은 덕호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웠다. 그 이후로 덕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향을 찾지 않았다.
이유는 동네사람들이 덕호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순애와 병삼 사이를 갈라놓은 장본인
으로 자신을 지목했던 때문이다. 병삼의 편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적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순애 및 병
삼과 관련한 일들을 현재는 잊었으니 덕호에게 고향에 돌아와도 좋다는 것, 병삼도 덕호를 용서했으니
괜찮다는 것, 또한 일 년 전에 덕호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덕호의 부친이 죽기 전 병삼과 순애
를 불러 ‘덕호를 용서해주라’고 했다는 것, 순애도 덕호(의 겁탈)에 대해 한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 모
친이 기다리고 있으니 내려오라는 것이다.
병삼의 편지를 받고서 덕호는 서울을 떠나 고향인 다랫골로 내려간다. 고향에 다가갈수록 덕호의 마음
은 순애 때문에 부담스럽고 불편함을 느낀다. 순애가 지금 처한 불행의 원인이 자기 때문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일기 때문이다. 순애는 다랫골에서 ‘드물게 보는 미모의 소녀’이고 ‘인물만 출중할 뿐 아니라
마음씨도 고왔’기에 ‘동네의 젊은 축들은 누구나 순애와 가까워지기를 은근히 바랐’216)던 인물이었다.
214) 편집부, 앞의 책, 285-286면.
21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손창섭 신문연재소설 연구｣(졸고, 앞의 글)를 참조하기 바람.
216) 손창섭, ｢잊을 수 없는 과거｣, 명랑, 1960.2, 239면. 이하 작품 인용은 본문에 면수만을 기재함.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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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애의 품성과 외모가 그러하다 보니, 동네의 젊은이들이 순애와 가까워지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그나마 덕호는 가끔 순애와 얘기를 나누게 되는 기회를 잡는데, 그 기회도 순애의 외출 때 잠깐 가능했
던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고분고분 들어주는 것만으로 덕호는 순애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단정하
기에 이른다.
덕호는 자기의 용모나 체격에 자신 같은 것을 갖고 있었다. 적어도 풍채로나 인품으로나 순애의 짝이 될 만
한 청년은, 동네에 자기 말고는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다만 집안이 좀 가난하다는 것이 꿀린다면 좀 꿀리는
일이었다. 그래도 가문의 격식을 찾자면 동네에서는 역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집안이었다.(240면)

덕호는 순애에게 어울리는 짝이 자신이라고 확신한다. 일종의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이 발동한 것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심리적 기제 덕분에 덕호는 순애와 정식으로 결혼할 생각을 하게 된다. 당연히 덕호는
자신과 순애가 결혼을 하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병삼과 순애 사이에 혼담이 오가서 당황해한다.
그래서 순애를 만나 사정을 물어볼 양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되고, 며칠 후 덕호는 병삼과 순애가 약혼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때 덕호는 순애를 만나 왜 병삼과 약혼을 했는지 묻자 순애는 “왜 일찌감치 서둘지
않았어?”(241면)라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덕호에게 되묻는다. 그러자 덕호는 순애에게 당장 파혼을 하라
고 독촉한다. 덕호는 순애가 파혼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흥분하여 순애를 겁탈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서 덕호는 그동안 고향을 찾아오지 못했던 것이다.
덕호는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해치울 만치 흥분해있었다. 그런지 반시간 가까이 지나서다. 어느새 초생달마저
기울기 시작한 밀밭 머리에, 순애가 혼자 엎더져 소리를 죽여가며 우고 있었다. 머리와 옷매무새가 마구 흥크러
진 채.(241면)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에 덕호는 고향을 내려가,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병삼을 찾는다. 병삼은 과거의
일을 잊었다는 듯, 덕호를 매우 반갑게 맞이한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 예컨대 6·25사변, 덕호
네 가족, 순애의 불우한 처지 등등을 나눈다. 특히 순애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덕호는 죄책감
에 휩싸인다. 지난날, 덕호가 순애를 겁탈한 탓에 병삼이 파혼을 선언했고, 순애는 그 충격에 집 밖을
나오지 못하다가 먼 타지방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고 한다. 그러나 반년 만에 소박을 맞게 되는데, 그 이
유가 덕호와의 부적절한 일이 밝혀진 탓이다. 그후 순애는 친정에 와서 계집아이를 낳게 되는데, 시댁에
서는 그게 어떤 놈의 씨인지 알 수 없다, 부정한 씨앗이라고 하면서 순애를 내치게 됐다는 것이다.
그후 순애는 어린 딸을 데리고 장터에 사는 나이 든 사내의 후처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장성한 전
실 자식이 있어 사이가 원만치 못해 다시 친정으로 왔는데, 순애의 오빠는 6·25 때 전사했고, 양친도 그
전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는 모녀가 동네에서 삯일을 해가며 어렵게 살아가는 처지라
는 얘기를 듣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덕호와 나누던 병삼도 순애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갖는다. 병삼은
순애와 파혼한 뒤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덕호는 순애에게로 향하는 죄책감 때문
에 혼자 살아간다.
두 사람 사이에 술자리가 끝나자 덕호는 부친의 산소에 들르고, 집에 들어가 집안 어른들과 친구들을
만난다.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덕호는 순애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음을 느낀다. 순애를
만나 사죄하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혹시 그녀가 충격을 받을까봐 누이를 시켜 안부를 묻는다. 그러나 순
애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과거사를 들출 필요가 없기에,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덕호는 낙심하고서
며칠 내로 상경을 하려는데, 가족들이 덕호에게 같이 살자고 말한다. 그런데 병삼이 다음날 덕호를 찾아
와 ‘순애의 고모가 너를 찾는다’고 말한다. 순애 고모는 순애를 불러 앉힌 뒤, ‘지나간 일을 너무 오래
속에 품어두는 것두 죄란다. 덕호가 모처럼 돌아왔으니, 이 기회에 속을 다 풀어야지.’(244면)라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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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때 병삼은 덕호에게 ‘사내 자식이 동네 처녀 하나쯤 건드려 놓았다구 겁이 나서 십년간이나 고향
엘 얼씬두 못할 게 뭐냐’(244면)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십년간을 객지로만 돌았던 덕호를 옹호하려고 든
다. 되레, 이런 덕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게 되레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이에 순애는 고개
를 숙인 채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은 피해자가 순애인데, 순애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없거
나 과거사로만 치부해버린다는 점이다. 게다가 피의자인 덕호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순애 처지의 딱함을 덕호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삼과 집안 어른들은 덕호와 순애가 서로 결혼
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치고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라고 부추기는데, 덕호는 ‘좋다’고 말하지만 순애
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만일 그때, 덕호가 도망쳐버리지 않았더라면, 종당엔 우리끼리 결혼하게 됐을 거예요. 왜 달아나버렸어요,
왜, 왜...”
순애는 생각할수록 안타깝다는 듯이 도로 울음 섞인 소리로 변해버리었다.(245면)

집 밖으로 나와 덕호와 순애는 밤길을 걷는데, 그때 덕호가 순애에게 아직도 자기를 원망하는지 묻자,
순애는 평생 자신의 원한을 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흐느껴 운다. 덕호는 순애만 허락한다면 같이 살
자고 하는데, 순애는 혼자 살 자신이 생겼다며 이를 거절한다. 그리고서는 먼저 자리를 박차고 달아난다.
이에 덕호는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는지 스스로 물으면서 작품은 종결된다.
이 작품은 1959년 8월에 마무리를 지은 후, 손창섭이 1960년 2월 명랑 잡지에 실은 것이다. 이 작
품은 손창섭이 기존에 발표했던 여러 작품들에서 느낄 수 있었던 우울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배어있다.
남성의 (성)폭력성, 상처받은 여성, 남녀의 결혼문제, 피해자인 여성보다도 피의자인 남성에 관대한 점,
귀향 모티프 등이 그러하다. 아울러 주목을 요하는 대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인물이 죄의
식을 갖고서 귀향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향은 손창섭의 작품에서
찾기가 힘든 성향이라 하겠다. 또한 결혼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작품의 서사
는 1958년 1월 『아리랑』217)에 발표된 「애정의 진리」의 서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기옥과 주식이라
는 인물의 관계가 순애와 덕호의 관계와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다.
또한 세 번이나 결혼을 해야 하는 여성의 상황도 손창섭의 다른 소설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이기
도 하다. 예컨대 ｢애정의 진리｣에서 기옥의 상황, ｢저녁놀｣에서 인갑의 아버지가 맞이한 세 어머니가 대
표적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세 번의 결혼을 한 여성에게서 출산된 아이가 ‘누구의 씨’인 줄도 모르겠다
는 설정도 그러하다. 손창섭의 작품 속 어머니(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상으로 그려지기가 십상이
었는데, 이 작품에서도 순애는 병삼과 파혼한 뒤 시집간 시댁에서 ‘어떤 놈의 씬지 알 수 없다’는 이유
로 파혼을 당한다. 이처럼 어머니의 부정한 모습은 그녀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손창섭의 작품에 대부
분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손창섭의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의식과 애정의 결핍 때문에 폭력과 멸시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곧 이상적인 타자보다는 부정적인 타자로 형상화되어 있다.
부정한 씨앗이라는 설정도 여러 작품에 자주 등장한 소재이기도 하다. 예컨대 ｢소년｣에 등장하는 창훈
의 계모는 창부와 동일시된 술집작부로 등장한다. ｢신의 희작-자화상｣에 등장하는 S의 어머니도 밤대거
리를 나가는 작부이다. ｢포말의 의지｣에서 종배 역시 ‘어린 시절 창부였던 어머니와 누군지 모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죄악의 씨’로 묘사되고, 신문연재단편소설인 ｢미스테이크｣에서도 ‘불온한 씨앗’으로 자
217) 아리랑 역시 명랑과 유사한 잡지다. 1955년 3월 1일에 대중오락지로 아리랑이 탄생한다. 이 잡지는 삼
중당(발행인 서재수)에서 발행한 것이며, 당시로서는 폭발적인 베스트셀러 잡지로 자리매김을 했다. 건전한 대중
문화의 향상 보급에 목표를 두고 독자들의 관심사, 흥밋거리, 연예가 소식, 인기작가의 연작소설을 싣기도 했다.
편집부, 앞의 책, 283~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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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폄하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의식이 기존 작품의 성향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예로 ｢광야｣의 승두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싶은 욕망을 내비치는데, ｢잊을 수 없는 과거｣
에서도 덕호는 병삼이 순애와 약혼을 했다는 이유로 순애를 겁탈한다. 자신과 상상적 이자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제 삼자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광야｣를 보면 꿈을 통해 계부에 대한 적대감을 드
러내고 그 계부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승두의 무의식에 살부충동이 있는 것이다. ｢잊을 수 없는 과
거｣에서도 덕호가 병삼에게 질투를 느껴 순애를 겁탈한 것과 유사하다 하겠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고향으로 내려온다는 것도 기존의 소설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다. 왜냐하면 손
창섭의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아버지 내지는 법적 질서로 상징화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때
문이다. ｢미해결의 장-군소리의 의미｣의 아버지, ｢반역아｣에서의 시종 아버지, ｢고독한 영웅｣의 부권 아
버지가 그러하다. 이들은 법적 질서로 상징화되는 아버지에 대한 염증 때문에 좌절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데, 이 작품에서도 덕호는 아버지의 부름(죽음)으로 인해서 고향에 내려오게 된 것이다.
이상적인 타자와의 합일 욕망도 두드러진다. 덕호는 순애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일
종의 나르시시즘이라 할 수가 있다. 손창섭의 남성 인물들은 여성을 천사처럼 묘사하여, 현실에서 근접
하기 어려운 인물로 여성을 그려낸다. 그러한 여성과의 합일욕망을 남성인물들이 드러낸다. 순애는 덕호
의 유토피아적 세계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이상적 여성에 대한 환상도 손창
섭의 기존 소설에서 자주 등장했던 모티프이기도 하다. 예컨대 ｢미해결의 장-군소리의 의미｣에서의 광
순, ｢유실몽｣에서의 누이와 춘자, ｢치몽｣에서의 을미 등이 그러하다. 이들 여성은 대체적으로 뭇 남성들
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입장이거니와, 남성들로부터 상상적 남근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
망을 드러내게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 여성들의 움직임은 욕망에 사로잡힌 남성들의 시선에 고스란히
포착되어 묘사가 된다.
주변에서 자꾸 결혼하라고 부추기는 현상 역시도 손창섭의 여러 작품에서 봐왔던 상황이다. ｢공휴일｣
에서의 도일과 금순, ｢조건부｣에서 갑주와 현옥(또는 갑주와 현옥의 모친), ｢유실몽｣에서의 철수와 누이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종국에는 두 남녀의 관계가 정상적인 합일에 이르지 못하고 대부분 파혼으로 치
닫거나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잊을 수 없는 과거｣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인물
들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는 질서에 도전하는 특성을 보여주거나 이상적 타자를 설정하고서 자신들
의 무의식을 그 타자들에게 투영하여 합일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준다.
1950년대에 발표했던 작품과 연관성을 넘어서서 1960년대에 발표한 작품에서도 ｢잊을 수 없는 과거｣
의 주된 서사 모티프는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예컨대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파멸을 예고하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여성은 다른 남자와 재혼하게 되고, 그것이 불행으로 되돌아오며, 지난날의 남자가 다
시 찾아와 여성의 마음을 흔드는 구조가 그렇다. 앞서 언급한 1960년대의 소설―세월이 가면, 저마다
의 가슴 속에(통속의 벽), 내 이름은 여자(여자의 전부), 부부, 인간교실, 결혼의 의미―에 자
주 등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손창섭 자신만이 터득한 작가의식의 발로라 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의 독자
층을 고려하고 배려한 직업적인 소설쓰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도 하겠다.218) 당시의 독자들은 인간의 욕
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손창섭의 소설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소설은 통속소
설이라는 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상업주의와 자본주의로 인해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메커니즘에 함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219) 신문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문의 판
218) 신문연재소설이 대중성을 획득하게 된 요인은 첫째 사회적 이슈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는 점, 둘째 독자들
에게 친숙한 문학적 도식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준다는 점, 셋째 환상과 위안을 제공하여 현실의 삶을 살게 하는
것, 넷째 대중적 성공을 거둘 경우, 그것이 집단적으로 공유된 경험과 연결된다는 것, 다섯째 대중의 사회적 정
체성을 생산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김창식, 대중문학을 넘어서, 청동거울, 2000, 220~221면.
219) 당시 어떤 평자는 신문연재소설이 무기력을 자극하여 금단의 관음적 쾌락의 욕구를 부추기는가 하면 이성을

- 167 -

매수입과 관련하여, 보다 관능적인 소설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상업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소설은 연
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220)
요컨대 이 작품은 손창섭이 신문연재장편소설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단계에서 발표된 마지막 단
편이기에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손창섭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물줄기를 내기
위해서는 대중문학 혹은 통속문학으로 폄하되었던 작품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새로
운 가치와 의미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는데, 그 지점에 이 작품이 놓여있다
고 볼 수 있다. 물론 대중오락문예지에 실린 작품은 작가 고유의 창작물이 아니라, 독자의 직간접적인
간섭과 참여,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상업적인 성격과 맞아떨어져 완성된 합작품이라 할 수도 있다. 독자
들의 작품 읽기에 대한 쾌락적 욕망을 작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221) 잡지의 상업적인 특성상 독자
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빠른 전개를 보여주어야 하고, 특히 여성인물들은 보다 자극적으로 ‘벗어야’
하거나, 남자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창부의 요염하고 관능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거나, 외설의 극치(불
륜, 금지된 사랑, 쾌락에의 탐닉 등)를 치달을 때 독자들이 호기심을 갖고서 읽기에 그러하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취하는 연구자도 있다. 가령 ‘손창섭 문학의 후퇴성’과 ‘서사성
의 미달’을 언급하면서 ‘핏기를 잃어가는 예술’이라고 평가절하 한 논자들이 있다.222) 그러나 손창섭은
한국문학사에서 1950년대에 국한된 작가가 아닌, 그 경계를 뛰어넘는 작가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대중매
체를 통해 발표된 소설은 당대의 사회적 이슈를 직간접적으로 묘사한다고 할 수 있기에, 독자들이 처한
현실적 문제와도 충분히 맞닿아있어서 본격과 통속의 고질화된 이분법적 구도를 재고할 필요성도 제기된
다고 하겠다.

3. 발굴의 의의와 손창섭의 대중성
이 작품은 손창섭의 문학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첫 번째 그의 연보에서 누락되었던 작
품이 새롭게 발굴되었기에 연보를 재정립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 작품이 순수문예지가 아니라 대중문화
오락매체에 실렸다는 것은 손창섭 연구의 새로운 장을 제공했거니와, 더 많은 작품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223) 두 번째 1950년대 후반에 손창섭은 작가의식을 어디에
두고 있었을까를 파악해보게 한다. 그는 이 작품을 발표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신문연재소설(대중적 글
쓰기)을 쓰는 데 주력한다. 1950년대 중반 이전에 발표했던 작품들과, 1950년대 중반 이후 대중매체에
연재하거나 발표했던 작품들과는 서사나 작가의식, 또는 인물 묘사 등에서 차별성을 갖기에 그러하다.
세 번째 일부 비평가들이 대중매체의 상업적 전략을 지적했거니와, 한편으로는 독자들의 통속적인 성향
을 인정해야 하는 현실을 곱씹게 한다. 손창섭은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글쓰기를 종종 해야만 했는데,
희생시켜 상상력을 발호케 한다고 했다. 또한 사고하는 습성을 위축시켜 감정만을 북돋우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이고 비교육적인 퇴폐만을 조장하는 좋지 못한 민중의 아편이라고 폄하했다. 한원영, 한국현대신문연
재소설연구(하), 국학자료원, 1999, 1179면.
220)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의 위상｣, 대중서사연구, 2007.6, 1517면.
221) 신문소설이란 말할 나위 없이 각계각층의 천차만별인 신문독자를 상대로 써나가야 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 양
보는 독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손창섭, ｢작가 손창섭 씨의 변-연재소설 부부를 끝내고｣, 동아일보,
1963.1.4.
222) 백철, ｢낙서족의 독후감｣, 사상계, 1959년 4월, 316면., 조남현, ｢손창섭 소설의 의미매김｣, 문학정신,
1989년 7월, 221면., 김은국·이어령, ｢대담 순교자의 세계｣, 경향신문, 1965년 6월 23일.,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332면., 이동하, ｢손창섭 소설의 세 단계｣, 전광용 외, 한국현대소설연구, 민음사,
1984, 448면., 김종회, ｢손창섭론-체험소설의 발화법, 그 특성과 한계｣, 권영민 외, 한국현대작가연구, 문학사
상사, 1991, 71면.
223) 손창섭의 부인으로 알려진 치즈코(上野千鶴子) 여사는 손창섭이 주간신조(週刊新潮)에 글을 발표한 적이 있
다고 말을 해서 미발굴된 작품이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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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잡지나 대중매체에 발표된 소설을 통속소설로 무조건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 네 번째 1950년대 후반에 발표된 손창섭의 대중적 글쓰기를 그의 후퇴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들
뢰즈 식으로 말해 내면에 숨겨져 있던 ‘애벌레 주체’224)가 분화된 것으로 볼 필요도 있다. 애벌레 주체
라는 것은 주체 안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미분화되고 개념화되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주체를
의미한다. 잠재되어 있던 역량은 강도차에 의해서 분화되는데, 이때 분화된 손창섭의 주체가 대중성을
띠었다고 봐도 되지 않겠는가.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된 소설은 당대의 사회적 이슈를 직간접적으로 묘사한다. 하여, 독자들이 처한
현실적 문제와도 충분히 맞닿아있다. 또한 대중매체 소설의 등장으로 인해 본격과 통속의 이분법적 구도
가 작동해왔는데, 그 고질화된 구도를 재고할 필요성도 지금 여기에서 제기해볼 수 있다. 손창섭에 대한
연구가 특정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를 틀에 가두는 것이기에, 보다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
손창섭은 병적인 인간상의 구현을 통해서 기존의 질서화된 사회를 부정한다든가, 시선을 통해서 이상
적인 타자를 바라본다든가, 금지된 사랑에의 욕망을 발산하면서 쾌락적 세계에 탐닉하는 양상을 보여주
었다. 또한 여성에게 순결과 타락의 양가적인 모습을 투사하여 금기시된 관계를 꿈꾸거나, 욕망과 불륜
을 지속하기 위해서 급기야는 계약적인 가족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곧 손창섭의 작품에 드러나는 사랑의
방식을 정신분석학적인 차원에서의 모성 결핍이나 쾌락, 이상성적 심리, 불륜을 꿈꾸는 심리 등으로 규
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여성을 요부나 윤락녀에 비유해왔다. ‘정신분석은 정신의 어떤 이상현상들을 치
료하는 한 방법이며, 치유의 기술이면서 정신의 장애의 원인과 기제를 해명하는 일련의 가정들이기도 하
고, 정신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225)이기 때문이다.
손창섭이 1950년대에 문예지를 통해 보여주었던 비정상적인 개인들이 1950년대 후반 대중매체 소설
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바,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손창섭의 작품을 통속과 대중성으로만
규정해버린다면 그의 (문학적)가치는 확장되지 못하고 고정되거나 사장될 우려가 있다. ‘대중소설은 친숙
한 공식들을 통해 인간의 잠재적 욕망들과 편안하게 대면하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독자들이 실제 현실
에서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나름대로 새로운 위장을 구성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방어벽을 확인하
면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볼 때 대중소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대중소설의 긍정적 기능
을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중소설이 비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이라
는 비판적 관점과 동시에 대항 헤게모니의 구축이라는 긍정적 관점을 아우르는 방식이 필요하다.’226)
손창섭의 작품 소재가 자신의 여러 작품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반복한
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유사한 것도 등가적인 것도 갖지 않은 어떤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것과 관계하면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반복은 억압된 본능 충동이 행위로 드러나거나, 과거의 경험을 회
상’227)해내게끔 하는 기제다. 이 반복은 그 자체로 아마 더욱 비밀스러운 어떤 떨림의 반향이 될 수가
있다.228) 곧 반복 자체를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어야 한다. 반복을 통해서 생성된 반복은 그야말로 생성
으로서의 반복이다. 따라서 이는 작가의식의 퇴행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의 발견이며 반복된 소재를 통
해 생성된 새로운 서사의 변화라 하겠다. 이는 들뢰즈 식의 ‘옷 입은 반복’과 유사하다. 곧 옷 입은 반복
224) 이 자아는 결코 단순한 특징을 지니지 않는다. 자아를 상대화하고 복수화하는 가운데 매번 자아 안에 어떤 완
화된 단순한 형식을 보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주체이다.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187면. 아울러 애벌레 주체란 아직 특징지워지지 않았으며, 구성되지도 않은 주체를 말한다. 단순성을 박
탈당하고 수많은 습관과 수동적 종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아들은 애벌레 주체일 뿐이다. 아르노 빌라나로베르
싸소, 들뢰즈 개념어사전, 신지영 역, 갈무리, 2012, 472면.
225) 장 벨멩-노엘, 최애영․심재중 옮김, 문학텍스트의 정신분석, 동문선, 2001, 11면.
226) 최미진, 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푸른사상사, 2006, 40면.
227) 지그문트 프로이트, ｢쾌락원칙을 넘어서｣, 박찬부 옮김,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28면.
228) 질 들뢰즈, 앞의 책,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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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의 죽음과 삶들, 우리의 속박과 해방들, 악마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비밀을 간직한다. 이 반복은
스스로 복장을 하면서, 가면을 쓰면서, 스스로 위장하면서 자신을 형성한다.229) 그러면서 새로운 의미들
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손창섭은 이 작품을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대중의 감수성에 부합하는 창작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손창섭의 개인적 문제라기보다 대중들의 욕망의 기호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순수문학
을 하던 작가의식의 퇴보가 아니라. 들뢰즈 식으로 말해 손창섭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수많은 애벌레
주체 중 대중성을 띤 애벌레가 미적 주체로 분화된 것이다. 다시 말해 미분화된 상태에 있던 자아가 대
중성을 띤 작품을 창작하는 자아로 분화된 것이다. 곧 손창섭이 1958년도에 들어서 상업적인 대중소설
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분화되지 못했던 애벌레 주체인 미분화된 주체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대중소설 창작자로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해석의 스펙트럼은 확장될 것이다.

4. 결론-문학사적 의의와 남은 문제
지금까지 손창섭의 ｢잊을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에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서사구
조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으며, 그가 발표했던 다른 작품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 내지는 공통점이
발생했는지도 살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이 지닌 의의와 손창섭 문학의 대중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보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가 없다.
첫째 대중매체가 갖는 대중성과 시대성을 통해서 당대의 정치와 사회, 풍속과 세태, 언어와 문화, 공
간과 시간 등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이 작품이 수록된 명랑이라는 잡지만을 살펴보아도 유
의미한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도시사회학이나 정치학, 문화사회학 등 다양한 학제 간 연
구에서도 유용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의 문학 텍스트는 그 시기의 다양한 생활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손창섭 문학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향후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이 작품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까지 손창섭 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는 주로 1950년대 순수문
학지에 발표된 작품들에 국한된 경향이 있었는데, 손창섭 문학 논의의 터전을 확장할 수가 있겠다. 셋째
아직 발굴되지 않은 손창섭의 작품이 여러 지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손창섭의 필명 내지는
일본식 이름으로 쓰인 작품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손창섭은 1950년대 후반부터 대중과 소통하면서 대중적 글쓰기를 시도했던 작가였다. 손창섭은 대중
매체를 통해 전후의 병적인 인간상과 우울한 현실, 인간에 대한 모멸 의식과 불구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고, 자신의 문학적 세계의 장을 확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윤리의식의 마비, 퇴폐적 욕망의 분
출, 가족의 해체 위기 등을 통해, 도덕성을 역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의 불합리함을 고발하고자 했다. 이
런 점에서 손창섭의 1950년대 후반의 대중매체를 통한 작품들을 대중성과 오락성으로만 폄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성과 상업성이 결속된 소설이기에 독자들의 반응을 무시할 수가 없는
바, 독자를 인식한 글쓰기의 의미, 작가와 독자 사이의 상관성 등을 분석한다면 손창섭은 ‘1950년대의
병자’를 벗어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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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섭의 대중성 연구 -최근 발굴작 「잊을 수 없는 과거」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민수(서울대)
곽상인 선생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손창섭 연구를 진척해오셨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밝혀지
지 않은 서지정보의 확인 및 발굴작품을 소개하기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석사학위 논문
을 쓰면서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참조한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그간 누적하신
성과를 토대로 학계에 새로이 발굴한 작품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그것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
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못 감격스럽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
면 선생님의 연구에 비하여 턱없이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 토론을 맡은 탓에 생산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후학의 무지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감춰주시리라 믿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하신 「잊을 수 없는 과거」라는 단편소설이 손창섭 작가에게 있어 ‘징검다리 역할’
을 한 작품이라 설명하신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쪽에는 1950년대에 문예지를 중심으
로 단편소설을 주로 창작한 순수문학가 손창섭이라는 상이 존재하며,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1960년대에 신문에 장편소설을 연재한 ‘통속작가’ 손창섭이라는 식의 악명높은 이분법적 구도
는 많은 연구자를 곤경에 빠지게 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손창섭은
‘역사’를 주제로 한 몇 편의 단편소설과 분량이 극히 짧은 장편(掌篇)을 몇 개 제외하고는 단
편소설을 창작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절’이 아니라 ‘변전’에 주목한 이 논문
은 손창섭이 처한 매체와 문학 장 등의 외적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인식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발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차이와 반복의 문
제를 아울러 설명하고자 할 때, 손창섭의 작품세계 내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모양상으로는
어떠한 것이 더 있을까요? 「잊을 수 없는 과거」에서 다른 작품에서 발견할 수 없는 여러 모
티프를 연속의 차원, 혹은 차별화의 지점에서 어떻게 맥락화할 수 있을 것인지 더 자세한 의
견을 청해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 언급해주신 ‘독자’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
다. 이 논문에서 저에게 특히 흥미로웠던 지점은 역시 손창섭이라는 작가가 ‘독자’라는 존재를
부단히 의식하고 있었다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건 약간 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선
생님의 논문을 읽다 보니 혹여나 ‘독자’라는 층위에서 손창섭의 문학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선생님께서는 1953년
에 출판된 평요전을 번역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 손창섭일지도 모른다는 문제 제
기를 처음으로 해주신 분입니다. ‘번역’이라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곧 손창섭이
성실한 독자 중 한 명이었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컨대 손창섭은 일본에서 유학
하던 시절 ‘세계(대중)문학전집’을 통독한 경험을 술회한 바도 있으며, 체호프라거나 이부세
마스지의 단편을 탐독했던 경험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독서 경향이 소위 문학이 풍길 수 있는
‘직업적인 냄새’가 아니라 ‘재미있는 작품’에 치중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욱이 저의
짧은 식견에 따르자면 ‘독자’와 관련한 의식은 처음에 드린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
여겨집니다. 가령 1955년에 발표한 「여담」에서 손창섭은 “제대로 작가 구실”을 하기 위하여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원고를 쓰는 습관”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토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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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신문연재 소설이라는 형식은 처음부터 독자를 겨냥한 창작 태도와
긴밀히 연결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독자 대중과의 관계가 소설의 분량이라
거나 발표의 양식에 선행하는 문제라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잊을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손창섭과 ‘독자’라는 문제에 대한 편폭이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
니다.
더불어 「잊을 수 없는 과거」가 지닌 작품 자체의 특이성에 대하여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합일의 문제를 지나칠 정도로 기묘한 방식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이
서사를 통하여 손창섭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선생님께서 배려하신 덕에 이
작품을 발표에 앞서 읽어본 뒤, 저는 「잡초의 의지」라거나 『결혼의 의미』, 『부부』, 『삼부녀』
등의 작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작품은 사회라는 시스템에 휩쓸리지 않는 여성
상을 그려내고자 한 시도로 읽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상중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성
을 중심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써의 악”을 벗어나 혼자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여성상을
‘순애’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려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작품 뒤로 손창섭은 장편소설
속에서 ‘남성’의 욕망에 포섭되지 않는 여성 인물을 다채롭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의
끝자락에 위치한 단편소설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가치가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발표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작품을 학계에
소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손창섭 작가
의 서지를 완성해갈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문제는 사실 석사 논문을 작성하면서 부단히
마주해야만 했던 한계이기도 하였습니다. 홍주영 선생님과 곽상인 선생님 등의 노고를 거쳐
부족한 부분이 많이 메워지기는 했으나 다시금 앞으로의 가능성과 방법을 벼리지 않을 수 없
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한 선생님의 의견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단견에 불
과한 질문들을 서둘러 봉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질문을 두서없이 던지게 된 무례함
을 사과드리면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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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서 소설 「배반(背叛)의 여름」 에 나타나는 기만적 서술 방법과 위선적
행위 연구
박해랑(서원대)
1. 서론
이 논문은 박완서 소설 「배반(背叛)의 여름」 에 나타나는 기만적 서술 방법과 위선적 행위
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박완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험을 소설쓰기로 하였다.
그의 소설 대부분이 체험 중심의 1인칭 서술자의 시점에서 시작한다. 소설 「배반(背叛)의 여
름」 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아이의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과 주변인의 모습, 아이가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관점에서 서술이 이루어진다. 이 소설은 소설 속에서 아이의 시선을 빌
리고 있지만 그 서술의 내용을 보면 성인의 관점에 쓰이고 있다. 소설에서 서술의 주인공은
아이지만 아이의 서술이라고 볼 수 없는 서술로 이루어진다. 소설쓰기의 방법에서 아이의 시
선을 빌린 어른의 소설이고,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아이의 시선을 빌리고 있지만 그 해석
의 방법은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어른임을 면면히 드러내는 기만적 서술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이것은 아이의 시선을 통한 어른의 통상적인 서술이고, 아이의 시선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글의 내용은 어른에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설

「배반(背叛)의 여름」 속에 보이는 서술의 기만적 행위를 연구하여 이러한

서술이 가지는 효과를 살펴보고, 소설 속에 나타나는 인물의 위선적 행위를 분석하여 박완서
소설에 드러나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갖고자 한다.

2. 기만적 서술 방법
박완서는 체험이 형상화되어 있는 소설에서 대부분 일인칭 서술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이는 내적 초점화로 이야기할 수 있다. 유년에서 성년에 이르는 체험을 서술할 때 체험적
자아가 겪은 사건에 서술자의 시각을 부여하는 것이다. 서술의 대상인 과거의 체험이 원거리
를 유지하고, 화자는 과거의 체험자아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서술자아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체험을 종합한 결과로 지식이 축적되어 과거의 서술에 있어서 외적 초점
화로서의 권위를 지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서술자 ‘나’는 과거의 ‘나’와 주변 인물들
에 대해 외적인 시각과 내적 시각을 동시에 갖게 된다. 그 결과 거리를 유지하는 과거 체험의
서술은 외적 초점화와 내적 초점화가 수시로 교체되는 양상을 띤다.230)
외적 초점화는 한 사람의 작중인물이 자신의 과거를 초점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상적이다.
내적 초점화는 초점화자에 의해 조절되는 정보와 동시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외적 초
점화자는 스토리의 모든 시간적 차원(과거·현재·미래)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지만, 내적 초점
화자는 작중인물들의 현재에만 제한되어 있다.231)
일인칭 서술은 이야기 세계에 등장하는 인물이 소설의 서술자 역할을 맡는 경우이다. 즉,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지난 일을 서술하는 서술자로 나서
는 것이다. 서술자는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 속의 특정한 인물 ‘나’라

230) 심미선, 이상우, 「박완서 단편소설의 일인칭 서술자 연구」, 『교육연구』 14(2), 2007, 174-175쪽.
231) S리몬-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현대 시학』, 2003,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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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칭한다. 일인칭 서술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나’와 그를 ‘나’
로 부르는 서술자가 시간적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서술의 행위는 시간적 거리를
확보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등장인물이 곧 서술자라는 것은 사건을 체험하면서 곧바로
그 사건을 서술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사건을 체험한 어떤 인물이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그 사건을 서술하는 서술자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건을 체험하는
‘나’와 그것을 서술하는 ‘나’ 사이에는 시간적 거리가 존재한다.232)
서술자 ‘나’는 회상을 통해 과거 체험을 현재 사건에 삽입시키고 과거와 현재의 거리를 조
성한다. 자신이 겪은 일을 현재 서술의 시간에서 기억하여 해석, 평가하는 서술방식으로 과거
와 현재의 시간적 거리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체험의 주체와 서술의 주체는 동일인물이지만
이야기의 시간에 위치해 있는 체험자아 ‘나’와 서술의 시간에 위치한 소설자아 ‘나’는 시간적
거리로 분리되어 있다.
박완서 소설의 서술상 특징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체험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서술로 보여준다. 과거의 ‘나’는 체험한 당시의 관점으로 그 사건에 대해 감정적이고, 현재의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좀더 객관적인 관점을 지니게 된다. 과거의 ‘나’는 미숙하고, 어린 상태
의 ‘나’이고, 현재의 ‘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난 성숙한 시점에서 그 사건을 재해석하고 서술
하여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서술을 가능하게 한다.
나는 나의 아버지 아닌 딴 아버지를 볼 때 하나같이 한 마디로 쪼오다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렇
게 세상의 아버지란 아버지는 허약하고 비굴하고 비실비실해 뵈는 쪼오다일까.
나의 아버지만 아니었다면 나는 아예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일을 면할 수 있는 방법에 공부
대신 몰두했을 것이다. 나에겐 나의 아버지가 있었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훌륭함을 사랑했고 자랑스러
워했고 거기 황홀했다.
채마밭을 가꾸며 과수원으로 품팔이를 다니던 아버지는 단단하고 장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든
든한 목과 정직한 눈과 완강한 턱과 넓은 가슴과 대들보 같은 허리와 길고 날렵하고 건강한 다리는 아무
하고도 안 닮은 아버지만의 것이었다. 제아무리 보디빌딩으로 단련된 훌륭한 육체도 아버지의 것과 견주
면 생귤과 플라스틱 귤을 견주는 것만큼이나 뚜렷한 차이가 났다.(89-90)233)

위의 내용은 서술자 ‘나’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아버지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초등학년 2
학년의 눈에 보인 아버지들의 모습은 나의 아버지를 빼고 다른 아버지는 모두 ‘쪼오다’로 표
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 나의 아버지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다른 아버
지는 ‘허약하고 비굴하고 비실비실해’ 보이는 ‘쪼오다’의 모습이고, 나의 아버지는 채마밭을
가꾸며 과수원 품팔이로 다져진 ‘단단하고 장대한 체구를 가지고, 든든한 목과 정직한 눈과
완강한 턱과 넓은 가슴과 대들보 같은 허리와 길고 날렵한 건강한 다리’를 가진 훌륭한 육체
의 소유자인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초등학교 2학년이 가능한 서술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소
설 속에 드러난 아버지의 모습은 서술 내용으로 보아 성인의 눈으로 바라본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초등 2학년의 눈에 보이는 다른 아버지에 대한 묘사와 나의 아버지의 대한 묘사는 체험
자아로서 ‘나’와 서술 시점의 ‘나’의 관점에서 보면 서술상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서술의 방법은 아이의 눈을 통한 성인의 서술 방식을 선택한 박완서 특유의 서술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 방법은 비극적 서사의 하위 모방양식에서는 연민과 공포의 감정은 정화되지도,
232) 조정래·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5.
233) 박완서, 「배반(背叛) 의 여름」,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11, 88-89쪽. 이하 인용쪽수만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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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쾌락으로 동화되지도 않으며, 이러한 감정들은 작품 외부의 선정적(煽情的)인 감정으로
전달된다고 한다. 하위모방 양식의 비극은 가정비극(domestic tragedy)인데, 아마도 비애
(pathos)라는 말이 이 비극을 특징짓게 하는 것 같다. 비애는 선정적인 눈물의 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애의 주인공이 어떤 약점으로 인해 고립된 존재임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
약점은 우리 자신도 주인공과 똑같은 약점을 갖고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호소력이 있는 것이다.234)
부자 아버지의 외적인 허약한 모습과 가난하지만 외적으로 건장한 나의 아버지를 비교하여
아이의 눈에 타인의 부유함이 뚜렷이 서술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난한 나의 아버지의 건장한
모습은 더욱 두드러지게 희화화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초등 2학년의 시점에서 보인 아버
지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지만, 서술자는 작품의 말미에서 자신은 고등학생임을 밝힘으로 고등
학생의 눈에 보인 어른들의 모습을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설 말
미에서 허약한 쪼오다 같은 어른에게 나의 건장한 아버지가 굽실대며 인사하는 장면은 아이의
눈에 보인 물질만능 사회의 희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나’의 눈에 보이는 어른들의 위선적 행위
우리와 동등한 수준에 있는 개인을, 그 개인이 속하고 싶어하는 사회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키
는 것이 비애의 근본 개념이므로, 이런 고립된 정신에 대한 연구가 세련된 비애문학의 전통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얼핏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자신과 비슷한 인간이 내적인
세계와 외적인 세계의 대립, 상상적인 현실과 사회의 공동의지에 의해서 구축된 현실과의 대
립 등으로 인하여 어떻게 몰락해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인물을 그리스어로 알라존(alazon)이라고 부르는데, 알라존은 기만적인 인물,
즉 자기를 실제 이상의 존재인 것처럼 가장한다든가, 그렇게 되고자 애쓰는 자를 말한다. 이
러한 유형의 인물들은 희극에서부터 늘 존재해왔으며, 희극은 외적인 측면에서 관찰되기 때문
에 사회적인 가면만이 눈에 비칠 수 있다. 그러나 비극의 주인공도 알라존으로서의 일면을 갖
는다.235)
아이러니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나타나 있다. 거기에서 에이론(eiron)은

알라존과는 반대로 자기를 비하시키는 인간이다. 이러한 인물은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
하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인물을 비난하고 있다. 아이러니라는 말은 자기를 실제 이하로 낮
춰 보이게 하는 재주를 가리키고 있으며, 문학에서는 보통 가능한 적게 말하면서 가능한 많은
것을 의미하는 기법을 가리키고 있다. 직접적인 진술이나 그 진술의 표면상의 의미를 피하게
끔 말을 배열하는 것을 가리킨다.236)
① 그 옷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까마귀처럼 윤택하게 새까맣고 찬란한 금빛 단추가 필요 이상으로 여
러 개 달렸고 소맷부리와 모자에 굵은 금줄을 두른 비상식적이리만큼 화려한 옷이었다. 그런 옷에 의해
압도되지 않고 돋보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버지같이 잘난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옷이었다.
……중간생략……
그 옷을 입은 아버지는 나에게 힘과 권위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때 내 밑에, 사내동생이 둘이 있어
서 우리는 아들만 삼형제였다. 아침에 아버지가 그 옷을 입고 막내동생의 몸통만한 새까만 구두를 신고
234) 노스럽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2013, 106쪽.
235) 노스럽 프라이, 앞의 책, 108-109쪽.
236) 노스럽 프라이, 앞의 책,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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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할 때면 우리 삼형제는 일렬로 정렬을 했다. 그리고 내가 늠름하고 훌륭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벅찬 경의와 감동으로써 ‘차렷’ ‘경롓’을 호령하면 동생들은 엄숙하고도 진지한 내 동작을 그대로 흉내내
두 발을 모으고, 꼿꼿이 서서 오른손을 눈썹 위로 오려 붙였다.
그러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짓고 걸음나비가 넓은 특이한 걸음걸이
로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그 보일 듯 말 듯한 미소, 고집스러운 턱의 선이 약간 부드러워지는 정도의 미
소에 나는 얼마나 매혹됐던가.
나의 아버지는 자식들이나 아내의 낯간지러운 “빠이빠이” “일찍 들어오셔야 돼요” 따위 소리를 들으
며 출근하는 쪼오다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의 아버지는 백만 대군을 사열하는 장군처럼 장엄하게 출근해
야 했다.(90-91)
② 자동문 밖에 새까만 차가 멎더니 대머리가 까진 키가 작고 넥타이를 맨 쪼오다 티가 더럭더럭 나
는 남자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질겁을 해서 뛰어나갔다. 그러더니 꼿꼿이 서서 우리 삼형제가 매일 아침
아버지한테 하는 것 같은 ‘경롓’을 그 쪼오다한테 엄숙하게 올려붙이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 쪼오다가 아버지를 거들떠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을 살필 겨를도 없었다. 승용차
는 연달아 자동문 밖에 와서 멎고, 아버지와 너무도 딴판인, 억수같이 퍼붓는 소나기 속을 물 한 방울
안 맞고 십 리도 가게 생긴 생쥐 같은 사내들이 그 속에서 내렸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경의를 과장한 ‘경
롓’을 올려붙였다.(94)

①에서 아버지는 자기기만적인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어린 아들의 눈에 보인 아버지의 겉모습은 ‘찬란한 금빛 단추가 필요 이상으로
여러 개 달렸고 소맷부리와 모자에 굵은 금줄을 두른 비상식적이리만큼 화려한 옷’(90)을 입
고, ‘백만 대군을 사열하는 장군처럼 장엄하게 출근’(91)하였다. 옷은 아버지의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입는 옷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눈에 보인 아버지는 매우 화려한 옷을 입고, 삼형제
의 사열을 받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가 의도했던 안했던 아버지는 소설 속
에서 자기 기만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에게 자신의 신분을 낮추고 일부러 비굴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신분을 가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보다 높은 사람인체 행동
하는 것 또한 자기 기만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현실적 지위 모습을 가족에 숨길
필요는 없지만 가장되게 행동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 아이의 눈에 보인 아버지의
모습이기에 이러한 행동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소설에서 작가는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차
이를 아이러니하게 서술하여 소설 속의 현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현실임을 더욱 빛나게 보
여주고 있는 것이다.
후에 어린 아들을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부부가 몸싸움하는 모습에서 그들 간의 무언의 몸싸움은 이 소설 속에서 아버지
의 모습을 가장 되게 표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들을 직장에 데리고 가서 자
신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가장된 모습을 깨기 위한 행동이라기보
다는 어린 아들에게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②에서 아들은 ‘쪼오다’들에게 과장된 ‘경례’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
고 회사 밖으로 도망하고,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놀라 도망하는 모습을 ‘껄껄껄’ 웃기만 하고
잡지 않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또 다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 기만적 행위에 대한 인정으로 볼 수 있으며, 어린 아들은 현재에서
지난 과거를 회상할 때 어른들의 기만적인 행동에 상처받고, 그 상처에 대한 치유보다 아버지
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방법 성장하고, 소설을 묘사한다. 실제 대
부분의 어린 시절 가족에 대한 상처는 치유되기 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에 대한 동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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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의 감정으로 그 상처는 자연스럽게 치유되기도 한다.
① 내가 고등학생이 되자 아버지도 많이 늙었다. 나는 그 나이가 되도록 그런 어릿광대스러운 양복을
입고 수위 노릇을 해야 하는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낄지언정 앙심이 남아 있을 리 없었다.
나는 아버지를 우상처럼 섬기는 대신 사랑했고, 대신 새로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새로운 우상은
전구라 선생이었다. 내 방에는 전구라 선생의 다섯 권 전질의 전구라 사상전집이 있었고, 입곱 권 전질
의 전구라 수필집이 있었고, 여섯 권 전질의 전구라 문학전집이 있었고, 열 번도 넘어 읽어 종이가 풀솜
처럼 부드러워진 『청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전구라 선생의 청소년을 위한 문집이 있었고 액자 속엔
전구라 선생의 사진이 있었다.(95)
② 나는 거의 매일같이 그 새앙쥐네를 드나들며 갖은 구차한 통사정을 다 하고 제발 우리 불쌍한 친
구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애걸을 했다. 그 새앙쥐 해놓고 살기도 으리으리하게 해놓고 살더라만
거만하긴 또 어찌나 거만한지. 나는 그때서야 그가 만만치 않은 세도가인 것 알았지. 그는 내 애걸을 듣
는 즉시 나를 거들떠도 안 보고 경찰서 누구누구, 검찰청 누구누구에다 대고 전화를 거는 거야. 여보게,
내 차가 볼링하러 간 사이 생전 처음 택시를 이용하려다 내가 이만저만한 봉변을 당했으니 그놈은 중벌
로 다스려줘야겠네, 추상같은 법의 맛을 보여줘야겠네. 이런 따위 전화 말야.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
그런데 사람이 아주 죽으란 법은 없다구, 내가 그놈에게 고소를 취하시키든지, 그놈을 쳐죽이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해야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간 날, 실로 요절복통한 일로 사건이 거꾸로 됐지 뭐냐. 나는 어
떡하든 살인죄는 안 범하려고 덮어놓고 그 새앙쥐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지. 새앙쥐는 끄덕
도 안 하더군. 그러다가 나는 별안간 그 집 재떨이를 내 주머니에다 털어넣고 가가대소를 하며 일어섰
지. 그놈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던군. 재떨이에 뭐가 있었냐구? 인석아, 재
떨이에 뭐가 있긴, 꽁초가 있었지. 그 새앙쥐는 그때 켄트를 피우고 있었고, 그때 한창 양담배 단속이 심
할 때였거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양담배를 피는 걸 들키면 오백만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엄포를 놓
을 때였으니까. 세상에 그 거만하던 생쥐가 일 초 간격으로 그렇게 비굴해질 수 있을까. 알고 보니 거만
과 비굴은 종이 한 겹 사이도 안 되더라. 그 새앙쥐 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뭐라더라. 응, 빠다제로 합
시다, 이러더군. 빠자제가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나는 아암 켄트 피는 양반이니까 미
제 빠다도 잡수셨겠지 어쩌구 하며 방바닥에 있는 그 작자의 켄트갑까지 얼른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었
지. 그 작자 떨리는 음성으로 그게 아니구 켄트 꽁초하고 고소 취하장하고 맞바꾸자고 하더군. 나는 얼
씨구 고소 취하장에 도장 받고,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 전화로 높은 사람한테 고소 취하의 뜻까지 밝히
게 하고 그제서야 주머니를 뒤집어 꽁초를 훌훌 털어내고 나왔지.(102-103)

어린 ‘나’는 고등학생이 되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연민과 사랑으로 친화되었다. 나는 아버
지 대신 ‘전구라’라는 새로운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소설 속 ‘나’
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한 청소년으로 성장한 것을 틀림없는 사실이
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누군가를 우상으로 하여 그의 책을 모두 정독하고, 우상의 행동을 흠
모하고 그와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나’가 존경하
는 ‘전구라 선생’은 아버지와 연루된 사건을 들으면 다시 그 우상이 산산조각 나게 된다. ‘나’
의 우상은 전구라 선생은 사회적으로 매우 훌륭한 인물로 많은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었던 인
물로 묘사된다. 그러한 전구라 선생은 아버지의 일화를 통해 택시를 새치기 하는 재주가 있으
며,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보다 나약한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인물로 드러난다.
그리고 결국 금지된 양담배를 피우다 자신이 조롱하던 ‘나의 아버지’에게 바지가랑이를 붙들
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된다. ‘나’가 존경하던 ‘전구라 선생’도 결국 자기 기만적인 인물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결국 ‘거만과 비굴은 종이 한 겹 사이도 안 되더라’(103)는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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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통해 인간 사회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작가 박완서는 주인공 ‘나’의 서술과 시선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생 신분의 ‘나’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보아온 어른들의 모습을
체험자아의 소술에서 시간적 거리를 둔 서술자아로 묘사하여 결국 아이의 눈에 보인 어른들의
기만적인 모습을 좀더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소설 「배반(背叛) 의 여름」에서 아버지는 ‘나’의 최초의 우상이었다. 그러한 우상의 이미지
를 아버지는 스스로 깨어버린다. 나의 두 번째 우상 ‘전구라 선생’도 아버지의 일화로 무참히
깨어버린다. 아버지의 ‘껄껄껄’하는 웃음소리는 나의 고독을 채찍질하고, 나를 고독 속에 허우
적거리게 한다. 아버지 반복적인 진실 폭로를 통해 ‘나’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외부의 환
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진실하게 찾고 성장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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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서 소설 「배반(背叛)의 여름」에 나타나는 기만적 서술 방법과 위선적
행위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재건(서울대)
박해랑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위 글은 박완서의 단편소설 「배반의 여름」(《세계의
문학》, 1976년 가을호 ;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11) 속 주인공 ‘나’가 세계와 대결하는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기들을 면면히 밝히고 있습니다. 위 연구에 따르면 ‘나’는
아버지라는 기만적 세계로부터 객관적 거리를 확보한 인물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내부에서 발견하는 주체입니다. ‘나’의 ‘성장’은 유년 시절의 감각들을 회상하며 그것을 배반
하는 가운데 이뤄지는데, 위 논문은 이를 ‘체험주체’와 ‘서술주체’가 시간적으로 이격됐기에
가능했음을 시사합니다. 즉, ‘지금의 나(서술주체)’는 어렸을 적 어른들의 기만이 ‘유년의 나
(체험주체)’를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했는지를 드러내주며 독자로 하여금 비애를 자아내게 만
듭니다. 종합해보면, 위 글은 「배반의 여름」 속 일인칭 주인공인 ‘나’를 서사학적으로 분석해
내어 비극이 발생하는 지점을 명확히 밝혀고, 기존의 박완서 연구에서 크게 조명 받지 못한
소설을 분석했다는 점에 그 연구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 아래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
고자 합니다.
1) 「배반의 여름」은 여타의 박완서 소설들 이를테면, ① 전쟁의 상흔을 그린 소설이나 ②
소시민의 허례의식을 서사화한 소설, ③ 노년기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인물의 내면
을 그린 소설 등과 견주어 봤을 때 이례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위 소설과 비슷한 주
제의식을 함의한 또 다른 작품이 있는지 궁금하고, 작가가 이러한 소설들을 창작하게 된 직접
적인 언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언하자면 박완서 소설 연구에 있어 위 방법론이 보다 일반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2) 위 발표문에는 “아버지가 의도했던 안했던 아버지는 소설 속에서 자기 기만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4)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아버지는 ‘기만적 효과’
를 자아내는 인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기만’이 발생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소설의 전반적인 주제를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겉모습에 대한 화려함
은 ‘아버지의 기만’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주인공 ‘나’의 ‘무지’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위 연구는 아버지의 훌륭한 육체를 묘사하는 서술을 두고 “성인의 눈”(2)
이라고 판단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3) 끝으로 위 소설은 어린 화자가 등장하는 여타의 박완서 소설들과는 다르게 ‘남아男兒’가
초점화자로 등장합니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호모 소셜한 사회에서 ‘나’는 “진정한 늠름함, 진
정한 남아다움”을 “내부에서 키우”(104)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남성성을 획득
하는 것(혹은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 성장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위 발표문에는 그 내용 자
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기에 청해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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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호주원주민 선교를 통한 식민화 정책:
피터 캐리의 『오스카와 루신다』
박선화(건국대)
1788년 아서 필립(Arthur Phillip) 선장이 이끈 최초 식민지 원정대가 시드니 코브(Sydney
Cove)와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를 영국 식민지로 선포한 지 200년 후 출간된 피
터 캐리(Peter Carey: 1943- )의 1988년 『오스카와 루신다』(Oscar and Lucinda)는 “영국
성공회가 호주에 정착하는 데 실패한 사건을 다룬 소설”(Dalhstrom 284)로 간주되기도 한다.
『오스카와 루신다』에서 오스카(Oscar) 사제는 동전 던지기와 같은 ‘내기’(wager)에 의존하여
신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다가 시드니의 루신다(Lucinda)의 재산을 탕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유리 교회’(glass church)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의 호주원주민
(Aboriginal Australian)을 죽음으로 내몬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 논문에서는 1988년 ‘호주
건국200주년’(Australian Bicentennial)에 맞추어 출간된 『오스카와 루신다』가 호주로 이주한
영국 성공회 소속의 오스카 사제의 종교적 위선과 기만을 풍자함으로써 기독교와 더불어 영국
제국주의의 기만과 허위성을 고발하는 소설로 읽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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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밍웨이 작품을 통해 본 위선과 기만
정신희(한남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의
주인공 로버트 조던은 명령의 순종에 충실한 인물이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죄악이지
만 대의명분을 위해서는 살인도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이다. 그가 말하는 대의명분
은 안셀모와의 대화에서 확인된다. 안셀모는 자신이 살인을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언
젠가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가 용서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
에서 그는 “이 세상에 이젠 하느님도 안계시고 하느님의 아들도 성령도 안계시니 누가 용서할
까? 난 모르겠어(Since we do not have God here any more, neither His Son nor the
Holy Ghost, who forgives? I do not know.)(41)”와 “만약에 이 세상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하느님은 내가 보아온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거야. 그들이나 하느님을 믿으라해(If there
were God, never would He have permitted what I have seen with my eyes. Let
them have God.”(41)라는 대꾸에서 볼 때, 신앙적인 성장에서 자란 그가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시 스페인 내전에서 가톨릭교회는 우파 반란군을 지지에
안셀모는 강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서민들의 생활을
직접 느껴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로버트 조던은 “그러면 그들이 살아남아서 당신을 다시 노
예로 만들거요(And they would survive to enslave thee again)”(41)라는 말로 살인은 단
지 대의명분에 따를 뿐임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처럼 전쟁에서 종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
고 오히려 가톨릭이 우파에(파시즘)에 손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신부는 민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두려움의 해소는 기도이다.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성모마리아를 찾는다. 안셀모 노인은 자신이 살인한 것에 대해 전쟁이 끝나면 고해성사
를 통해 죄를 씻어야한다고 독백을 한다. 마리아는 다리 폭발의 명령을 수행하기 하러 간 로
버트의 안전을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거부했던 종교적인 힘에 사실상 의
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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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 나타난 위선과 기만」에 대한 토론문

윤수현(경상대)

어니스트 헤밍웨이(Earnest Hemingway)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 1940)에 나타난 위선과 기만을 파헤치고자 한 본 발표문은 전쟁사 속에서
개인, 혹은 집단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역설과 모순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자 한 발표문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영웅 서사와 종교 서사를 통해서 위선과 기만을 드러냈다
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라는 묘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흑백이 불분명한 때에 한쪽
의 영웅은 다른 쪽의 역적이고, 언제든지 그 기준이 뒤바뀌면 영웅에서 역적으로 추락할 수
도, 역적에서 영웅으로 추대될 수도 있는 전쟁의 양태 속에서의 부조리가 논문에서 잘 드러
났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헤밍웨이가 이런 부조리를 통해서 무엇이 영웅적
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또한 로버트의 태도를 영웅적인 행위로 보아 휴머니즘을 드러내려고
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종교적인 서사는 더욱 복잡한 인간 심리를 드러냈다고 생각됩니다. 헤밍웨이는 종교적인
신념을 소설 속에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소설을 통해서 우파에 손을 들어준
가톨릭에 대한 비판과 그럼에도 전쟁통 속에서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양가적인 모
습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종교 속에서의 위선과 기만을 드러낸 것인 아
닌지 생각됩니다. 가톨릭이라는 집단 내에서의 위선과 기만뿐 아니라 개인의 신도들 사이에
서의 위선과 기만 또한 그려내고자 했던 헤밍웨이의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성모 마
리아와 똑같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주인공이 우파 파시스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가 로버트와의 순수한 사랑을 통해 이 상처를 극복하는 서사를 통해서 헤밍웨이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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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僞)전기:
게오르기 이바노프의 회상록을 중심으로
박선영(충북대)
1. 전기 속 ‘시’와 ‘진실’의 문제
‘전기(biography)’란 문자 그대로 한 인간의 삶의 궤적을 톺아보며 그것을 기록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의 역사 기록’인 전기 장르에 생래적으로 배태되어 있는 사실성과 허구성의 양
립 문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전기 작가의 의도에 따라 허구성으로 포화되어 있는 전기
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위전기(僞傳記, pseudo-biography)’237)라는 장르로 명명
하고, 해당 장르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위(僞)전기’에 해당하는 저작들을
연구함으로써 이 장르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 또한 목표로 삼는다.
‘모든 글은 자서전이다’238)라는 머레이의 주장이나 ‘모든 인간의 삶은 미학적 대상이 될 수 있
다’239)는 비노쿠르의 주장처럼, 인간 삶의 미학화는 예술의 가장 보편적이고도 기본적인 원칙
이었다. 그로 인해 전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타인 혹은 자신의 생애를 기술하는 데 있어
예술적 구성 원칙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시가 된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
다(жизнь, переходящая в стихи, уже не жизнь)”240)라는 슈클롭스키의 언급에서 보듯
이 삶의 미학화는 불가피하게 날것으로서의 삶에서 가공된 삶으로의 변화가 동반된다. 만년의
괴테는 자서전 나의 인생. 시와 진실(Aus meinem Leben. Dichtung und Wahrheit)
(1811-1831)의 머리말에서 자서전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반쯤은 문학적이고 반쯤은 역사적인
어떤 것”)에 대해 적시하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전기를 “하이브리드”로 규정하며 “내러티브와 교차된 역사”라고 간략하게 정의
한 벤톤의 견해는 정당성을 확보한다.241) 그럼에도 통상 전기가 (자전적 혹은 전기적) 소설 같
은 다른 문학 장르와는 달리, 팩트/사실성을 토대로 삼음으로써 장르의 존재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팩트의 의식적인 가공, 더 나아가 조작 및 창작이 의도적으로 활성
화된 저작의 경우, 이를 단순히 전기로 통칭하기에는 모자람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위(僞)전기’라는 전기의 새로운 하부 장르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다.
2. 위(僞)전기란 무엇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와 ‘어떻게 쓸 것인가’가 함의하는 ‘스토리(фабула)’와 ‘플롯(сюжет)’의
문제라든지 내용과 형식, 혹은 재현과 표현의 문제 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소 극단적
으로 말해, ‘말해진 생각은 거짓이다(Мысль изреченная есть ложь)’라는 튜체프의 단언처
237) 이 글의 분석 대상을 염두에 둘 때 ‘위전기’보다는 ‘위회상록(pseudo-memoirs)’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확할 수도 있겠으나, 전기 및 유사 장르 간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바
(필립 르죈(1998) 자서전의 규약, 윤진 역, 문학과지성사, 24쪽을 참고) 여기에서는 장르의 혼종성
에 기인한 전기 장르의 넓은 스펙트럼을 감안하여 유사 성격 및 형식의 글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용어인 ‘위전기’로 명명하기로 한다.
238) D. Murray(1991) “All writing is autobiography”,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Vol. 42, No.
1, pp. 66-74.
239) Г. О. Винокур(1997) Биография и культура, М.: Русские словари, С. 20.
240) В. Шкловский(2001) “Анна Ахматова. Anno Domini MCMXXI”, Анна Ахматова: Pro et contra, Т.
1, СПб.: Изд. РХГИ, С. 415.
241) M. Benton(2007) “Reading Biography”,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Vol. 41, No. 3,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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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구성 혹은 구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모든 글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공의 가능성
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적 글쓰기, 즉 기록의 표본으로도 여겨지는 일기나 편지처럼 통상
역사 연구 자료로도 자주 활용되는 일상적·실용적 성격의 글에서조차 저자의 문학적 가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예: 티냐노프의 ‘문학적 사실(литерату
рный факт)’로서의 서신 규정242)). 그런 점에서 필립 르죈에 따를 때, 자신의 과거를 기반
으로 하는 ‘고백’ 장르가 ‘소설’, ‘아나토미(해부 혹은 풍자)’, ‘로망스’와 함께 ‘픽션’으로 구분
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주관성에 기반하는 ‘고백’이란 장르가 설령 ‘픽션’으로 구분
되기도 할 만큼 가공의 가능성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고백’을 비롯한 자서전 및 전기
장르가, 자전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자전적 소설’과 구분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허구’와 ‘거
짓’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허구’는 소설의 영역에, ‘거짓’은 전기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독자들이 소설과 달리 전기를 대할 때 진실과 거짓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이유가 통상 전기는 ‘논픽션’으로서 사실만을 서술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
문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타인의 삶을 묘사하는 회상록 전기 형식을 취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의도적
으로 다수 삽입하여 기록하고 있는 게오르기 이바노프의 저작은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1922
년 9월에 베를린으로 망명을 떠났다가 1923년에 파리에 정착한 이바노프는 1924년 여름부터,
러시아 망명자들이 파리에서 발간한 신문 ｢고리(Звено)｣에 중국 그림자(Китайские тени)
(부제: ‘1912-1922년의 문학적 페테르부르크’)를, 1926년 1월부터 신문 ｢나날들(Дни)｣에 페
테르부르크의 겨울(Петербургские зимы)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신
문 ｢최신 뉴스(Последние новости)｣에 아흐마토바, 쿠즈민, 블록에 대한 ‘초상적 스케치’를
발표한 뒤 이 글들을 묶어 1928년에 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예
술적 가공을 위해 자주 팩트를 희생시키고 있는 이 저작은 발표 당시 이미 여러 연구자들로
하여금 장르의 특이성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이바노프의 전기 작가 아리예프는 페테르부르
크의 겨울에 대해 쓰면서 무엇보다 이 저작의 장르 규정 문제에 집중한 채 이 작품이 ‘도큐
먼트(документ)’인가, ‘기묘한 회상록(прихотливые мемуары)’인가, ‘소설(беллетристик
а)’인가가 주요한 논점이었다고 지적한다.243) 예를 들어, 훗날 13차례나 노벨문학상 후보로 추
천되기도 했던 러시아의 유명 망명 작가 마르크 알다노프(М. Алданов)의 언급이나(“이건 소
설도 아니고 ‘오체르크’도 아니다. 책의 장르는 [규정하기] 어렵지만 저자는 이를 멋지게 다루
고 있다”) 즈노스코-보로프스키(Е. А. Зноско-Боровский)의 언급은(“책 속의 모든 기법은
소설, ‘순수한’ 예술 문학에서 취한 것이다.”244)) 회상록에 인입된 ‘시’적인 것, 즉 문학적 가
공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었다.
‘회상록 전기’이되 예술적 가공이 지배적인 이바노프의 저작은 비(非)연대순으로 그려낸, ‘은세
기’ 러시아 문학계에 대한 예술적 소묘이자 작가의 문인 지인들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이고도
비사실적인 초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실제 사건과 사실들을 소문이나 작가 자신의 판타
지와 자의적으로 뒤섞어 놓았던 탓에, 츠베타예바, 아흐마토바, 세베랴닌 등 그의 동시대인들
로부터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문제작이기도 하다. 연구자 그랴칼로바는 이바노
프가 하나의 문학적 기법으로서 ‘가공(фикция)’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런 의도적이고도

242) Ю. Н. Тынянов(1977) Поэтика. История литературы. Кино, М.: Наука, С. 265-266.
243) А. Ю. Арьев(2009) Жизнь Георгия Иванова. Документальное повествование, СПб.: Журнал Звезд
а, https://biography.wikireading.ru/231459 (검색일: 2019. 10. 05).
244) Там 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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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인 ‘가공’이 포함된 이바노프의 저작을 ‘가짜회상록(квазимемуаристика)’이라고 지칭
하기도 했다.245)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가짜회상적 특성’으로 인해 러시아에서는 1989년에 최
초로 출간되었을 때 이 작품은 ‘문학적 초상들’로 분류되었고, 발문과 주해를 쓴 편찬자 보고
몰로프(Н. Богомолов)는 이 작품의 특성을 “명백히 문학적”이라고 주장하였다.246) 그럼에도
이 작품은 통상 회상록 장르로 규정되는바(이바노프의 선집에서 ‘회상록’으로 규정된 이 작품
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이견 없이 ‘전기/회상록’ 장르로 분류된다.) 그림자 극장
혹은 환영의 도시 페테르부르크를 내세워 실제와 환영의 문제를 함축하는 표제를 달고 있는 
중국 그림자와 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은 ‘전기적 허구’인 소설 작품이 아닌 회상록, 좀 더 엄
밀히는 저자의 판타지가 의도적으로 뒤섞인 ‘위(僞)전기’/‘허구적 전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
다.
‘삶 그 자체’가 아니라 ‘미학화된 삶’, ‘예술적 삶’을 우위에 둠으로써 “예술적 공상이 실제보
다 더 믿을 만하고 진실한 경우도 있다”247)라는 견해가 도출되기도 하지만, 페테르부르크의
겨울에서 이바노프는 자신의 저작이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을 이미 예상한 듯 논란을 조금이
나마 피하고자 오류의 가능성을 지니는 기억의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 쓰며 자신의 ‘비사실적’
회상록 집필 방식을 간접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꿈과도 같은 회상이 있다. 회상과도 같은 꿈이 있다. 그리하여 이미 과거의 ‘바로 얼마 전 혹
은 아주 오래전’에 관한 것에 대해 생각할 때면 어디가 회상인지, 어디가 꿈인지 종종 알지
못하리라.
음, 그렇다, — “전쟁 전 마지막 겨울”과 전쟁이 있었다. 2월[2월 혁명 － 논문의 저자, 이하
동일]이 있었고, 시월 [혁명]이 있었다... 그리고 시월 [혁명] 이후의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더
찬찬히 바라볼수록 과거는 헝클어지고 미끄러지며 변한다.
... 유리 같은 안개에 싸여 폭 넓은 강 위에는 교각들이 걸려 있고 화강암 강변 위에는 궁전들
이 서 있으며 두 개의 가느다란 황금 바늘침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거리를
따라 걸어가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 마르소보 폴레[연병장]의 차르 열병식이
있었다... 바로 여기엔 동궁 위 붉은 기가 있다. 젊은 블록이 시를 읽고 있고.... “쇠진한” 블
록을 매장하고 있다. 어제 밤에 라스푸틴이 살해당했다. 그리고 이 연설을 하고 있는 사람(말
소리는 들리지 않고 화답하는 분명치 못한 찬성의 울부짖음만이 있을 뿐이다)은 레닌이다...
회상인가? 꿈인가?
어떤 사람들, 만남들, 이야기들이 아무 연관 없이, 계산 없이 기억 속에서 한 순간 일어난다.
완전히 흐릿한 것도 있고, 사진처럼 정확한 것도 있다... 그리고 다시 유리 같은 안개가 나타
나고 안개 속으로 네바 강과 궁전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눈이 내린다. 그리고 멜
로디 시계가 국가(國歌) “신께 영광 있으라...”를 연주한다.
아니다, 멜로디 시계는 “인테르나치오날”을 연주한다.248)
위의 인용문은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인물들, 정경들이 파편적으로 제시되어
마구 뒤섞여 있는 20세기 초 페테르부르크의 파노라마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의식의 흐름에
245) Н. Грякалова(2010) “«Китайские тени» Георгия Иванва: Фикция как прием”, 러시아연구 제20권
제2호, С. 7.
246) Г. В. Иванов(1989) Стихотворения. Третий Рим. Петербургские зимы, М.: Книга, С. 503.
247) А. Ю. Арьев(2009), https://biography.wikireading.ru/231421 (검색일: 2019. 10. 05).
248) Г. Иванов(1994) Собр. соч.: в 3 т. Т. 3, М.: Согласие, С.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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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듯 기술되고 있는 이 글 속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이전의 겨울과 제1차 세계 대
전, 1917년의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 뒤섞이고, 블록(젊은 블록과 고인이 된 블록)과 라스푸
틴과 레닌이 무명의 군중들과 뒤섞이며 페테르부르크의 네바 강과 궁전들, 해군성과 페트로파
블롭스키 사원 등이 안개와 눈(雪) 속에서 마구 뒤엉키고 있다. 그런데 이바노프는 이렇게 기
억이 뒤엉키게 된 원인을 다름 아닌 기억의 속성에서 찾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기억(회상)은
꿈과 혼동될 수 있을 만큼 분명치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기억 속에 있는 과거는 “더 찬찬히
바라볼수록 헝클어지고 미끄러지며 변한다.” 뿐만 아니라 그림자의 공간, 환영의 공간, 판타스
마고리아(phantasmagoria)의 공간인 페테르부르크, 더욱이 ‘페트로그라드’로(더 이후에는 ‘레
닌그라드’로) 이름이 변경되어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도시 ‘페테르부르크’의 기억에 대
한 가공성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리고 창작자로서의 이바노프의 정체성 규정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망명자’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회상록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러시
아에서의 과거 삶 자체, 더 나아가 러시아 자체가 하나의 꿈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관
해서는 이바노프와 마찬가지로 망명자로서의 운명을 살아야했던 베르베로바의 자서전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러시아는 꿈이었지요.(Россия － это был сон.)”249)라고 한 망명자 알렉세
이 레미조프의 발언은, 어쩌면 러시아 망명자들의 심경을 짤막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연구자 미르스키는 이 작품을 “꿈의 책인가? 회상의 초고인가? 둘 다인 것이다. 페
테르부르크에 대한 책이다. [...] 저자는 페테르부르크에 대한 멋진 꿈을 꾸었다. 꿈은 백과사
전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꿈속에는 단락도, 제목도 없다. 꿈은 역사가들에 의해 기록
되지 않는다. 꿈은 시인들의 자유로운 연대기인 것이다.”250)라고 쓰기도 했다.
자신들이 떠나온 조국 러시아는 이미 시간상, 공간상 과거가 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 그 과거
속의 러시아에 대한 추억은 시공간적 외재성에 힘입어 더욱 변화무쌍해질 수 있었다. 말하자
면, 올가 체호바의 회상록 제목인 ‘내 시계는 달리 간다’처럼 저자의 의식에 따라 시간과 시간
속 사건들이 자의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의 닫힌 세계와는 달리 한 개인의 기억
세계는 열린 채 존재할 뿐 아니라 개인의 기억 자체가 무르디 물러서 “헝클어지고 미끄러지며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기억 속 과거는 그것이 ‘바로 얼마 전’이든지 ‘아주 오래전’이든지 무
관하게 ‘서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변형이 불가한 ‘서사적 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251)
마치 소설의 세계에 속하는 것처럼 필요에 의해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해지고 재편집이 가능해
지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오류가 아니라(1924년에 1920년 즈음을 추억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 기억의 오류를 말하기에는 이바노프가 기록하고 있는 과거가 기억의 오류
를 핑계로 삼을 만큼 먼 과거가 아니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식적인 생애의 가공이었
으며 그로 인해 이바노프의 회상록 전기는 전기이되 소설화된 가짜 전기, 즉 ‘위(僞)전기’로
명명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팩트와 픽션의 조합을 통해서는 ‘위전기’/‘허구적 전기’라는 장르가 생성
될 수도 있고 ‘전기적 소설(바이오픽션)’이라는 장르가 생성될 수도 있다. 즉 이바노프는 자신
의 과거와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을 제재로 하여 ‘위전기’를 쓸 수도 있었고, ‘전기적 소설’을
쓸 수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소설이라는 장르를 선택했더라면 얼마간 피해갈 수 있었을 동시
249) Н. Берберова(2011) Курсив мой, М.: АСТ.
Цит. по: https://avidreaders.ru/read-book/kursiv-moy.html?p=129 (검색일: 2019. 9. 20).
250) Д. Мирский(1999) “Петербургские тени”, Последние новости (27 сентября 1928). Цит. по:
Литератур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русского зарубежья (1918-1940), Т. 3, Ч. 2, М.: ИНИОН РАН, С. 36.
251) М. М. Бахтин(2000) Эпос и роман, СПб.: Азбука, С.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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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들의 날선 비판과 불평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바노프가 통상 ‘팩트’에 근간하는 것으로 간
주되는 ‘회상록 전기’를 굳이 고집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는 점이다.
3. 게오르기 이바노프의 회상록: 러시아 ‘은세기’ 신화화 수단으로서의 ‘위전기’
이바노프는 미래주의 및 아크메이즘의 시학 원칙을 공유하며 러시아 문화의 르네상스라 할 수
있는 ‘은세기’를 체험한 인물로, 1922년 망명을 떠난 이후에도 조국 러시아의 과거 문화에 대
한 강한 노스탤지어를 간직한 채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문인들에 대해 추억하며 페테르부르크
의 겨울, 중국 그림자 등의 회상록을 집필하였다. 그런데 바딤 크레이트가 작성한 이바노
프의 회상록 주해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게 되는 정보는 ‘왜곡된 인용’, ‘부정확한 인용’,
‘이바노프의 오류’, ‘이바노프의 혼동’, ‘팩트에 기반을 둔 공상’, ‘부정확’, ‘잘못된 정보’, ‘소
문에 따른 기술’, ‘주관적 기술’, ‘허구’, ‘완전한 허위’ 등과 같은 표현이다.252)
과거에 벌어진 일을 회상하여 기록하는 글인 만큼 회상록 장르에 ‘시/표현’의 가능성이 허용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회상록이란 것이 ‘팩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마치 일종의 ‘팩트 체크’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위의 주해가 다름 아닌 해당 저작에 포화되
어 있는 가공성/허구성에 대한 방증이 되고 있다. 다양한 사료를 통해 이바노프가 기술한 내
용들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 크레이트는 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을 “‘반쯤 소설적인 펠리에톤
들’을 엮은 책”253)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바노프의 저작에는 팩트/진실뿐 아니라
픽션/시가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베로베로바의 자서전 저자 강조(Курсив
мой)에 따르면, 이바노프 스스로 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이 “75%의 허구, 25%의 진실(семь
десят пять процентов выдумки и двадцать пять － правды)”로 이루어진 작품이
라고 밝혔다고 한다.254) 물론, 이바노프의 이런 발언은 과장일 수 있지만, 요는 이바노프가 이
런 문학적 상상력에 의한 가공을 자신의 문학적 기법으로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뿐만 아
니라 이바노프는 페테르부르크의 겨울에서 솔로구프의 입을 빌려 예술 자체를 허위의 한 형
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예술은 거짓의 한 형식이죠. 그것으로 인해서만 예술이 아름다운 것
이기도 하고요.”255)).
한 인간의 일생을 도큐먼트로 내버려두지 않고 예술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작가의 적극적인
예술화 방식을 통해 날 것으로서의 삶은 예술로 윤색된 삶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
화 과정에서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윤색의 수준을 뛰어 넘어 허구가 삽입되거나 진실이 왜곡
되기도 하면서 팩트가 픽션으로 변화되어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이바노프뿐 아니라
그의 아내인 시인 오도옙체바의 및 베르베로바의 저작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베르베로
바는 ｢블록 사망 25주기｣라는 글에서 츠베타예바의 사망일을 블록의 사망일과 동일하다고 쓰
고 있다(“그런데, 츠베타예바가 예세닌처럼, 블록의 사망일에 목을 맸다는 것에, 달리 말해
“러시아 시 전통 속에서” 죽었다는 것에 누군가라도 주목을 했었던가?”256)). 하지만 주해에서
도 밝혀지고 있듯이 츠베타예바가 사망한 날짜는 블록의 사망일(8월 7일)이 아니라 (1941년)
8월 31일이었다.257)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착오인지 의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

252) Г. Иванов(1994), 638-688.
253) Г. Иванов(1994), 638.
254) Н. Берберова(2011) Курсив мой, М.: АСТ.
Цит. по: https://avidreaders.ru/read-book/kursiv-moy.html?p=228 (검색일: 2019. 9. 25).
255) Г. Иванов(1994), 140.
256) Н. Берберова(1998) Неизвестная Берберова: Роман, стихи, статьи, СПб.: Лимбус Пресс, С. 136.
257) Н. Берберова(1998),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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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베르베로바가 이 글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러시아 시 전통” 속의 ‘죽
음’으로, 블록과 츠베타예바(사망일), 예세닌과 츠베타예바(자살)의 공통점을 어떻게든 찾아내
어 이 러시아 시인들을 신화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의식적인 오류가 아닌가 추정하도
록 만든다. 이는 자기신화화를 꾀한 아흐마토바가 자신의 출생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자신의
출생일을 다른 유명 인사들의 출생일이나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킨 것과 유사한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신화화이냐, 자신에 대한 신화화이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 베로베로
바의 경우든 아흐마토바의 경우든 모두 결국은 한 개인이 아닌 ‘(러시아) 시인’이라는 공적 존
재에 대한 신화화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조작 혹은 페이크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러시아 시인에 대한 이러한 신화화는 이바노프의 저작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이바노프는
‘은세기’를 ‘미학적 시대(эстетическая эпоха)’라고 불렀는데,258) 말하자면 ‘은세기’라는 시
대 자체가 예술적으로 가공된 삶으로 포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은세기’에 ‘생창작’이라
는 예술 방식이자 삶의 방식이 크게 유행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술로 충만했던 당대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문제는 용인 가능한 예술적 가공성의 범위를 훌쩍 넘어서서 사실 자
체를 완전히 왜곡하는 경우가 이바노프의 저작에서는 자주 발견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마콥
스키는 시인이었던 코마롭스키 백작과의 만남과 죽음에 대한 이바노프의 글을 “완전한 공상”
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회상록 작가인 이바노프에게 직접 확인해보기도 했다(“무엇
을 위해 이바노프에게 이러한 소설적 공상이 필요한지 나는 모른다. 20여 년 전 파리에서 내
가 그에게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거요?”라고 물어본 것이 기억난다. 이바노프는 대답으로 웃기
시작하더니 “꾸며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회상록”에 있는 많은 것처럼, 코마롭스키에 관
한 이야기는 꾸며낸 것일 뿐이다.”259)).
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의 문학적 가공성에 대해 강조하는 연구자 보고몰로프는 저작의 도입
부분에서부터 이바노프는 이 글이 ‘회상록’, ‘은닉된 인용 위에 구축된 텍스트’, ‘실제 삶과 관
련 없는 특별한 소설’로 다중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라고 지적한다.260) 중국 그
림자에서 블록과 블록의 집을 묘사하기 위해 블록 작품 속 수많은 이미지들을 실제로 존재하
는 것처럼 디테일로 적극 활용하기도 했던 이바노프는 페테르부르크의 겨울에서 페테르부르
크의 안개를 묘사하면서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들(아카키예비치, 라스콜니코프)과 실존인물들
(안넨스키)을 뒤섞어 두기도 하였다. 이처럼 삶과 예술이 서로 간섭하는 현상은 이바노프의 글
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데, 이바노프의 문학적 상상력은 만델슈탐에 관한 글에서 한층 도드
라진다. 회상록 작가는 기억에 의존하는 회상록의 일반적인 창작 방식에서 벗어나 마치 만델
슈탐을 하나의 문학적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바노프가 직접 목격할 수 없었던
내용(예를 들어, 만델슈탐의 부모나 조부모 혹은 만델슈탐의 청소년기와 관련된 상황들)을,
‘전해 들었다’와 같은 그 흔한 알리바이용 클리셰 하나 없이, 마치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문
학적으로 스케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바노프는 만델슈탐이라는 인물을 ‘기이할 정도로 웃음
이 많은 못생기고 가난한 재능 있는 시인’으로 캐릭터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회상록 작가는
시인 만델슈탐의 신화화된 이미지를 한편으로 견고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허물어 버리려
는 듯 보인다. 이는 만델슈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바노프가 캐릭터화하고 있는 ‘은세기’의
유명 문인들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었다. 조국 러시아를 육체적으로는 떠났으나 정신적으로는
떠나지 못했던 망명자들은 스스로는 온갖 마스크를 쓰고 익명성 속에서 사는 것을 즐겼으나
258) С. Кузьмина(2004)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XX века, М.: Наука, С. 349.
259) С. К. Маковский(2000) На Парнасе Серебряного века, М.; Екатеринбург: «Наш дом», С. 241.
260) Н. А. Богомолов(2004) От Пушкина до Кибирова, М.: НЛО, С.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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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회상하는 ‘은세기’의 유명인들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억해 내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조작을 해냄으로써 ‘미학적 시대’로서의 ‘은세기’ 신화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바노프는 시/허구가 전해줄 수 있는 파토스와 진실/팩트가 보장하는 신
뢰를 모두 선취하고자 ‘전기적 소설’이 아니라 ‘허구적’이기는 하나 ‘회상록’으로 남는 ‘위전
기’를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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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僞)전기: 게오르기 이바노프의 회상록을
중심으로」에 관한 토론문
김민아(서울대)
게오르기 이바노프(1894~1954)는 러시아 시인이자 산문작가로 특히 볼셰비키 혁명 이후 비자
발적 망명(추방), 자발적 망명을 택한 망명 작가/시인들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
에트 작가동맹에 의해 1930년대 초 공통의 창작 방법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채택된 후 푸
시킨, 고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를 거쳐 20세기 초의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문학으로 이어
지는 러시아 문학의 전통을 계승한 이들은 베를린이나 파리에 정착한 망명 작가들입니다. 그
러나 망명문학은 국내 러시아문학 연구에서 아직 미개척의 분야로 남아있고 더구나 게오르기
이바노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박선영 선생님의
연구는 매우 필요하고 참신하며, 또한 도전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먼저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게오르기 이바노프의 일
련의 ‘회상록’(memoir)들을 ‘전기’로 파악하고 있는데, 회상록과 전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전기가 한 인간(제 3자)의 삶의 이야기(일생)를 다룬다면 회상록은 서술자(주체)의 삶
으로부터의 가져온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들(memories)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기를
사실/논픽션으로 이해하고 회상록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하지만 전기만큼의 엄격한 사실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나 회상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고 회상록은 전기에 비
해 서술자의 주관적 인상이나 감상으로 훨씬 강하게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회상
록에서도 사실에 의거한 기억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데 반해 게오르기 이바노프의 회상록에서
는 틀린 기억, 왜곡, 허구가 종종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도 각기 다르
게 장르를 규정하였고(“기묘한 회상록”, “소설”, “가짜 회상록”, “소설화된 회고 장르” 등) 박
선영 선생님께서는 “위전기”라는 용어로 장르를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전기와 회상록은 다른 형식이므로 “위전기”라는 용어로 장르를 규정하는 것에 의문이 듭니
다.
2.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왜 게오르기 이바노프가 팩트와 픽션을 혼합한 회상록을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선영 선생님께서는 은세기(작가들)를 신화화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로 파악하
였는데, 역으로 작가 자신에 대한 신화화는 없을까요? 발표문에서 박선영 선생님께서 ‘마스크’
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 마스크가 어떤 마스크인지에 대해(마스크‘들’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
해보는 것도 반쯤은 허구적인 회상록을 쓴 이유를 설명하는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 마지막 질문은 다른 회상록들과의 연관성 여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망명 작가들(그리고
소련에 남은 작가들)이 회상록을 썼고 그 중에는 게오르기 이바노프처럼 일부러 왜곡, 조작한
기억을 회상록 속에 집어넣은, 나보코프 같은 작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코프의 작품에서
‘기억’, ‘꿈’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실존주의나 인상주의, 모더니즘 같은 당대의
철학적, 예술적 맥락을 고려해봄직도 할 법 한데, 이것은 제 언뜻 드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에 대한 박선영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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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코프 『성직자들』에 나타난 ‘고요’의 미학
신봉주(충북대)
1. 들어가며
이 글은 레스코프의 소설-연대기(роман-хроника) 『성직자들(Соборяне)』(1872)을 읽는 하
나의 기준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레스코프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들(Чающие движ
ения воды)』이라는 제목 하에 선보인 이 작품의 초판본에 ‘소설적 연대기(романическая
хроника)’라는 장르명을 부여하면서 자신이 쓴 것이 소설이 아니라 연대기임을 힘주어 말했
다. 그러나 『성직자들』은 스까즈를 비롯 여러 중,단편을 다작한 이야기꾼 레스코프를 도스토
옙스키, 톨스토이와 더불어 19세기 러시아 소설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소설’임이 분명하다. 짧지 않은 창작사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마치 독립된 일부로
서의 흔적을 남기고 있으나 사실상 동시대 비평가들은 물론 현대의 연구자들도 『성직자들』을
소설로 읽는 데에 크게 주저하지 않았다. 『성직자들』이 러시아 문학사상 처음으로 성직자라는
전형을 본격적으로 조명했을 뿐 아니라 사제 투베로조프라는 한 개인의 생애를 다룬 소설이라
는 사실은 이 작품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 전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전제는 이 작품의 소설로서의 요건들을 비판적으로 뜯어보기 위해 필요한 잠정적 합의점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작가 자신이 사건들의 비중을 조절해가며 중심부에 모든 것을 집결시키는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런 소설의 형식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던 만큼 ‘소설-연대기’로 쓰인
『성직자들』의 소설적 결함 자체에 새삼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261) 레스코프와 소설이 맺
는 관계는 그의 보다 많은 작품들을 포함해 한층 거시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주제이며 이
글에서는 19세기 중후반 러시아 소설의 기준에 비추어 『성직자들』에 제기되어온 장르 및 경
향상의 의문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작품 해석을 위한 새로운 단초로 연결해보고자
한다. 작가의 의도 여부를 떠나 소설에 다다르지 못한 흔적으로 이해되어온 지점들을 다시 읽
는 과정에서 레스코프의 『성직자들』이 작품 전체에 걸쳐 구축하고 있는 ‘고요’의 미학과 그
의미론적 성취를 밝혀보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2. 레스코프 의인의 진화와 사제 투베로조프

261) 레스코프가 1875년에 쓴 한 허구적 회상록 『어린 시절 (Детские годы)』에서 일인칭 화자는 아래
와 같이 소설을 지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서사철학을 밝혔는데, 이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레스코
프의 입장으로 수용되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설에서 이야기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나는 이것이 일종의 흥미, 어쩌면 심지어 새로움과 교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사건들은 줄이고 어떤 사건들은 확대하지 않겠다. 파불라를 완전하게 하고 주요 중심부 주위로 모든
것을 집중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설의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형식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삶에서는 그렇게 되는 법이 없다. 인간의 삶은 굴대에서 양피지가 풀려나오듯 전개되며 내가
내어 놓는 수기에서도 나는 삶을 그렇게 리본으로 풀어낼 것이다.”
“я буду рассказывать все это не так, как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в романах, - и это, мне кажется,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некоторый интерес, и даже, пожалуй, новость, и даже назидание. Я не стану усекать
одних и раздувать значение других событий: меня к этому не вынуждает искусственная и
неестественная форма романа, требующая закругления фабуды и сосредоточения всего около
главного центра. В жизни так не бывает. Жизнь челоевка идет как развивающая со скалки хартия,
и я ее так просто буду развивать лентою в предлагаемых мною записках.” Н. С. Лесков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1 томах, Т. 5, Моск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57, С. 279. 이하 레스코프 선집의 인용문은 괄호 안에 권수와 페이지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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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들』이 러시아 문학에서 성직자 집단을 재현한 최초의 작품이라는 지적부터 살펴보자.
이 지적과 관련하여 비평가들이 ‘최초’라는 수식어로 각별히 강조하는 바는 사실 성직자들이
문학적 재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보다도 이들이 긍정적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이다. 스톨
랴로바(Столярова)가 지적하듯, 우스펜스키(Успенский), 포먈롭스키(Помяловский)와 같
은 민주적 성향의 작가들이 이미 지방 성직자들의 일상을 다룬 작품들을 쓴 바 있지만 이들은
60년대 폭로 문학의 연장선상에서 그 세계의 고루함과 침체를 보여주는데 주력했다. 반면 레
스코프는 나날이 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도 자신들의 소명에 충실한 지방 교구의 성직
자들을 호감을 담아 묘사한 것이다.262) 도스토옙스키가 편집자로 활동했던 잡지『시민(Гражд
анин)』에 실린 평론의 필자도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비판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레스코프가
성직계층에서 긍정적 전형을 끌어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투베로조프 형상의 비밀을 작가의 순수한 예술적 역량의 차원에서 이해하는데, 러시아 민족의
위대한 힘과 동시대 러시아 사회를 화해시키기 위해 선택된 ‘사제복, 성경, 소리 없는 고뇌’는
전적으로 시인이 발휘한 창조적 상상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필자에 따르면 ‘넘치는(непомер
ная)’ 러시아 영혼의 힘이 러시아 사회를 놀라 뒷걸음치게 하지 않도록 그것에 ‘순종(смирен
ие)’의 형식을 고안한 순간 레스코프는 준엄한 교사, 고발자의 역할을 벗고 겸허의 예술가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다.263) 그런데 레스코프의 ‘성직자들’이 낙후된 사회 집단으로서의 오명을
벗고 러시아의 위대한 힘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바로 이 시기를 기
점으로 레스코프의 ‘의인(праведник)’ 탐색이 본격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즉 사제 투베로조프
형상의 창조는 레스코프의 창작 후기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의인 추구의 한 일환인 것이
다. 리반(Либан)의 지적대로 레스코프가 의인의 특징은 러시아 사회의 모든 계급과 계층의
구분을 뛰어넘어 발견된다고 믿었다면, 성직자라는 전형은 레스코프가 고유의 의인을 발명하
는 한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가 레스코프의 의인들이 정치와 기존 질서
에 대항하는 투쟁적 태도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비판해왔다는 리반의 또 다른 논의를 참조한
다면 이것만큼 확실히 투베로조프를 의인의 계보에서 탈락시키는 근거도 없을 것이다.264) 부
패한 교회권력과 니힐리스트들을 상대로 홀로 분투하다 외로운 죽음을 맞는 투베로조프의 일
대기가 17세기 구교도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제 아바쿰 생애의 근대적 버전이라는 점은 주
지의 사실이다.
투베로조프가 의인의 요건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이 자리에서 답할 수는 없지만, 레스코프
의 의인 모색의 여정에 그를 위치시킬 수 있다면 그 연결고리가 되는 존재는 바로 민중이다.
『성직자들』에서 투베로조프의 긍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는 70대의 노인으로서 그가
오랜 세월 함께해온 교구의 주민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За ним у нас
весь город, весь народ 4: 170). 그리고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 유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그가 정교의 사제로서 의례를 집전하거나 신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들
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반면 오히려 정교에서는 그 비중이 미미한 설교에 온 힘을 쏟음을 알
수 있는데265), 그가 자부심을 갖고 즉흥적으로 행하는 설교는 70년대 러시아 인민주의자들의
262) И. В. Столярова, В поисках идеала: творчество Н. С. Леско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78, С.83.
263) В. В. Виноградов, Проблема авторства и теория стилей, Моск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61, C.487-555. 비노그라도프는 문체적 분석을 통해
이 평론을 도스토옙스키의 것으로 추정한다.
264) Н. И. Либан,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лекции о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Работы разных лет, М.:
Водолей, 2015, С.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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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나로드’ 실천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페테르부르크에서 이 지방 고도시로 시찰을 온 관리 테
르모세소프가 투베로조프를 밀고할 때 거론하는 사항 중 하나도 이 사제가 ‘교회에서 전 민중
을 상대로 발언할 권리를 이용하고 있다(он между тем говорит обо всем, нимало не
стесняясь, и вдобавок еще пользуется правом говорить всенародно в церкви.
4: 210)’는 점이다. 그러나 레스코프의 의인들이 민중이라는 원천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찾아가
고 있느냐의 물음에 비추어 볼 때 『성직자들』은 아직은 과도기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성
직자들』에서 투베로조프가 민중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은 70년대
인민주의의 희망보다 60년대 레스코프를 사로잡았던 좌절의 분위기를 더 많이 반영한다.
『성직자들』이전으로 레스코프 의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볼 때 사제 투베로조프와의 친연
성이 두드러지는 인물은 단연 초기작 「사향소(Овцебык)」(1863)의 주인공 바실리 보고슬롭스
키이다. 투베로조프와 달리 바실리는 사제의 길을 중도포기한 채 현실의 어느 곳에도 발을 붙
이지 못하고 떠돌지만 성경을 모든 진리의 근원으로 알고 이를 세상에 적용하려는 혁명가이
다.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는 기인 바실리의 방황이 끝나는 것은 그의 마지막 선동마저 수포
로 돌아가면서다. 농노 출신이었으나 자유의 몸이 된 후 양조업자로 성공한 스비리도프는 화
자의 부탁으로 바실리를 자신의 영지의 일꾼으로 고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실리는 성경의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스비리도프의 삶을 죄악으로 바라
보며 주인에 대한 반란을 꾀하도록 농민들을 설득한다. 스비리도프로 실감되는 넘을 수 없는
러시아 사회의 모순과 은인을 배반해야 했던 자신의 처지 앞에서 바실리는 스스로 생을 마감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야기의 끝에서 농민들이 이미 바실리의 선동을 밀고했음
을 전하는 화자의 말은 그의 비극의 또 다른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 「사향소」의 결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리키는 당시 민중을 찬양하는 문학의 대열에서 레스코프의 목소리가 이단적
울림과 다름없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레스코프의 이야기에서 시대의 계율과도 같았던
인민주의에 낯설고 적대적인 무언가를 느꼈고 다시 한 번 레스코프가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능력을 증명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고리키는 이것이 냉철한 이성으로 러시아를 사
랑하는 방법이었다며 레스코프를 변호한다.266) 레스코프 선집의 해제를 쓴 그로모프(Громов)
와 에이헨바움(Эйхенбаум)에 따르면 고리키는 인민주의의 약점을 직시한 레스코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것이며, 고리키가 늘 인민주의 유형을 분명히 구분하여 논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
그것의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경향보다는 유토피아적 측면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짐작된
다.267)
고리키가 지적한 대로 「사향소」의 주인공 바실리의 비극이 주는 ‘모르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
(не зная броду - не суйся в воду)’268)는 교훈에서 인민주의에 대한 레스코프의 회의를
읽어낼 수도 있겠으나 고리키의 초점이 민중을 온전히 아는 일의 가치에 있음은 자명하다. 그
에 반해 「사향소」의 바실리와 『성직자들』의 투베로조프를 나란히 바라볼 때 두 형상에서 겹쳐
지는 바는 이들의 고뇌가 비단 민중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실천과 멀어지는 러시아의 모

265) 상기한 특징들은 맥린은 성직자 투베로조프의 전형성을 문제 삼는 부분이다. 맥린은 특히 설교에
대한 투베로조프의 태도를 정교보다 프로테스탄트의 그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한다. Hugh Mclean,
Nikolai Leskov: The Man and His Art,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p.197.
266) Максим Горький,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30 томах, Т.24, Моск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53, С.233-234.
267) П. Громов, Б. Эйхенбаум,
Н. С. Лесков (Очерк творчества) // Лесков Н. С.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1 томах. Т. 1, М.: ГИХЛ, 1957. С. XXVIII.
268) Максим Горький, С.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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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곳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앞서 보았던 『시민』지의 평론을 다시 인용해보자면,
레스코프는 준엄한 교사이자 고발자, 모럴리스트의 역할을 내려놓았기에 진정한 신앙이 훼손
되는 러시아의 현실을 낱낱이 묘사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사향소」에서 유로지비나 다
름없는 바실리에게 급변하는 러시아 사회의 문제를 홀로 감지할 운명이 주어졌다면 『성직자
들』에서도 레스코프는 투베로조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는지 충
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소설 『성직자들』의 주인공 투베로조프을 둘러싼 의문들은 대개 여기에
서 비롯하며 다음 장에서는 투베로조프가 고독하게 벌인 투쟁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자.
3. 투베로조프의 설교와 레스코프의 서사시적 고요
『성직자들』의 플롯은 하나로 집약하기 힘들다. 제도권 교회에 대항하던 사벨리 투베로조프가
성직을 박탈당한 후 유배지에서 남은 생을 보내다 죽음을 앞두고 가까스로 복권되는 이야기와
부제 아힐라가 무신론을 전파하는 신학교 교사 프레포텐스키와 벌이는 다툼을 주요 플롯으로
꼽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숱한 장면, 일화 등이 섞여 소설을 이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다.269) 따
라서 『성직자들』을 투베로조프 중심의 소설로 읽기 위해서는 이 중심을 위태롭게 하는 구성들
을 정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레스코프가 주인공의 생애를 슈젯의 측면에서부터 섬세하게
기획하고 있다는 점은 작품 초반에서부터 확인되는데, 1부 5장에 마치 독립된 단편처럼 배치
된 투베로조프의 일기가 ‘연대기 속의 연대기’라 할 구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제 투
베로조프의 반목면 책(Демикотоновая книга протопопа Туберозова)’이라 이름 붙은
이 일기는 투베로조프가 달력에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것으로 1831년부터 1864년까지의 삶을
한달음에 조망해 준다. 일기에 적힌 기간은 러시아의 근대적 개혁 이전에 해당하며 일기가 끝
나고 이어지는 작중 시간은 자연스럽게 개혁 이후 러시아 사회를 비추게 된다. 아힐라와 프레
포텐스키의 갈등을 발단으로 서사를 전개하기에 앞서 서술자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우리 소
설의 가장 드라마적인 인물의 내면세계로 침잠할 것을 권하며(погрузим в глубины внутр
еннего мира сам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лица нашей повести)’ 투베로조프의 일기를 등
장시킨다.
уйдем в мир неведомый и незримый для всех, кто посмотрит на это лицо и
близко и издали. Может быть, стоя внутри этого дома, найдем средство загл
януть внутрь души его хозяина, как смотрят в стеклянный улей, где пчела с
троит свой дивный сот, с воском на освещение лица божия, с медом на услад
у человека. Но будем осторожны и деликатны: наденем легкие сандалии, что
бы шаги ног наших не встревожили задумчивого и грустного протопопа; поло
жим сказочную шапку-невидимку себе на голову, дабы любопытный зрак наш
не смущал серьезного взгляда чинного старца, и станем иметь уши наши отве
рзтыми ко всему, что от него услышим. (4: 23)
가깝든 멀든 이 인물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알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세계로 떠나보자.
아마 이 집 안에 있는 동안 벌이 신의 얼굴을 밝힐 밀랍과 인간을 기쁘게 할 꿀을 가지고 놀
라운 벌집을 만드는 장소인 유리로 된 벌통을 들여다보듯 집주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단을
269) 『성직자들』의 서사구조를 20세기 입체파에 비견하는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I. Christinas
Sperrle,
Narrative Structure in Nikolai Leskov’s Cathedral Folk : The Polyphonic
Chronicle,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Vol. 44, No. 1 (Spring, 2000), pp.29-47.

- 197 -

찾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조심하고 섬세해지자. 우리의 발걸음이 생각에 잠긴 침울한 사제를
동요시키지 않도록 가벼운 샌들을 신자. 우리의 호기심어린 눈동자가 점잖은 노인의 진지한
시선을 당혹시키지 않도록 머리에 동화 속 투명 모자를 쓰자. 그리고 그에게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해 우리의 귀를 열어놓도록 하자.
정확히는 이따금 자신의 과거를 들춰보는 투베로조프의 시선을 독자가 따라가게 되는 설정인
데 서술자는 이때 투베로조프의 행위가 ‘읽기도 아닌 페이지를 넘기는 일(Он не читал, а т
олько перелистывал 4: 29)’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과거의 나날들을 무심히 일별하는 일
기에서 ‘가장 드라마적인 인물’의 자취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 중 일기 너머에서 펼쳐
질 투베로조프의 투쟁을 예고하는 것은 설교를 향한 꾸준한 열망이다. 레스코프는 투베로조프
의 생애에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면서도 한 번도 그 설교를 구체적으로 들려주지
않는다. 투베로조프의 일기는 그가 독창적인 설교로 교회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으며 교회
당국의 검열을 받기에 이르렀다는 일련의 상황을 전할 뿐이다. 일기 곳곳에서 설교의 실제 내
용보다 투베로조프가 지닌 설교의 철학이 강조됨을 알 수 있는데, 유일하게 제시되는 한 일화
또한 그가 실제로 적용했던 기준인 ‘즉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설교 도중 즉흥적으
로 피존스키라는 인물을 회중 가운데 모범이 되는 인물로 지시했던 일을 회고한다. 고아들을
돌보는 피존스키는 가난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의 비웃음을 샀으나 파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류를 위해 위대함을 실천했음을 강변한 뒤 고개를 들었을 때 피존스키가 사라진 것을 본 투
베로조프는 그가 온순한 이를 설교로 당혹케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런데 이 장면
은 설교의 즉흥성에 도취된 투베로조프의 인식에 투영된 바이기에 실제로 피존스키가 자신을
지목했음을 알아채고 또 그로 인해 자리를 비웠는지는 확실치 않다. 도리어 피존스키를 강하
게 의식하고 그의 부재에 자극되어 더 웅변적으로 설교를 이어나가는 투베로조프의 내적 메커
니즘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해야 할 것이다. 서술자가 한껏 조심스럽고 섬세한 자세로 맞아들
일 것을 당부했던 투베로조프의 내면이란 이처럼 설교의 예술을 통해 더욱 넓은 진폭을 갖게
된 마음을 가리키는지도 모른다.
정교의 성직을 받들면서도 구교도들을 회유하는 임무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
을 취하는 등 투베로조프는 그의 투쟁이 스스로를 ‘시민’으로 정체화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고 말한다. 그런데 투베로조프의 시민의식이 장기간에 걸친 러시아 사회의 변화와 그것이 작
은 지방교구에까지 미친 여파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가 신앙에 태만한 모든 권력과 맞서 싸
워야 하는 동기는 매우 불분명하게 나타난다. 작품이 나온 그 해『주식거래 통보(Биржевые в
едомости)』에 실린 비평은 『성직자들』속 현실의 난관과 삶의 모순이 가상의 것들로 대체되
면서 소설의 리얼리즘적 힘이 약화되었다며 이미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주인공의 저
돌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그를 지나치게 이상화했으며 러시아 성직자의 삶이 충분히
고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굳이 니힐리스트들, 폴란드인, 테르모세소프와 보르노볼로코
프 등을 동원하여 다양한 간계를 꾸밀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270) 반면 인물과 현실이 소설
을 추동할 만큼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작가의 예술적 구상과 결부시키는 해석도 있다.
예컨대, 세묘노프(Семенов)는 레스코프가 60년대 경향적 소설의 실패를 교훈삼아 작가 자신
의 ‘치우친 열정들(пристрастия)’을 뒤로 하고 현재를 과거로 재단하는 식의 역사적인 창작
으로 나아간 것이며 이로써 전에 없던 통찰력과 객관성을 얻게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270) Н. С. Лесков. Собр. соч. в 11 т., Т.4. Примечания // Лесков Н. С.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1
томах. М.: ГИХЛ, 1957. Т. 4, С.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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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그런 세묘노프도 농노제하의 현실을 옛 동화(старая сказка)로 추억하는 투베로
조프의 감상적 태도를 작가적 아이러니의 대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주인공의 의로움이 빠진
자기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271) 난쟁이 남매 중 니콜라이 아파나시예비치가 자신의 전
주인 마르파 안드레예브나를 그리워하며 그녀의 농노로 있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회상할 때 투
베로조프는 니콜라이의 죽은 귀족부인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옛 동화’에 비유하는데, 이는
작품을 통틀어 투베로조프의 입장을 가장 의문시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기이하게도 레스코프의 『성직자들』은 그의 이전 소설들에 비해 경향성에서 한 발 물러난 작
품이라는 평을 얻으면서도 진보와 보수 양편의 의구심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킨 셈이다. 그러나
이번의 논란은『막다른 곳(Некуда)』(1864), 『견원지간(На ножах)』(1871)과 같은 소설이 보여
주었던 공격성과는 다른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레스코프의 이 소설들을 알았던 비평
가들은 『성직자들』이 반대로 너무 적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해석의 난관에 봉착한 것
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투베로조프의 흐릿한 형상과 독자는 듣지 못하는 설교 이
후에 시작되는 그의 생애가 레스코프가 작품 전체에 걸쳐 구축하고 있는 고요의 미학 속에서
비로소 어떤 의미를 획득할 것이라 가정하고 있다. 투베로조프가 말하는 ‘옛 동화’의 뜻 또한
레스코프가 순전히『성직자들』의 세계로 채워 넣은 ‘고요’의 의미장 내에 위치함은 물론일 것
이다. 이 작업을 위해『성직자들』은 소설의 구조를 거스르는 지점들에서부터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271) Владимир Семенов, Николай Лесков: Время и книги, Москва: Современник, 1981, С.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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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주의 “레스코프 성직자들에 나타난 ‘고요의 미학’”에 대한 토론문
최진석(서울대)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며 레스코프의 이름을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야기’ 형
식의 창시자내지 세공자로서 그의 이름은 문학사뿐만 아니라 문학이론에서 꾸준히 호명되어
왔고, 특히 현대 서사이론을 연구할 때마다 매번 부딪혀야 하는 실정인 탓입니다. 그러나 레
스코프의 문학작품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게 소개되었으며, 그만큼 읽히거나 연구되지도 못한
게 사실입니다.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처럼 ‘세계의 문호’로 소개되는 작가들이 늘 똑같은
작품들을 통해 언급되는 것만큼이나 레스코프는 그저 그런 작가가 있었다는 식으로 간략히 처
분되는 까닭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의 작품과 그 세계를 알려
주고 분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점은 대단히 이례적이며 반가운 노릇입니다.
애석하게도 발표의 주안점이 되고 있는 ｢성직자들｣에 대해 토론자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
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발표자가 시일을 두고, 충분히, 연구하고 소개하며 번역하는 과정을
밟아나가 주길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는 일단 발표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부가적인
설명이 주어지길 바라는 점들만 나열해 볼까 합니다.
1. 일단 제목에 나온 ‘고요의 미학’에 관해 발표문에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레스코프의 작품세계에 내재한 미학적 메커니즘인지, 아니면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그것인
지 어느 정도 설명이 주어져야 할 듯싶습니다.
2. 서두에서부터 이 작품이 ‘순수한 창작소설’이기보다 ‘소설적 연대기’로서 사실주의적 성향
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연대기’라는 점에서 그것은 19세기 후반
러시아 사회문화의 일면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에서는 이 소설의 주
된 초점이 주인공 투베로조프의 내면세계를 투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술합니다.
가령 설교 중 피존스키가 자리를 비운데 대해 투베로조프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분석하
는 대목이 그러하죠. 그렇다면 발표문은 ｢성직자들｣을 당대 러시아 사회를 ‘성직자의 주관적
시점’으로 재현했다고 주장하려는 시도인가요, 혹은 성직자적 열정과 노력으로 사회를 바꾸려
는 ‘당대의 분위기’를 재현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인가요?
3. ｢성직자들｣에 대한 여러 비평들에 따르면, 이 작품은 이전의 사회비판적 태도와는 다른 작
가적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합니다. 진보와 보수 양편으로부터 비판을 당했다고 기술하셨는
데, 레스코프 본인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작가의 세계관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
의 입지와 의의에 대해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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