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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대한 예지몽과 계시
차영선
<국문초록>
1-2차 세계대전 때에는, 히틀러와 나치, 무솔리니와 파시스트와 같은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는 지배세력이나 계층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전조증상으로 문
인이나 예술가, 심리학자들에게 예지몽으로 나타나는데, 프로이드, 융, 헤세, 달리, 등이 예지
몽을 꾸고 문학과 예술작품의 기록으로 남긴 이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예지몽에 대해 확언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은 전쟁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본문의 제 3장(전쟁에 대한 계시의 음성과 환시)에서는 계시의(잠재의식·무의식)의 소리를
듣고 꿈과 환시를 보며 전쟁을 막아낸 이들을 예로 든다. 5세기에는 흉노족이 유럽을 지배하
려고 할 때 파리에서 주느비에브가 계시를 받고 선두에 나서서 파리를 약탈하려는 흉노족의
지배세력의 침입을 무마시킨다. 15세기에는 영국이 프랑스를 점령했던 백년 전쟁 시에 잔 다
르크가 계시를 받고 전쟁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녀가 죽은 후 몇 년 뒤에 백년 전쟁이 종결된
다. 이들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전쟁을 방어할 선제적 행동을 감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확고한 행동 배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앞서 언급한 이
전의 문인이나 예술가들과 달리 이런 여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선명한 메시지
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쟁’의 개념을 살펴보면, 전쟁은 지배세력(계층)과 피지배 세력(계층)
사이에서 헤게모니(패권)를 잡으려는 세계, 국가, 혹은 집단, 사회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일어난
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인류가 어떻게 헤게모니의 갈등을 불식시켜왔는가를 종교적 차원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1. 서론
19세기 말 프로이드와 융의 무의식 세계의 발견으로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탈이성 시
대가 열린다. 하지만 우리학계에는 무의식 세계가 진정 어떤 세계인지 실감하려고 하는

이가

많지 않은 것 같다. 또 그 세계를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1-2차 세계대전의 대혼란이 있기 전에 분명 전쟁은 예술가나 문인, 심리가 등의 무
의식의 꿈에 예언적인 징표로 다가왔음에 틀림없다. 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도처에서 꿈을
통한 경고 사인이 반복적으로 선명하게 들려온 것이다. 물론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시
대에 무의식의 꿈의 세계에서 사인을 받은 사람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들을 열거하면, 살바도르 달리, 귀스타브 융, 헤르만 헤세 등일 뿐이다.
이들은 특히 후대에 자신의 꿈 내용을 상세한 글로 남긴 이들이기에 후대인들은 그들의 작품
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무의식 세계를 경험했는지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런 전쟁과 같은 대 재앙을 앞두고, 시대를 불문하고 문인, 예술가, 심리학자 등
과 같은 많은 이들의 경고나 예언의 메시지가 다방면에서 주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세
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행동강령의 계시적인 메시지를
받아 행동을 현실에 옮긴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전쟁’의 개념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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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쟁은 지배세력(계층)과 피지배 세력(계층)사이에서 헤게모니(패권)를 잡으려는 세계, 국
가, 혹은 집단, 사회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문에서는 헤게모니
의 갈등을 인류가 어떻게 해소하거나 불식시켜왔는지 종교적 관점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2. 전쟁에 대한 무의식의 꿈
2.1. 칼 구스타프 융
모든 사람은 꿈을 꾼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점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일 것이
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전조와 같은 예지몽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유명인들이 앞날에 일어날 예지몽을 꾸었고, 그 꿈을 잘 활용했다. 예지몽은 앞날의 행운
이나

재난을

예고하며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

그런데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 융(1875-1961), 달리(Salvador Dali 1904-1989) 헤세(Hermann Karl
Hesse 1877-1962) 등을 비롯해서 많은 문인들과 예술가들이 제1-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는 예지몽을 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융과 동시대인인 헤르만 헤세도 신들에 관
한 꿈(A Dream About the Gods)이 최초로 발간되기 2년 전인 1924년, 다음과 같이 자
신의 작품이 어디서부터 영감을 받아 집필한 글인지 그 착상의 원천을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0년이 되었다.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많은 기억이
떠오른다. 전 세계에서 전쟁과 관련되는 전조, 예언, 예지몽, 환영의 사례가 많이 발견된
다. 이러한 체험과 관련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를 전쟁 예지자나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내게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1914년 8월 여느 사람
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건에 대해 깜짝 놀라고 경악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
나 역시 그 직전에 파국이 일어나리라는 걸 감지하고 있었다. 적어도 나는 전쟁이 발발하
기 약8주 전에 매우 특이한 꿈을 꾸었고, 1914년 6월 말에 이 꿈을 기록해 놓았다. ...
그 꿈을 가지고 짧은 문학작품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꿈으로 체험한 내용이었다.1)
칼 구스타프 융은 1913년 10월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다가 환시를 본다(F. Guénolé 56-64).
“북해와 알프스 산맥 사이 북부의 낮은 땅을 뒤덮는 대홍수다. 영국에서 러시아까지 온 유럽
이 파편과 시체로 넘쳐났다. 이듬해 여름에는 무시무시한 추위가 온 세상을 꽁꽁 얼려버리는
꿈을 세 번이나 꾼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Carl G. Jung 204)

1) “사람들은 불안으로 비명을 지르고, 갑작스러운 뇌우에 놀란 양떼처럼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아
무도 현자의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끔찍한 공포와 숨 막히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탄식과 비명이 들렸다. 사람들이 광분하며 대문으로 몰려가는 것이 보였다. 공기는 먼
지로 가득 차 있었고, 유황 증기처럼 혼탁했다. 완전히 밤이 되었다. 하지만 높다란 창문바깥에서
는 불이 난 것처럼 붉은 빛이 흐릿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의식이 혼미해졌다... 폐허가 된 학식의
신전에서 빠져나오니 도시의 절반이 불타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불기둥이 보였고 연기가 길게 뻗
어있었다. 맞아죽은 사람들이 건물 잔해들 사이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멀리 떨어진 불바다
에서 타닥타닥 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 먼 곳에서 겁에 질려 거칠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지상의 모든 민족이 끝없이 비명을 지르고 탄식하는 듯했다.” 헤르만 헤세
(http://bitly.kr/AgZHvccq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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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엄청난 황토 빛 물결과 물에 떠내려가는 물명의 파
편들, 헤아릴 수 없는 수천의 주검을 보았다. 어느새 바다는 피바다로 변했다. 이 환상은
한 시간 가까이나 지속되었다. 나는 혼란스럽고 역겨워지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에 부끄러
움을 느꼈다. 두 주가 지났을 때 그 환상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찾아왔다. 피바다로 바
뀌는 장면이 더욱 끔찍했다. 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잘 봐라, 이것은 정말 진
짜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 나는 이런
일이 나 자신과 관계된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내가 정신병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추정했
다. 전쟁과 관련되었다는 생각은 추워도 들지 않았다... 이 꿈의 이미지는 1914년 4월과
5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에 나타났다....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
다. 그런 환상과 꿈 들은 운명적이기 때문이었다. ... 8월 1일 세계대전이 발발했다.(칼 구
스타프 융 321-322, 324)
융은 1차 대전의 전조와도 같은 환시를 본 그 해부터, 1914년부터 1930년까지 16년 동안 자
신의 신비로운 환시체험과 꿈을 일기처럼 기록하며 꿈 해몽주석을 달아 집필한 작품이 붉은
책(Red Book)이다. 집단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이나 원형(Archetype)과 같은 융
고유의 개념을 설명하는 붉은 책은 융의 요청에 의해서 사후 40년 동안 비밀리에 부쳐오다
가 2000년 유족의 허락으로 대중에 소개되며 2011년 프랑스어로 번역된다. 융 자신이 꿈에서
본 장면 그대로를 100여장의 삽화로 그려낸 작품이며, 삽화이미지가 융의 꿈 설명보다 어쩌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아래 삽화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융의 예지몽 꿈을 그린 그림인데 나치독일의 상징인
갈고리십자가(卍)와 일본의 욱일기(일본국기인 일장기의 붉은 태양문양 주위의 16줄 햇살)가 겹
쳐 있고, 그 아래에는 군수공장을 보여준다.

융은 세계대전의 전조뿐 아니라 그동안 자주 예지몽을 꾸었다. 심지어 어머니의 죽음이나 요
절한 빌헬름(R. Wilhelm 1873-1930)의 죽음을 수일 전에 꿈으로 예지하고 있었다. 1차 세계
대전이 발발 직전에는 유럽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는 불길한 꿈을 수개월에 걸쳐서 거듭해서
꾸었다. 반복적이고 선명한 꿈을 통해서 그는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
었으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융조차도 자신의 꿈 풀이를 할 수 없었다. 꿈에 대한 확신
이 서거나 직감으로 예지몽이라고 느껴진다면, 현실과 미래에 단호히 대처했겠지만, 상징성을
지닌 예지몽의 모호성 때문에 융도 미처 예지몽에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꿈은 우리
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가 아닌, 은유, 환유 및 상징의 언어로 다가와서 우리의 현 상태를
알려주거나 미래를 예시하기 때문이다.
2.2. 살바도르 달리
달리는 스페인 내전이 시작되기 6개월 전, <내란의 예감>(Premonition of Civil War 1936)의
그림을 그린다. 스페인이 큰 재앙에 휩싸일 거라는 예감을 갖고 있은 지 오래된다. 그의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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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란에 대한 직관력은 정확했다. 달리는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 등 시대적인 사건을 겪으
며, 예술가의 상상력이 시대를 예견하는 예언자적인 감수성을 발휘한다. 그래서 불안과 모호
한 세계를 초현실주의의 예술기법으로 표현해내며 몽환적 세계관으로 승화시킨다. 1936년 달
리가 이 작품을 착상한 뒤 화폭에 옮길 즈음, 당시 분위기는 무질서의 혼돈의 사대였다. 독일
에는 히틀러,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 즉 나치와 파시즘이 권력을 장악하고, 스페인에서는 좌
파정부를 상대로 내란이 일어나기 6개월 전이다. 이런 주변의 사건들이 서로 맞물려서 제2차
세계대전의 재앙으로 몰고 가는 징후였다.
그림에서 두 개의 육체 덩어리는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전쟁의 비참
한 증후를 실감하게 한다. 위에서 짓누르는 흉폭한 손은, 잔인한 파시스트 정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전쟁의 비극적 고뇌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다. 따로따로 노는 팔과 발 그리고 서
로를 짓밟는 골육상잔의 비극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 내란은 1936년에 일어난 뒤
이렇게 1938년까지 3년 동안 지속된다. 무의식에서 얻어내는 그의 창작기법은 기묘하고도 비
합리적인 환각을 객관적·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1955년 소르본 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그는 자신의 미학방법론의 노하우를 설파하여 대중의 공감과 설득을 얻어내는데 성공한
다.(Dali d'initiés, 2019)

2.3. 집단무의식
꿈이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예지몽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예지몽 또한 무의식
으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의식이 개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융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사상이 확립된다. 실제 융은 자신이 예견한대로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자신이 겪은 환시나 상상, 꿈 등이 개인에게만 속하는 사적 징표가 아
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렇게 해서 인류사상 처음으로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중심설을 제안
했듯 융과 프로이드에 의해서 인간 무의식의 심층에 존재하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보편적
무의식普遍的無意識이 인간의 정신세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Dialogue
avec les Dieux(Dialogue with the Gods)” in Jung neuroscience WordPress). 따라서
(신과의 온전한 합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융의 집단 무의식 가설에 의하면, “무의식이라는 것
은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에 공유, 연결되어 있다. 또한 무의식은 시간을 초월
해서 전지전능하고 종교에서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에 매우 가까운 개념이다.”(Treffel,
Romain 48)
“불가능한 무의식과의 통교를 시도하면서, 인간의 영혼이 보다 높은 수준”(덴게 시로 49-50)
으로 상태가 바뀐다는 것을 융은 체득한다. 의식과 무의식이 완전히 일체화되어 “투시력
(Clairvoyance: 보통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사물 또는 물리현상을 지각하는 것)과 텔레
파시(Telepathy: 다른 사람의 마음의 작용을 어떤 종류의 감각으로 지각하는 것)가 생긴다”는
사실도 터득한다(덴게 시로 17). 이 같은 융의 이론은 집단무의식이라는 코페르니쿠스적 발견
으로 당시 대중에 받아들여지는데 까지는 오랫동안 대중의 저항을 받는다. 이런 새로운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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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용되기까지 융은 물론 프로이드 또한 오랫동안 비난을 받고 온갖 수모를 감수해야했다
(Pierre Buser 190).
융에 의하면 “꿈이란 교묘히 변장한 수없이 많은 모습의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테레즈
더켓 142). 즉, 무의식이 보여주는 게 어느 한 순간이나 시점의 고정적 사실fact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지몽의 경우, 인간의 의지력이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사건일 경우,
즉 불가피한 일일 경우, 그 예지몽이 반복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꿈이라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테레즈 더켓 84)고 융은 강조한
다. 이런 관점에서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分析心理學)의 창시자인 융은 무의식을 의식
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까지 말한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C.G. Jung cited by Warren Munitz 52)
우리는 보통 대낮의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이성의 세계만을 받아들이기에 앞날을 알려주는 꿈
의 역할을 간과하고 살아간다. 우리 의식에서 나온 이성뿐 아니라 우리 무의식의 꿈도 우리
존재의 일부이다. 어쩌면 무의식의 꿈이야말로 작금의 우리 현 삶의 주소를 더 잘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꿈의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현재의 우리존재 전체를 다 살릴 수
있기에 무의식이 알려주는 정보를 간과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할 때 현 순간의 삶은 희망과 활
기에 찬 삶을 우리에게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의식의 예지몽을 의식화하여 내
면세계를 현실화하는 자가 꿈의 기능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우주의 일부이
기도 하지만 신(imago Dei)의 존재 또한 인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다.(Jung C.G cited
by Aimé Agnel 49-61)
지금까지 우리는 집단 예지몽을 꾸었지만, 사회 공동체의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살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예언 그리고 계시의 목소리와 환시를 현실에 적용해서 헤게모니를 장
악하려는 지배세력이나 계층과의 갈등을 해소하여 그 결실을 맺은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전쟁에 대한 계시의 음성과 환시
3.1. 계시를 받는 역사적 인물_ 제노비파와 잔다르크
5세기 성 주느비에브나 1000년 후인 15세기 잔 다르크의 이야기는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전
설이자 동화와 같은 이야기이다.(Emmanuel Bourassin 12)
주느비에브· 제노베파(Ste Geneviève 419-22년 추정)가 환시를 자주 체험하자, 사람들은 그
녀를 사기꾼이자 신성모독자라고 비난하며 그녀의 환시와 예언을 믿지 않으려했다. 그러는 동
안 그녀를 시험할 만한 사건이 생겨난다. 451년 훈족의 두목 아틸라가 대군을 몰고 프랑스를
침입해왔다. 가는 곳마다 약탈하며 살상을 저질렀다. 파리시민들은 모두 이 소리를 듣고 자기
도시를 떠나려 했다. 그러나 주느비에브가 나서서 그들을 회유하며 그대로 머물러있을 것을
권유한다. 파리가 보호받을 것이라고 그녀가 예언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자들뿐이었
다. 남자들은 그녀를 가짜 예언자로 여기며 돌파매질 하여 구렁에 빠트리려했다. 과연 그녀(프
랑스 파리의 수호성인 patron saint of Paris)의 예측은 적중했으며 훈족은 파리 공격을 포기
하고 오를레앙 지방으로 내려간다.
주느비에브보다 10세기 후에 등장한 잔다르크(Jeanne d'Arc 1412-31)는 13세 이후부터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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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환시체험을 하였다. 그녀는 불빛의 섬광과 더불어 나타나는 환시를 경험했다. 왕세자 샤
를 7세가 왕위에 오를 것이며 그녀가 그를 도와 영국군을 무찌른다는 예언의 계시의 목소리도
듣는다. 당시 그녀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년전쟁은 14세기 중엽부터 15세기에 걸쳐 일어나며 프랑스 왕권계승을 둘러싸고 영국과 프
랑스 간에 일어난 전쟁이다. 전쟁은 주로 프랑스 땅에서 치러졌으며, 프랑스군은 매번 영국군
에게 패배하는 장기적이고 파괴적인 소모전을 치른다. 이로 인해 전면적인 경제침체기에 빠지
고 프랑스 국민전체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절망에서 헤어나질 못한다. 나라와 백성 전체가 전란
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신음하는 가운데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전쟁을 선두
지휘하여 조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프랑스의 국가영웅이 잔다르크이다.
한편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그녀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 사람들은 정신병리학적으로 그녀가 성
바울과 같이(Nathalie Siffer 189-205; 고후12:9,10) 환각, 환청 등의 간질 증세나 통합실조증
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던진다. 그렇지만 정신분열증과 같은 조현병 환자가, 어떻게 시종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 왕좌에 앉게 하고 군인들 사이에서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는 샤를 왕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럼에도 신이 보낸 메신저가 아니라 마녀일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왕
자는 그녀를 푸아티에의 신학자들에게 보내어 심문 받도록 한다. 하지만 그녀는 심문에도 무
사히 통과한다. 더욱이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으며 군대를 지휘하며 몇 달 만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적군을 무찌르며 요새를 탈환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는가.
3.2. 환시나 환청과 같은 환각은 어떻게 보고, 듣는가?
환시(幻視 Visual hallucination)나 환청(Hallucination auditive)은 주변사람은 전혀 보거나
듣지 못하는 사물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다. 또 외부에 사물이나 소리가 없을 때에도 보거나
듣는다. 정상인들도 간혹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보통 환시나 환청은 청각이나 시각 장애가 있
는 사람이 경험한다고 한다.
청각 장애도 있고 시각 장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의 10%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환청을 경험한다.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의 10%에서 환시를 경험한다. 완
전히 맹인이 아니어도 약간의 시각 장애만 있어도 경험할 수 있다.(Oliver Sacks)
현대 신경학자 올리버 색스(Oliver Sacks 1933-2015)에 의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뇌가 그리는 대로 본다”(Oliver Sacks)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신경
세포neurons는 환시를 경험할 때도 이미 경험한 것들 즉, 이미 자기 안에 만들어진 데이터베
이스 정보에 의해서 환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Oliver Sacks OP-ED CONTRIBUTOR) 다
시 말해 꿈과 관련지어 언급한다면, 꿈의 무의식도 우리 각자가 잘 인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
스정보를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무의식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쉽게 간파하도록 돕는다.
환각도 이와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 스페인 출신의 신경조직학자인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
(Santiago Ramón y Cajal 1852-1934)에 의하면, 신경세포들이 하나의 조직망(network)를
보이며, 이를 기초로 신경망이 사고의 근원을 이룬다고 추론한다.(Ramon y Cajal, Santiago)
따라서 환시나 환청이 어떻게 보고 또 듣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환시는 “눈
에서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환시는 완전히 침묵가운데
있으며,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Oliver Sacks https://c11.kr/fy7f)고 올리버 색스는
설명한다. 총체적으로 언급하면, 환시나 환청과 같은 환각은 "순전히 지각적인 의식 형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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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물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충실하고 진실하게 지각되는 현상일 뿐이다. 따
라서 그 사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지각만 존재한다”고 올리버 색스는 재언한다(올리버
색스 6).
한편 환시幻視는 'Visual hallucination'이나 'Vision'으로 표현되지만, 종교나 예술 분야에서
환시는 vision으로 표현되며 계시나 영감의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면서, 예언자나 일반인 역시
환시를 매개로 소명을 받고 그 임무를 성취하기도 한다.
스페인에는 아빌라의 테레사나 십자가의 요한들의 명상 신비주의자가 나타나서, 기도에
의한 환시체험을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로서 파악하고, 또한 반종교 개혁기의 이냐시오데
로욜라도『심령수행』이라고 하는 일종의 환시체험 커리큘럼을 구축하였다. 퀘이커파의 개
조 G. 폭스는 마을을 걷고 있는 중에도 항상 신의 계시를 들었다고 한다. 이 전통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아서 종교적 사색활동에 몸을 던진 뵈메나 천사ㆍ정령과
대화 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는 스베덴보리 등에 계승되었다.”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는 그 자체를 환시체험과 동일시하기도 했다.(종교학대사전. 환시 [幻視])
이런 관점에서 올리버 색스는, 정상인들 중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의 부름’을 듣는 환시나 환
청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다고 재차 확언한다. “스텐퍼드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로젠
한은 자신을 포함한 가짜 환자 8명이 병원을 찾아가는 실험을 했다. ‘실재하지 않는 목소리가
들리는’ 가짜 증세 외에는 정상적으로 행동했고, 정신병력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았으며 가짜 증세가 사라졌다고 말해도 진단은 수정되지
않았다. 목소리가 들리는 증상이 즉시 정신장애로 낙인찍힌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다. 그러
나 목소리를 듣는 경험은 그리 드물지 않고,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올리버 색스 https://c11.kr/fy4d)”
4. 맺는말
1-2차 세계대전 때에는, 히틀러와 나치, 무솔리니와 파시스트와 같은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지배계층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전조증상으로 문인이나 예술
가, 심리학자들에게 예지몽으로 나타나는데, 예지몽을 꾸고 문학과 예술작품의 기록으로 남긴
이들이 프로이드, 융, 헤세, 달리, 등이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모욕을 평생 동
안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예지몽에 대해 확언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은
전쟁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본문의 제 3장(전쟁에 대한 계시의 음성과 환시)에서는 잠재의
식·무의식의 소리를 듣고 환시를 보며 전쟁을 막아낸 이들을 예로 들었다. 5세기에는 흉노족
이 유럽을 지배하려고 할 때 파리에서는 주느비에브가 계시를 받고 나타나 파리를 약탈하려는
흉노족의 지배세력의 침입을 무마시킨다. 15세기에는 영국이 프랑스를 점령했던 백년 전쟁 시
잔 다르크의 계시를 통해 전쟁의 갈등이 해소되고 그녀가 죽은 후 몇 년 뒤에 백년 전쟁은 종
결된다. 이들 또한 엄청난 고난과 수난, 비난과 모욕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전
쟁을 막아낼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전쟁을 방어할 선제적 행동을 감행한 것
이다. 그렇다면 이런 확고한 행동 배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전의 문인이나 예술가들
과 다른 점은, 이런 여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한 선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온갖 수난과 박해를 받으며 목숨까지 담보로하며 계시와 소명을 현실에 옮길 정도의

- 8 -

강력하고 확고부동한 행동강령과도 같은 뚜렷한 계시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이 앞서 언급한
예지몽을 꾼 문인 또는 예술가와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군중은 신성한 계시를 받은 예언가들을 혹독하게 냉대하며 비난했다. 특히 각 시대
에 신성한 임무와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연약한 여성들은 쉽게 마녀사냥의 표적이 된다. 이들
은 일반인과 동일한 보통사람이다. 단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계시를 받고 소신을 발휘하
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시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조국을 구하고도 비난과 모함을 당할만한 이유는 없었는가? 이점에 대
해 인류는 지속적으로 수세기에 걸쳐서, 그들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반복적인 검증을 거듭
해왔다. 주느비에브는 512년에 사후 즉시로 성인이 되지만, 잔 다르크는 1920년에야 시성된
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인간은 모두 환각을 경험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 “환각은 정
신이상자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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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9U4433Pr7OM Dali d'initiés. 2019.
https://c11.kr/fy4d Book Travel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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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대한 예지몽과 계시」에 대한 토론문
송홍진(파리 10대학)
「전쟁에 대한 예지몽과 계시」는 전쟁과 인간 심층심리 그리고 그것의 현시로서의 예술과
문학에 관한 담론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극단화된 형태의 갈등과 폭력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전쟁에 대한 기존의 정치사회사적,
사회심리학적인 접근과 달리, 집단적 트라우마 앞에서 인간 사회가 겪은 비의적이고 종교적
체험을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독창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관점은 특히 프랑스에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질베르 뒤랑,
미셸 마페졸리 등으로 이어진 인류학적 상상력, 즉 현대 사회가 어떻게 여전히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사고로 구조화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괘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과 계시라는 테마는 계층 갈등을 주관적 관점에서 비춰보고자 하는 학술대회의
목표와도 잘 부합합니다. 양차 대전은 세계적 차원에서 다양한 갈등의 진앙이었으며, 그
여진은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유럽에서는 2014~2018년 사이에 1차 세계대전 백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학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연구와 전시회가 진행된 바 있으며, 작년에는 2차
세계대전 발발 80주년을 맞아 그 상처와 의미를 되새기는 한 해였습니다. 전쟁과 함께 시작한
20세기의

문학과

예술

전체가

양차

대전에

대한

직간접적

반응과

성찰의

결과라고

말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지하다시피 작가들과 예술가들은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의
영향 하에 시대와 지역에 따라 유사하거나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갈등의 결과를 성찰했습니다.
예지적 비전이나 계시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발표에서 언급하신 작가들 외에도, 프랑스에서는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초현실주의나 다다이즘에서 출발하여, 홀로코스트 문학, 실존주의와
누보로망을
광범위한

거쳐
영향을

뒤라스와
끼친

모디아노의

로스트

작품들에

제너레이션,

이르기까지,

비트세대의

그리고

작품들이

미국에서는

전쟁에

대한

전후
문학적

반응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를 간단히 되짚어보자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첫 번째 장인 « 전쟁에 대한 무의식의 꿈 »은 구스타프 융과 헤르만 헤세의 전쟁에 대한
예지몽에 관한 것인데, 이 두 사람은 파국을 예견했으나 그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어 스페인내란에 대한 살바도르 달리의 예술적 반응을 간략히
살핀

후,

집단무의식에

대한

논의로

넘어갑니다.

예지몽은

인류의

보편적

원형들의

역동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적 심리 구조의 증거라고 하는 융의 논지를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두 번째 장인 « 전쟁에 대한 계시의 음성과 환시 »에서는 프랑스의 성
주느비에브 그리고 잔다르크와 같은 역사적 사례들을 살핌으로써 예지적 환각을 종교적 계시
체험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즉 집단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의 정신병리학적 발현을 민족적인
성녀 신화의 형성으로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환시와
환청에 관한 발표자의 관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신경의학의 관점에서는 환각이 뇌의
이미지 조합 활동, 즉 수동적 의식에 의한 상상력, 달리 말해 잠재의식 내지는 무의식적
상상력의 결과이지만,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환각은 종교적 계시의 증거였다는 점을 발표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발표자가

집단

예지몽이라고

표현한

종교

체험으로서의 환각, 즉 환시와 환청을 통한 종교적 계시가 인간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이 본 발표의 요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매우 예민한 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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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비극적 징후를 포착한 예술가들과 작가들의 비의적 체험은 단순한 개인적 광기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물리적이고 응집된 형태로 표출되는 집단적
갈등과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있어서 종교적 계시 체험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19세기 문학과 예술 그리고 철학, 특히 낭만주의에 끼친 계시
개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빛의 세기”였던 18세기 유럽에는
인간 이성의 빛 외에 또 다른 계시의 빛이 있었는데,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신비주의와 일루미니즘이 그것이었습니다. 세상 만물은 절대자이자 무한한 신적 존재인
일자로부터 유출된 결과이므로, 인간은 영적 수행을 통해서 신과의 합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서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야콥 뵈메, 스베덴보리, 생-마르탱 등의 사상을 관통합니다.
그 영향은 장 파울, 노발리스, 슐레겔, 횔덜린, 괴테 등 독일 낭만주의를 시작으로, 발자크,
네르발,

보들레르와

같은

프랑스

작가들을

거쳐,

19세기

후반기의

상징주의에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은 환시와 환청에 관한 부분입니다.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이 모티프는 현대성의 한 징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각은, 언급하신바 있듯,
고대에 종교의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매체를 가지지 않는 내적
이미지라는 점에서 초자연적인 성격을 가지기에, 오랫동안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환각의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인해, 인공적으로 촉발된 초자연적 환상을
예술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습니다. 토마스 드 퀸시는 아편이 복용자의 정신에
끼치는 영향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기술한 바 있습니다. 해시시가 불러일으키는 인공적
환각에 대한 호기심은 파리 시테섬의 피모당 호텔에 문인들과 예술가들을 불러 모았는데, 장
자크 모로, 테오필 고티에, 발자크, 위고, 네르발, 뒤마, 플로베르, 들라크루아 등이 해시시
클럽에 드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들레르는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관찰자의 태도를
유지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인공낙원』이라는 아름다운 에세이입니다. 보들레르의 경우,
상상력은 고도로 예민한 예술가적 감각을 통해서 얻은 이미지들의 이성을 통한 분석과
종합이기에 그에게 시 창작은 극도의 의지와 엄밀한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도취제는 신적 계시의 환상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예술가에게 유해한 것으로, 진정한 시인과
예술가는 환각제의 힘을 빌지 않고도 오로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초자연적 도취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즉, 예술가가 신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현대
예술과 문학의 시작일 것입니다. 19세기에 크게 유행한 자기 환시나 도플갱어 등을 다룬
환상문학은, 오토 랑크가 분석한 바 있듯이, 시대적이고 집단적인 불안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글을 쓰는 행위 또는 예술행위에 대한 작가 자신의 분열적이고 아이러니한
의식의 반영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독일 낭만주의에서 아이러니
개념의

원천을

이루며

발터

벤야민이

박사학위논문(『독일

낭만주의에서의

예술비평

개념』)에서 분석한 바 있듯이 현대 문학과 철학의 근간이 된 개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견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으로는 19세기 현대성 개념의 탄생과 더불어, 즉 신의 죽음 이후, 예술에 있어서 신적
영감 또는 계시의 문제는 예술가의 창조주로서의 작가 의식과 관련되며 환각도 이와 연관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융의 분석심리학 이론과 종교적 계시의 관계에 대한
발표자님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전체성의 원형인 융의 자기
원형은 무의식,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무의식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른 원형들을 포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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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즉 계시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신적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헤르만 헤세의 경우,
분석심리학에 대한 그의 관심과 융의 환자였다는 점으로 인해 꿈에 관한 작가 자신의
이야기가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예지몽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고안된 문학적 장치 내지는 예술적 기만 mystification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소설
『데미안』이 예술가 자아의 신적 완전성의 탐색 속에서 1차 대전의 반영이자 2차 대전의
예감을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 살바도르 달리의 경우에, 예지적 직관이라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전쟁이 촉발되기 전부터 계속되었던 사회적
갈등과 혼란으로 인해 이미 모두가 내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던 상황이기에, 그림의
매력은 달리의 예언가적 면모라기보다는, 그것의 첨예한 예술적 형상화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종교적

계시의

문제를

발표자께서

언급하셨는데, 남성 예술가들의 예지몽과 여성 성인들의 계시를 대비시키고자 하신 것인지,
그렇다면 여성성과 계시 사이에 어떤 실체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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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의 선시(禪詩) 미학
신의선(가톨릭대)

1. 들어가는 말
상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빚어지는 일체의 갈등은 문제적 현상을 인지시키
고, 그것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과 시도를 견인하기에 긍정적인 일면을 지닌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기능하는 수준을 넘어, 구성원 간 심리적 간극을 심화시
켜 이해 관계의 충돌, 조직의 분열, 질서의 와해 등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에
서, 갈등 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숙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타적 동기를 벗어나 각자의 사욕을 채우는 데서 비롯되는 이들 갈등의 기저에는, 유형과
무형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현상의 다양성을 유연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차별적으로 인식
하는 시선이 자리잡고 있다. 환언하면, 자타, 피차, 물질적 부의 유무, 권력과 지위의 상하고
저, 명예의 득실, 판단의 시비호오를 구분하며 세상을 이원 대립의 틀로 바라보고, 그에 따라
편향된 가치를 내세우는 것은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분별심과 집착심은 모든 존재가 맺
고 있는 상호관계성에 대한 혜안을 가리어, 각자 자신만의 신체적・정신적 안위를 위한 배타
적 이기심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자타를 비롯한 만물의 구분이 상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성립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2) 나를 고정된 실체로 여기는 단편적 인식과 그에 따라 이어
가는 이기적인 행보가 갈등의 해소와 극복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維摩詰所說經에서 비롯된 선종의 불이(不二) 관념은,3) 자타와 피차의 경쟁 구도 속에서
부, 명예, 지위 등의 획득에 몰두하느라 무수한 긴장과 갈등 관계를 낳고 있는 우리 사회에
시사점을 던진다. 그에 따르면, 자타, 피차, 유무, 득실 등과 같이 모든 사물과 현상에 붙는
이름들은 만물이 관계 맺는 가운데 수없이 변화하며 명멸하는 일시적인 개념일 뿐, 그 이름을
떠난 만물의 실상은 텅 비어 상호 원융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나(自), 있음(有), 얻음(得) 등과 같이 특정한 이름과 형상에 현혹되
어 갈등하는 우리의 분별심에 주목하여,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인식의 재정립 차원에서 모색
해 본다. 이에 일체의 차별적 개념에 오염되지 않은 우리의 청정한 본성(空性)을 회복하고 배
타적 이기심을 거두어 상호 이해와 통합에 다가가도록 안내하는 선시의 불이(不二) 미감을 살
핀다. 한중 선사 및 문인의 선시를 대상으로 삼되, 사회의 계층적 갈등 요인이 되는 물질적
부의 유무, 권력과 지위의 득실, 피차 간의 신분이나 명예의 상하고저와 같은 차별에 내재된

2)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此有故彼有, 此生故彼生.……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고 하는 雜
阿含經(卷第10)의 언급에서 엿볼 수 있듯이, 彼此를 비롯한 모든 만물은 상호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
다. 나라는 개념 역시 남과의 연기적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을 뿐, 그것의 본질은 무아(無我)의 텅 빈
상태다. (ABC, K0650 v18, p.799b19-b22)
3) 만유는 독자적인 개념 없이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기에, 본질적으로 무차별의 평등한
품성을 지닌다. 이처럼 상대적 차별의 개념에서 본래 자유로운 만물의 근원적 특성에 대해 유마힐은
뭇 보살들에게 각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보살들은 저마다 ‘生-滅’, ‘受-不受’, ‘垢-淨’, ‘善-不善’,
‘罪-福’, ‘有爲-無爲’, ‘世間-出世間’, ‘生死-涅槃’ 등의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특히, 문수보살
은 모든 질문과 대답을 떠나는 것이 不二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하였는데, 이와 함께 이어진
질문에 침묵으로 응답한 유마힐의 뜻은 문수보살이 언설로 대답한 그 표현조차 떠나야 비로소 언어로
구분 짓지 않는 무차별의 본질 세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다. (｢入不二法門品第九｣, 
維摩詰所說經2권, ABC, K0119 v9, p.995c15-p.997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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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본질이 작품 속에서 체현된 불이의 자취들을 따라가 본다.

2. 무차별의 不二 미감
불가에서는 “일체 중생에게는 모두 부처의 성품이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4)는 보편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본다면(見性) 누구나 차별 없이 무한한 자유와
안락을 누릴 수 있다는 절대 평등의 이치를 전한다. 각자 지니고 있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곧 부처의 성품(卽心是佛)’5)인데, 이러한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외부에서 부처를 찾는
(不見自性外覓佛)”6)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나, 남, 중생, 부처 등과 같은 이름과 형상에 붙
잡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 갖가지 이름과 형상을 보다 보면, “‘나’와 ‘내 것’과 같은 그릇
된 견해에 떨어져 일체의 현상적 존재에 집착하게 된다(墮我我所邪見心中, 執著具足一切法
相)”7)는 것이다. 이에 근거할 때,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갈등들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差別相)8)에 미혹되어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는 절대 평등의 참된 품성을 깨닫지 못하는
무명(無明)에서 기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 권력, 지위, 신분, 명예 등과 관련된 경제적・정치적・사회문
화적 불평등에는 이러한 우리의 분별과 집착이 숨어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이를 향해 선
시 창작자들이 건네는 경각의 메시지를 有無不二, 得失不二, 彼此不二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1) 경제적 유무의 불이
부의 축적은 사회 구성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하여 대립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나 金剛經에서 전하듯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형성된 모든 것은 꿈・허깨비・물거
품・그림자, 이슬, 번갯불처럼’9) 일시적으로 현현하므로, 우리가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 재물이
라는 것도 그 본질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무상(無常)함에 있다.
그런데도 그것의 소유에 있어 우리는 ‘있고 없음(有無)’을 판단하는데, 선적 이치에 따르면

4) 大般涅槃經6권 (ABC, K0105 v9, p.56a19-a16)
5) 대매산의 법상(752~839) 선사가 마조도일 선사를 찾아와 “무엇이 부처입니까?”하고 물으니, 마조 선
사가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라고 답하였다. (大梅山法常禪師, 初參祖, 問, “如何是佛.” 祖云, “即心
是佛.”) (馬祖道一禪師廣錄, CBETA, X69n1321_001, 0004a19)
6) ｢付囑第十｣, 六祖大師法寶壇經 (CBETA, T48n2008_001, 0361c21)
7) 분별심에 관한 대혜 보살의 물음에 세존이 답한 入楞伽經의 다음 내용을 참고할 만하다.
“모든 범부는 이름과 모양에 집착하여 일어나는 법을 따르는데, 그러다 보면 갖가지 모양을 보면서
나와 내 것이라는 그릇된 견해에 떨어져 일체의 현상적 존재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으로 무명(無明)
의 어둠으로 장애가 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탐심을 일으키고, 이로써 탐욕(貪), 성냄(瞋), 어리석
음(癡)의 업을 짓게 됩니다. 스스로 업을 짓는 행위를 그치지 못하는 것은 누에가 고치를 만들 듯이
분별심으로 자기 몸을 얽어,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六道)라는 험난한 큰 바다
에 떨어져 도르래가 회전하는 격이나 같은데, 이를 자각하지 못하니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허깨비와 같음을 알지 못하고, 나와 내 것이라는 것이 없음을 알지 못합니
다…….”
(佛告大慧, “一切凡夫執著名相隨順生法, 隨順生法已見種種相, 墮我我所邪見心中, 執著具足一切法相,
執著已入於無明黑闇障處, 入障處已起於貪心, 起貪心已而能造作貪瞋癡業, 造業行已不能自止, 如蠶作
繭以分別心而自纏身, 墮在六道大海險難, 如轆轤迴轉不自覺知, 以無智故不知一切諸法如幻, 不知無我
我所…….”) (｢五法門品第十二｣, 入楞伽經, CBETA, T0671_007, 0557b12-0557b14)
8) 大般若波羅蜜多經(419권)에서는 존재의 본질인 “공함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과 같은 차별의
모습들이 없다(空無一、二、三、四、五等差別之相)”고 진술한다. (ABC, K0001 v3, p.1000c07-c08)
9) “원인과 조건에 의해 형성된 모든 것은 꿈・허깨비・물거품・그림자와 같고, 이슬 및 번갯불과 같아
서, 마땅히 일체를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如露亦如電，應作如是觀)”
(金剛般若波羅蜜經, ABC, K0013 v5, p.984b05-b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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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별도 모두 각자의 마음으로 계측하여 만드는 것(自心計作有, 自心計作無)이지10) 그
실상은 空하다. 그러므로 부의 소유를 향한 과도한 추구는 우리가 그것을 고정된 실체(有)로
여기고 집착하기 때문임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당대의 문인 백거이(白居易, 772-846)가 다음에서 전하는 不二의 미감
은 물질적 풍요와 같은 찰나적 향유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우리 삶의 일면을 돌아보게 한다.
蝸牛角上爭何事,

달팽이 뿔 같은 세상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石火光中寄此身.

전광석화의 세월 속에 이 몸 맡긴 것이라네.

隨富隨貧且歡樂,

넉넉한 대로 가난한 대로 모두 기쁘고 즐거우니,

不開口笑是痴人.

입 벌려 웃지 않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네.11)

선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시공 개념은 인위적으로 설정한 임시의
것이며, 그 본체도 허공처럼 비어 있다.12)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선형적으로 나누는 ‘여기저기’, ‘그때-이때’, ‘부분-전체’, ‘찰나-영원’과 같은 이원 대립의 언어 개념을 떠나면, 공간의
始終이나 시간의 長短도 없는 不二의 무한한 시공간이 전개된다. 이처럼 장구하고 광활한 텅
빈 품성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몸을 둔 이 삶의 세계는 달팽이 뿔(蝸牛角)과 같은 일부의
공간을 잠시 빌려 나타난 전광석화(石火光)의 찰나적 현상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시인은 유한
한 삶 속에서 부귀, 빈천과 같은 虛名에 집착하지 않기를 전한다. 동시대의 시승 교연(皎然,
730?-799?) 또한 ｢短歌行｣에서 “귀천은 한 티끌이요, 생사는 한 손가락(貴賤同一塵, 死生同
一指)”13)이라고 하였듯이, 물질세계의 찰나적 속성을 알아차리어 그것에 탐착하지 않는 본래
의 空性을 회복할 때, 부유하다고 이름하면 그러한 대로, 가난하다고 이름하면 또 그러한 대
로 유무의 분별을 떠나 무한한 열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의 소유에 대한 탐심은 빈부의 정도로 인간의 삶까지 계급화하는 부조리를 낳기
도 한다. 이러한 세속적 인식을 향해 고려 진각혜심(眞覺慧諶, 1178-1234) 선사가 다음 두 수
를 통해 던지는 일갈은 물질적 부의 有無나 多少에 가리어진 본질적 세계의 空性을 일깨운다.

10) 선종의 초조 달마 대사(達磨大師, ?-528)에 따르면, “모든 현상이 있다고 본다면, 그 있음(有)이 저
절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계측하고 분별하여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없다고
본다면, 그 없음(無)이 저절로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계측하고 분별하여 ‘없다’고 여
기는 것이다(見一切法有, 有不自有, 自心計作有. 見一切法無, 無不自無, 自心計作無).” (｢第四門安心
法門｣, 少室六門, CBETA, T48n2009_001, 0370b04)
11) ｢對酒・其二｣, 全唐詩卷449_43
12) 華嚴經에서는 ‘하나가 곧 여럿이요, 여럿이 곧 하나다(一卽多, 多卽一)’라는 一多不二의 이치를 전
한다. 여기에 신라의 의상대사(義湘大師, 625-702)가 “하나 속에 전체가 담겨 있고, 여럿 속에 하나
가 있으니, 하나가 곧 전체이고 여럿이 곧 하나다. 작은 티끌 하나는 온 세계를 담고 있고, 모든 티끌
속에도 저마다 역시 그러하다(一中一切多中一, 一卽一切 多卽一,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
고 덧붙인 해석에 따르면, 一과 多라는 숫자로 표상된 상대적 개념들, 즉 부분과 전체, 찰나와 영원,
작은 티끌과 온 세계 등으로 대립된 언어의 실상은 텅 비어 구분 없는 不二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金剛經에서는 과거-현재-미래라고 일컫는 三世의 개념과 관련하여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 모두 알 수 없는 것(過去心不可得，現在心不可得，未來心不可得).”이라고
진술하는데, 과거의 시공간은 지나간 현상이라 현재에 이르지 않고, 미래의 시공간은 오지 않은 현상
이라 역시 현재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현재-미래라고 명명한 개념은 모두 우리의
육체가 존재하는 현재의 관점에서 일컫는 것이지 그것의 실상은 空하다. (｢義湘法師法性偈科註｣, 大
方廣佛華嚴經, ABC, H0229 v10, p.387b15-24); ｢一體同觀分第十八｣, 金剛般若波羅蜜經, ABC,
K0013 v5, p.982c21-c22)
13) ｢孤憤歌｣ 全唐詩卷19_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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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生天地間,

사람이 천지 간에 태어날 제엔,

白骸九竅都相似.

새하얀 뼈에 아홉 가지 구멍을 지녀 모두 같건만.

或貧或富或貴賤,

누군 가난하고 누군 부유하며 또 누구는 귀천이 다른데다

或姸或醜緣何事.

누군 곱고 누군 추하니 무슨 까닭인가.
……

俱生一世中,

모두 한 세상에 같이 태어났는데

胡乃千般萬般異.

어찌하여 천 가지 만 가지로 이렇게 다른가?
-｢孤憤歌｣14)

萬別千差事,

만 가지 다르고 천 가지로 차이 나는 일들이란

皆從妄想生.

모두 망령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若離此分別,

만약 이 분별하는 마음을 끊어낸다면

何物不齊平.

무엇인들 고르고 평등하지 않으리.”
-｢代天地答｣15)

선종의 육조 혜능(六祖慧能, 638-713) 대사는 “사람에게는 비록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북의 구분이 없다(人雖有南北, 佛性本無南北).”16)고 하면서 “스스로 본성의 청정함을
보라(自見本性淸淨)”17)고 강조한다. 허공과 같은 텅 빈 품성의 자리에는 동서남북과 같은 정
해진 이름이 있을 수 없는데, 무명으로 인해 우리가 분별심과 집착심을 일으키면 삼라만상이
차별의 개념으로 물들 수 있음을 전하는 것이다.
시인 역시 차별 없이 평등하게 태어난 존재의 본질이 빈부, 귀천, 미추 등 천차만별의 이름
으로 갈라지는 것은 세상을 이원화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오염된 마음 때문임을 직언한다. ‘모
든 것은 마음이 만들므로(一切唯心造)’18) 본래의 텅 빈 마음으로 바라볼 때, 사람을 포함한 만
물도 절대 평등한 不二의 본성이 여실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임을 전하는 것이다.
(2) 정치적 득실의 불이
재물의 축적 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지위의 획득에도 공명과 이욕을 과도하게 쫓는 소유의
마음이 수반되기 쉽다. 그러나 송대의 문인 소식(蘇軾, 1037-1101)이 노래하였듯이, “사대로
이루어진 만물은 덧없는 환상과 같은데, 벼슬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외물에 불과하다(四大猶
空幻, 衣冠矧外物).”19) 권세나 지위 모두 인연의 이합집산에 의한 결과이므로 인위적으로 취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존속되는 불변의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당대의 시승이었던 왕범지(王梵志, 590?-660?) 역시 일찍이 ｢死王羨活鼠｣20)에서
그것의 득실에서 벗어나 不二의 텅 빈 본성을 회복하도록 전한 바 있다.
死王羨活鼠,
14)
15)
16)
17)
18)
19)
20)

죽은 왕이 산 쥐(고관대작)를 부러워해도

無衣子詩集(上卷) (ABC, H0078 v6, p.53c19-p.54a01)
상게서 (ABC, H0078 v0, p.54-a14).
｢行由第一｣, 六祖大師法寶壇經 (CBETA, T48n2008_001, 0348a13)
｢坐禪第五｣, 상게서 (CBETA, T48n2008_001, 0353b18)
｢夜摩宮中偈讚品第二十｣, 大方廣佛華嚴經(第19卷) (CBETA, T10n0279_019, 0102a09)
｢聞潮陽吳子野出家｣, 蘇軾詩集卷47(補編)
陳尙君 輯校, 全唐詩補編 , 北京, 中華書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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寧及尋常人.

평범한 사람들에 어찌 비하겠나.

得官何須喜,

벼슬 얻었다고 무엇하러 기뻐하며,

失職何須憂.

자리 잃는다고 무엇하러 걱정하랴.

不可將財覓,

재물로도 찾아지지 않고,

不可智力求.

머리로도 구해지지 않는 법.

倘來可柜藏,

혹시라도 관직 오면 벼슬 맡는다 해도,

任去不可留.

어쩌다 가버리면 머물게 못 한다네.

任來還任去,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정해지지 않은 법인데,

運命何須愁.

그 운명에 무엇하러 시름하랴.

시인이 말하는 권세나 지위의 얻고 잃음(得失)은 계절의 이동처럼 조작 없이 이루어지므로
그 흐름에 맡길 수 있을 뿐이다. 조사선을 제창한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 선사가 ‘일상
의 마음이 근본 도리(平常心是道)’21)라고 한 것과 같이, 분별의 관념에 미혹되지 않아 순수한
평소의 본마음을 견지한다면, 그에 비할 만한 禪悅은 없을 것이다. 일시적인 득의나 실의에서
자유로워 그에 매이거나 희비로 동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관직을 얻게 되면
그 소임에 따라 벼슬살이를 살고, 관직을 잃게 되어도 그것을 머물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아,
그저 隨緣의 자세로 無爲의 평범한 삶에 임하기를 전한다. 만사와 만물의 왕래가 정해진 바
없이 무수한 변화 속에 이루어진다는 이치를 바로 보되, 득의와 실의에 시름할 필요가 없음을
일깨우는 것이다.
득의와 실의의 개념을 떠나 시름을 여읜 不二의 품성을 당대 왕유는 「送別」22)에서 다음과
같이 그려낸다.
下馬飮君酒,

말에서 내려 그대에게 술 권하며,

問君何所之.

어디로 가려는지 물었나니.

君言不得意,

그대 말하길, ‘뜻 얻지 못하였으매,

歸臥南山陲.

종남산 기슭으로 돌아가 누울라네’ 했었지.

但去莫復問,

그저 떠나시게, 다시 묻지 않으리,

白雲無盡時.

저 흰 구름은 다할 날 없을지어니.

종남산 기슭에서 은거하기 위해 시인의 벗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계기는 ‘득의의 실패(不得
意)’다. 그러나 이것이 실의에 매몰된 표상은 아니다. 도리어 정치적 참여를 향했던 욕망으로
부터 벗어난 無心의 경계를 함축한다. ‘흰 구름(白雲)’은 고착된 모습으로 한 곳에 머물지 않
고 끝없이 자유로운 열락의 경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텅 빈 본성(空性)의 회복을 암시한다.23)
21) 마조도일 선사는 不二의 평상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엇을 평상심이라고 일컫는가? 조작이 없고, 시비도 없으며, 취사도 없고, 소멸(斷見)과 존재(常見)
이 없고, 범부와 성인이 없는 것이다(何謂平常心, 無造作, 無是非, 無取捨, 無斷常, 無凡無聖)”.
또 이처럼 양단에 치우치지 않는 不二의 품성과 관련하여, “유위를 다하지도 않으면서, 무위에 머물
지도 않는 것이다. 유위는 무위의 작용이고, 무위는 유위에 의지하는 것이므로, 의지할 바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허공에는 의지할 바가 없다(不盡有爲, 不住無爲. 有爲是無爲之用, 無爲是有爲之依,
不住於依. …虛空無所依).”라고 덧붙였다. (馬祖道一禪師廣錄, CBETA, X69n1321_001, 0003a12)
22) 全唐詩卷125_33
23) 청대의 심덕잠이 “흰 구름은 끝이 없어 족히 스스로 즐거워 할 수 있으니, 뜻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
지 말라(白雲無盡 足以自樂 勿言不得意也)”고 평한 바 있다. (沈德潜 選注, 唐詩別裁集(卷1), 上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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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왕유는 떠나는 벗이 그의 발걸음에 그저 전념하기를 권할 뿐(但去), 더이상의 물음
없이 자신의 언사를 절제한다. ‘不得意’라는 언표가 야기하는 득의와 실의의 분별적 관념이 벗
의 내면에 다시금 상기되지 않도록 말이다.
(3) 사회문화적 피차의 불이
선가에서는 본래적 품성을 회복하여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방해가 되는 분별과 집착의 요소
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도록 가르친다. 심지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逢佛殺佛, 逢祖殺祖)”24)고 한 당대 임제혜조(臨濟慧照, ?-866) 선사의 언급은
언어나 문자가 만드는 개념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도록 경책한 것인데, “모든 형상이 실재하는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본다면, 우주 만물이 구유한 본래의 텅 빈 품성을 만나게 될 것(若見諸
相非相, 卽見如來)”25)이라고 한 金剛經의 뜻과도 궤를 같이 한다. 즉, 여래로 표현된 텅 빈
품성의 본래적 세계는 공(空)이나 부처(佛)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생각의 길조차 끊어진 이언
절려(離言絶慮)의 세계이므로, 여기에는 피차 간의 양극화와 서열화를 초래하는 신분, 학력,
직업, 성별 등에 관한 모든 사회적 차별의 이름과 인식이 틈입하지 않는다.
이처럼 不二의 품성이 생동하는 본래적 품성의 세계에 대해 송대의 문인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寒時暖處坐,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앉고,

熱時涼處行.

더울 때는 서늘한 곳으로 간다네.

眾生不異佛,

중생은 부처와 다르지 않나니,

佛即是眾生.

부처는 곧 중생이라네.26)

우리 본연의 품성은 순환의 이치를 따르는 대자연의 운행과 다름 없다. 추울 때는 따뜻한
곳을 찾고, 더울 때는 서늘한 곳을 찾게 되듯이, 자연의 변화 현상을 無心히 따를 뿐 저항하
거나 역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춥다, 덥다와 같은 생각에 찰나 간에도 머물지 않아 걸림이
없고 언제나 자유롭다. 따라서 이와 같은 텅 빈 본성의 자리에서는 중생이든, 부처든 어느 한
쪽의 名色에 편향되거나 천착하지 않아 만물 또한 언제나 全一하고 서로 다르지 않은 不二의
평등한 본래 모습 그대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송대 소식은 우리의 空性을 회복하여 상호 간에 대립이나 충돌 없이 원융한 조화
를 이루려면, 우리의 분별심을 자극하는 감관의 작용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노래한다.27)
凡聖無異居,

범부와 성인 따로 살지 않고,

淸濁共此世.

맑고 탁함이 이 세상에 함께 있다네.

心閑偶自見,

마음이 한가로우면 우연히 그 참뜻 절로 보이고,

古籍出版社, 2013)
24) “逢佛殺佛, 逢祖殺祖, 逢羅漢殺羅漢, 逢父母殺父母, 逢親眷殺親眷, 始得解脫, 不與物拘, 透脫自在.”
(鎮州臨濟慧照禪師語錄, CBETA, T47n1985_001, 0500b21)
25)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則見如來.” (｢如理實見分｣, 金剛般若波羅蜜經, ABC, K0013
v5, p.979b20)
26) ｢題半山寺壁・其二｣, 臨川先生文集 (文淵閣四庫全書第1105冊(集部44, 別集類), 臺北, 臺灣商務
印書館, 1986)
27) ｢和陶桃花源, 幷引｣중, 蘇軾詩集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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念起忽已逝.

속된 생각 일어나면 홀연히 사라진다네.

欲知眞一處,

참된 곳 알고자 하면,

要使六用廢.

감관의 작용(六用)을 그만둬야 한다네.

상술한 바 있듯이, 만물의 본성은 空하다. 그렇기 때문에 空性이 감도는 참된 자리(眞一處)
에서는 범부와 성인, 맑음과 탁함을 구분하는 자취가 없어 우주 만물이 간섭 없이 조화롭게
공존한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는 것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외물에 미혹되어 탐심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감각적 욕망을 거두고 청정한 본성의 눈으로 한가로이 마주하면, 고정된
관념이나 사견에 사로잡히지 않아 만상에 깃든 그 진실한 본체가 오롯이 현현한다고 전한다.
조선의 벽송지엄(碧松智嚴, 1464-1534) 선사 역시 “여섯 창문 텅 비어 드넓으니, 부처니 악
마니 절로 길을 잃는다(六窓虛豁豁, 魔佛自亡羊).”28)고 노래하였듯이, 외부 세계의 물상들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眼・耳・鼻・舌・身・意)의 6가지 감각 창문(六窓)으로 들어와도 그
것에 한 점의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나 악마로 일컫는 분별의 이름들은 그 흔적조차
남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3. 나오는 말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부, 권력, 명예, 지위 등의 소유를 향한 인간의 욕망은 더욱 자극 받
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갈등은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와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범사회적으로 외현된 갈등의 원인을 인간의 내면에서 찾아보고, 그 해결의 실마리
를 무차별의 선적 가르침이 응축된 선시 작품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선종은 누구나 구유하고 있는 청정한 본성을 회복하고 만물에 내재된 텅 빈 본성을 직관하
여 깨닫기를 강조한다. 그리하여 선시에는 이러한 空性을 일깨우고 절대적 평등을 지향하는
不二의 미감이 배어 있다. 여기에서는 한중 선시 작품을 고찰 대상으로 삼아 창작자들이 건네
는 경각의 메시지를 경제적 유무의 不二, 정치적 득실의 不二, 사회문화적 피차의 不二 관점
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불평등의 문제는 부, 권력,
명예, 신분, 지위 등 모든 존재의 텅 빈 실상을 깨닫지 못한 채, 유무, 득실, 피차와 같은 이
원 대립의 틀 안에서 한쪽 개념을 고정된 가치로 여기면서 분별하는 무명(無明)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체의 분별을 여의고 본연의 순수한 空性을 회복하도록 이끄는 무차별의 선적 지혜
가 세속적 차별이 초래하는 일련의 대립과 갈등 해소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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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의 선시 미학」에 대한 토론문
윤석우(인덕대)
본고에서 발표자 선생님은 무차별의 不二를 강조하며, 경제적 유무, 정치적 득실, 사회문화적
피차를 각각 둘로 나누는 순간 갈등과 차별이 발생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선
시들을 예시로 들면서 시에 대한 간결하고 적절한 설명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시는 제4~5쪽의 왕범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왕범지는 ‘혹시라도 관직 오면
벼슬 맡는다 해도 어쩌다 가버리면 머물게 못 한다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벼슬을 마다하
고 무조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벼슬살이를 해서 사회적 임무를 다 하되 거기에서
지나친 권력이나 소유를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정해
지지 않은 법인데, 그 운명에 무엇하러 시름하랴’라고 한 것을 보아 저절로 들어오는 지위나
부귀는 거부하지 않고, 그 지위나 부귀를 억지로 지키기 위해서 마음씀을 거부한다는 것 같습
니다. 이는 불교, 선종 뿐 아니라 安貧樂道등의 관념으로서 論語에서부터 시작되는 중국 전
통의 관념과도 비슷합니다. 선종에서 이르는 바와 같이 평상시에 아무일도 하지 않고 도를 닦
거나 空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의 일을 하되 그 일에 매이지 않고 無心으로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6쪽의 왕안석의 시처럼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앉고, 더울 때는 서
늘한 곳으로 간다네’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苦行을 한다고 추울 때 더 춥게 있
고, 더울 때 불판 위에 올라가는 행위는 선종에서 권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宋·明 도학자들에게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선시를 읽고 조화와 평정심을 얻고, 구분을 없애고 차별을 초월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에서 발표자 선생님은 ‘사회구성원의 조화와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듯 합
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어
일견 갈등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조화와 통합’에
대한 추구는 자칫하면 몰개성의 획일화로 나아갈 수 있으며,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현대 민주사회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사회의
욕망은 자본주의의 생산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심히 왜곡되어 있으며, 이는 교묘한 자본의
지배로 나타납니다. ‘나오는 말’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모든 존재가 텅빈 것이라는 실상을 깨닫
지 못하고 이원대립을 시켜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물론 이러한 철학적인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
이지만 사회경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역시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 해결은 선시 감상
등의 개인적인 노력은 물론이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회경제적 정책 수립과 이
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칫 훌륭한 선시들이 이미 많이 소유하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만족으로 향유하는 도구로 쓰일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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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층의 주관화 메커니즘: 분할된 감성의 (구별짓기에 대한) 믿음
이성근(서울대)

여기서 다루는 사회 계층화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제시되는 사회적 실재로서 주어지는 사
회 계층이나 집단(social stratum, class, group, etc.)에 대한 분석의 연장이 아니다. 그
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세분화 경향으로 나타나는 계층화/구획 짓기(make a
section)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 확인은 사적 생활(privacy)을 공적 문제(public
or community matter)라고 확인하는 구성원들의 시각 전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
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전통적인 객관성, 간주관성, 사회성 등에 대한 이해가 구성원들
의 주관성 거름망(filter)을 거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거나 이
해하는 특정한 시각이나 관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현상과 사실들을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감성 구획(section)이 어떻게 특정한 방식으로 분할, 절단되는
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이 갖는
주관적 ‘믿음’과 그러한 믿음의 바탕이 되는 감성적 도식(sensible schema)이라는 측면에
서 접근하고자 한다. 조금 더 단순한 방식으로 정리한다면, 이는 구성되는 주체 혹은 주체
의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분할/분
리된다고 믿는지 검토하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랑시에르의 감각적인 것의 나눔과 부르
디외의 사회적, 문화적 취향의 구별 짓기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전의 사회상에서 벗어나
는 비정상(abnormal)이 아닌 새로운 질서/규범(new normal)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려 한다.
1. 흥미로움과 위태로움의 경계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화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목을 끌었다. 감염질환의 유행이라는
특성 자체가 사회의 여러 제도, 정책 영역 및 구성원들의 대응에 관련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
주목하려 하는 것은 현 상황이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는지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집단, 천안에서의 줌바 댄
스 모임, 이태원과 홍대 등지의 클럽 이용자들, 그리고 해외 유입 인구의 감염 동향 등등 급
속한 질병 전파의 매개로 지적된 ‘집단’들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은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여러 논의, 논란들일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지급 대상의 범위에 대한 논란, 기부 형식을 통한
지원금의 (실질적) 회수, 지원금의 경제적 파급력, 개인에게 주어지는 실효성 등등의 문제였
고, 사후적인 평가도 여전히 분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살펴보는 일은 꽤나 중요하고 흥미로운 일이라 판단된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활용하면서 고기, 더 나아가 “소고기”29)가 상징적인 대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29)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는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
표적인 기사일 것이다. 이영수, <文대통령 “재난지원금, 소고기 사는데… 아내 안경 사줬다는 보도에
뭉클”, 《쿠키뉴스》, 2020. 5. 26. 기사.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5260250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보
았다”며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 뭉클했다”고 덧붙였다.” 대통
령의 발언을 전달한 이러한 기사는 소위 사회 지도층이 경제 상황, 구분에 따라 평균적인 국민들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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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 흥미롭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위태로움 역시 동반한다.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사용이 일단락된 이후 육
류 가격의 변동이 상승과 하락의 교차로 나타났다는 점은 꽤나 시사적이다.30)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제적 수치의 실제 확인에서 육류에 한정되어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그것이 고정적이거
나 지속적인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돼지고기와 소고
기의 관계가 대체제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소)고기’라는 대상은
소비할 수 있는 실질적 구매력과 함께 마음의 여유라는 소비 가능성에 따른 변화를 모두 드러
낸다. 소비 행태와 그에 따른 경제 지표의 변화라는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여기서는

상징적

으로 발화된 “(소)고기”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역시 일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소비할 수 있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 내지는 여유가 생겨야 소비할 수 있는 부류로서 구
획된다. 스스로 소고기를 사먹을 수 있는 상황을 즐겁게 드러내는 상황은 이러한 구획에 속할
수 있음과 속할 수 없음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위태로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적은 사회적 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구조적인 측면과 그러한 계층이 만들어지는 현
상이라는 두 축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논의는 이러한 측면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
이다. 따라서 ‘사회(학)’적인 접근을 취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인 것도
아니다. 다만 분명하게 해두고 싶은 것은 이러한 순환적인 구조 내에서 구획의 선택에 대한
믿음이라는 기제가 더해진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다. 구조 속의 개인이
냐 개인들이 만드는 구조냐는 결정의 이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회
에서 ‘(소)고기’의 소비는 구성원들 사이의 상징적인 구획 조건이면서 스스로의 사회적, 집단
적 구성원이 되거나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자 믿음으로 기능한다.
2.실재하는 사회 계층(?)
그렇다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것은 흔히 일상에서 ‘중상위층’, ‘상류층’ 등의 표현을 통해
실체가 있는 사회적 대상으로 이해하는 ‘계층’에 대한 접근이나 정리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
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주류 사회학계에서 기본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앤서니 기든스와 필립
W. 서튼의 『사회학의 핵심개념들』31)(이하 『개념들』)에서도 ‘계층’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나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개념의 윤곽을 그려보기 위해 우리는 유사하게 통용하는 다른 개념
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어지는 혹은 소속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지위’(status)에 대한 기본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개인 또는 사회집단에 대해 사회의 다른 성원들이 부여한 사회적 명
예 또는 위신”(245)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이데올로기적인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계급’(class)은 “대규모 사회집단들의 상대적인 경제적 위치로서, 직업, 재산, 소유, 부富, 또
는 라이프스타일 선택의 측면에서 정의된다.”(205)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개인이 만들어가는
‘정체성’(indentity)은 “개인 특성 또는 집단 특성의 뚜렷이 구분되는 측면으로서, 자아에 대한
더불어 기사를 전달하는 쪽의 입장에서도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소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진 것에 상징적인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기사의 표제도 시사적으로 참조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우영, 유선일, <14.2조 재난지원금으로 뭐했나 “고기 사먹었다”>, 《머니투데
이》, 2020.7.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0216021672551&type=1
30) 최우영, 유선일, <14.2조 재난지원금 풀었더니 소고기·돼지고기 값만 올랐다>, 《머니투데이》, 2020,
7. 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0209403940749&type=1
이승진, <재난지원금 효과 끝…돼지고기·소고기 가격 하락>, 《아시아경제》, 2020. 7. 13.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1315125906165
31) 앤서니 기든스, 필립 W. 서튼, 김봉석 옮김, 『사회학의 핵심개념들』, 동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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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과 관련된다.”(327), ‘사회적 자아’social self)는 “인간 유기체 개인이 그에 대한 다른 사
람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응하면서 생성되는 자아인식의 형성”(334)과 같이 정의된다. 이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사회 단위는 ‘사회집단’의 구
성원이자 관계와 교류의 산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금 더 살피면, 최근까지의 사회학 이론사를 정리하고 있는 터너의 뛰어난 책 『현대 사회학
이론』32)(이하 『이론』)에서도 ‘계층’, ‘계층론’ 자체를 별도의 이론적 용어, 대상으로 주제화하
지는 않고 개별 사회학 이론들에 대한 설명의 일부로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터
너는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 기능주의를 소개하면서, 사회 체계에서 일어나는 진화를 “ⓐ분할
(segmentation), ⓑ계층화, ⓒ기능적 분화”(95)를 수반하는 것이라 소개한다. 이때 ‘계층화’는
가장 단순한 사회들의 분화에서 만들어진 하위체계들이 계속 분화하는 과정에서 “권력, 부,
그리고 다른 자원에서 차이가 나는 층화된 체계들을 만들어”지고, 이것이 “위계적으로 배열”
되고 체계적으로 한계를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제시된다.(같은 곳) 다음으로 렌스키의 사회진
화의 단계이론에서 기술수준, 불공정한 영여분배 정도, 인구학적 특성, 정치에서 권력의 통합
과 같은 기본 요소들의 영향 관계에 따른 불평등이 일어나는 계층화(stratification) 기본 모델
(174)에 대한 소개가 나타난다. 그리고 문화이론 내부에서 부르디외 문화적 갈등이론에서 지
배구조를 계급문화와 연관해 다루면서 설명되고(534), 부르디외와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론적
기원을 공유하는 비판이론의 측면에서의 역할이 짧게 언급될 뿐이다.(589)33)
그렇다면 ‘계층’의 실재라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려는 것은 실효가 없는 거짓 문제일
수 있다. 여러 사회학 이론들에서의 설명 역시 사회적 상하 구분이 상정, 지배와 피지배, 불평
등 구조 등으로 나아가는 기반 정도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간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것
은 ‘계층’이란 실재를 상정하는 것보다는 ‘계층화’의 경향, 가능성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객관적
집단성 자체들의 위계적 실재(stratum, class, group)가 아닌, 분할되고 구획된 소속
(section) 아래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기제를 살피게 될 것이다. ‘(소)고기’에서 시작한 만큼,
직접적으로는 이 문제를 ‘먹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 더 수월할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단순한 취향을 넘어서는 ‘먹기’라는 문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연출로 영화화되면서 더 유명세를 얻은 길리언 플린의 소설 『나를 찾
아줘』는 기본적으로 5년차 부부의 실종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을 스토리로 서술되는 추리, 스
릴러의 형태의 작품이다. 그런데 정소영은 이 소설을 꽤나 흥미로운 미시적 초점을 통해 분석
한다.34) 저서 전체를 관통하는 분석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첫 글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하
게 되는 글의 제목은 <크레이프 만드는 여자, 팬케이크 만드는 남자>이다. ‘크레이프’와 ‘팬케
이크’, 여자와 남자와 같은 대비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글에서는 음식, 문화, 젠더와 같은 복
합적 정체성들의 관계가 뉴욕 출신의 금수저 에이미와 미주리 출신 흙수저 닉이라는 등장인물
들을 통해 분석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분석들을 먼저 살펴보자.
32) 조나단 터너, 김윤태 등 옮김, 『현대 사회학 이론』, 나남, 2019.
33) 비판이론의 연장선에서 확인되겠지만, ‘미국 스타일의 비판이론’이라는 명칭 아래 포괄적으로 설명되
는 “사회학 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젠더, 정치, 가부장제”에서의 설명 역시, 오클리의 주부와
가사노동에 대한 논의를 설명하면서 “가족은 계층의 단위”라는 오클리의 정리를 간략히 제시할 뿐이
다.(같은 책, 641-642)
34) 정소영, 『맛, 그 지적 유혹』, 니케북스, 2018.(이하 『유혹』)

- 25 -

닉은 에이미의 부모님 집을 처음 방문하고 식사를 한다. 에이미 부모님은 유기농 건강
음식과 건강식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그 자리에서 닉은 처음으로 퀴노아를 먹는다. 그는
퀴노아를 어떨게 발음하는지도 몰랐고, 그 이름을 듣고는 생선의 일종이 아닌가 하고 생
각한다.(유혹, 28)
퀴노아에 익숙한 에이미와 퀴노아를 생전 처음 맛보는 닉의 모습에서 그들 사이에 존재하
는 계층적 차이를 단적으로 볼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에 관한 취향은 계층을 확
고히 구분 짓는 문화자본의 일부다.(유혹, 30)

‘문화자본’에 대한 언급을 통해 쉽게 확인되는 것처럼, 정소영의 논의는 상당 부분 부르디외
의 문화와 취향에 따른 구별짓기의 시각을 전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소 주의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 저자의 이러한 분석이 논의의 틀을 더 나아간 논의의 가능성이 없도록 한계 짓고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알고 있음, 감각적 익숙함, 문화적 취향에 따른 계층 구분 등은 유의미하지
만, 고정적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우를 범한다. 위의 ‘퀴노아’를 먹는 식사를
위해 문화자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저자는 “문화도 상품이 되기 때문에 많은 형태의 문
화 자본이 경제 자본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꼭 돈이 많아야 음악회나 전시회에 가는 건 아
니다. 경제 자본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문화생활에 많은 돈을 들이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문
화 자본은 개인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유혹, 27. 밑줄 강조는 인용자)
라고 설명한다. 이 다른 선택의 문제를 보여주는 서술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정체성에 대한
판단은 고정적이다.
에이미가 실종된 후 닉이 그 지역 경찰과 만나는 곳이 팬케이크 하우스인 점이 흥미롭다.
미주리는 팬케이크의 고장이다. 에이미가 미주리에 내려와 살명서도 줄곧 크레이프를 만
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주리의 생활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에이미
는 나중에 집에 돌아온 후 다음 날 아침에도 크레이프를 만든다. 이는 그녀가 조금도 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다. 에이미는 미주리를 결코 자
신의 ‘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방식과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것이다.(유혹, 34)

소설 속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선해한다면, 이는 수긍할 수 있는 수준
의 서술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화적 습관에 대한 논의에서 멈추지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대한 논의까지 나아갈 수 없다. “크레이프를 만들고 와인을 마시는 여자와 팬케이크를 먹고
맥주를 마시는 남자”를 사회 “계층 간, 지역 간의 차이와 갈등”(35)을 보여주는 것이라 단정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성원들 사이에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상존한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신분은 단일한 지위 요소만을 갖지는 않으며,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만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반영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르디외가 제시하는 자본 형태에 따라
계급들과 계급 안에서 다시 나뉘는 세력층의 역학 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구별짓기라는 사회적, 문화적 상징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실제 현상들에 대한 복합적, 세부적
분석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이는 기본적인 계층, 계급, 문화적 차이들의 위계가 만들어지면
서 나타나는 상호 모방, 관계, 지위 역전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더 나아가 고려할
것은 우리는 다른 사회적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방식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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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좀 더 문제에 밀착한다면, 우리는 선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이프와 와인을 마셔
야 하는 상황, 크레이프와 와인을 좋아하더라도 팬케이크와 맥주가 더 부러운 상황 등에 마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여기서 ‘크레이프’를 ‘(소)고기’로 대체한다면, 우리 사회의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실제적인 대상을 소비하는 것의 문제보다는 그것을 소비하거나 소
비할 수 없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편이 훨씬 더 적절할 성명일 것이다. 사회적인 의미
에서의 ‘먹기’는 단순히 취향과 계층적으로 고정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대면하고 자신 및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 “완벽한 레시피는 없다. ‘진짜’ 플레이버는 하나가 아니라 각자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요리하는 사람의 경험과 정체성을 초월하는 하나의 완벽한 레시피가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은 다양성과 다름을 억누르고 획일성과 위계를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와 다르지
않다. 나는 한국인이다. 하지만 이 국가적 정체성은 나의 존재를 한정하는 카테고리가 아닌,
나로 인해 확장 되어야 하는 카테고리다.”(유혹, 326)는 『유혹』의 결론적 단언은 틀린 설명은
아닐지언정 지나치게 낙관적인 논리적인 통제일 수 있다. 취향의 주관성을 넘어서는 먹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4. 이해하기(make a sense)에서 구획하기(make a section)로
부르디외가 정체성과 재현/표상 작용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들은 사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앞서 『유혹』에서 뉴욕 출신 에이미, 미주리 출신 닉으로 정체성을
제시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르디외는 ‘지역’, ‘종족’, ‘종족성’등과 관
련된 논쟁에 대해 “낙인이든 징표이든, 상식적인 범주요소를 논리적 비판에 복속시키고, 일상
적 판단의 실천적 원리들을 논리적으로 통제되고 경험적으로 근거지어진 과학의 범주들로 교
체하려고 애쓰다 보면, 실천적 분류가 언제나 실천적 기능에 종속되어 있으며, 사회적 효과의
생산을 지향한다는 점을 잊고 만다”35)며 비판한다. 이러한 점에서 부르디외가 정리하는 문화
와 취향의 상징작용 혹은 상징적 권력 작용은 우리가 그러한 작용들 더 나아가 지배에 의한
사회적 주체의 구조적 구성에 대한 언급만은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부르디외의 논의에서 잊
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실천적 언어의 중요성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바를 더욱 이해하기 쉽게 위해 통용되는 언어 활용 사례 형태로 접근해
보려 한다. 재난 지원금을 (소)고기 먹기에 활용했다는 경험을 기쁨이라는 감정과 함께 발화하
게 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판단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발화는 다른 사회 구
성원들과의 공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소위 ‘서민’으로 스스로를 지칭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일종의 벽,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가 허물어
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동시에 드러낸다. 따라서 이는 자신의 정체성이 구획되는 상징적, 문화
적, 경제적 조건, 배경 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발화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하려는 것은
이러한 가능, 불가능의 경계가 설정되는 방식이다. 이를 ‘플렉스’(flex)의 논리라 지칭하고 싶
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일상적인 맥락, 혹은 전제된 공통감
을 통해 ‘이해’하는(make a sense)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여러 경
계에서 구획하는(make a section) 수행적/실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직접적으로 힙합 음악계에서 사용되다가 속어, 유행어의 형태로 자리 잡은 “플랙스 하다/해
버리다”라는 표현은 꽤 복잡한 맥락에서 통용된다. 기본적으로 이는 과시하다의 의미를 감각
적으로 전달하는데, 이 때 과시의 대상은 소비하거나 드러내는 물건, 대상 자체가 아니다. 강
35) 피에르 부르디외, 김현경 옮김, 『언어와 상징권력』, 나남, c2020. 275-276쪽.(이하 상징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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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그러한 행위 자체의 소모성 혹은 그러한 행위를 감행하는 주체의 자세에 주어진다. 지금
당장 소비를 해버리면 앞으로의 생활이 어려울 것을 아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플렉스는 이루어
진다. 그러나 이는 주변에의 과시, 자기만족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버린 자신의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자조적인 유머의 색채를 띠기도 한다. 이 어쩔 수 없이 해버린 행위, 이에 대한
반응은 단순히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로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서있
는 곳은 선택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이다.
재난 지원금으로 “(소)고기를 먹는 여유를 부렸다”와 다른 신경 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고기로 플렉스해버렸다”는 것은 주어진 현실적 조건에서 다른 수행방식이다. 재난지원금으
로 갖추어진 경제적 여유가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적’이라는 점, 다소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
하다는 점이 이의 조건으로 작용한 측면도 크다. 그러나 두고두고 사용하거나 꼭 있어야 할
생활‘필수품’이 아닌, 사용하면 다만 사라질 뿐인 소고기이지만, 이 소비는 개인적 마음의 여
유, 일시적 사치의 선택과는 층위가 다르다. 이는 실제적인 골목상권의 활성화라는 경제적, 사
회적 효과와 함께 실질적인 계층 구조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이다. 평소에도 (소)고기
를 고민 없이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실재 여부, 그러한 계층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한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내면적, 외면적 점검을 행하는 양상인 것이
다. 그리고 이 지점이 한국 사회에서 (소)고기에 대한 발화가 상대적으로 고급하거나 선호되는
식자재, 음식 등으로 접근하는 문화적 기호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 되는
취향의 선택, 확보와 달라지는 지점이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은 (소)고기에 대한 발화
또는 그러한 발화의 장으로서 이에 대한 담론이 어느 정도로 구성원들 상호간의 관계와 공통
적인 사회적 자원을 담보하느냐로 나타난다.
담론 속에서 객관화된다는 사실이 행사하는 인식효과가 단지 그 담론을 펼치는 사람에게
인정이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집단에 정체성을 통보하는 담론이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말을 거는 집단의 객관성 속에 기초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도 하
다. 다시 말해 그것은 그 담론이 어느 정도까지 집단에 대한 성원들의 인정과 신뢰에, 그
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속성들에 기초하느냐에 달려 있다.(상징권력,
281)

이제 외적인 준거들에 의해 우열비교와 함께 소통되는 취향, 취미에 따른 구별짓기의 논리와
더불어 자신이 넘나들 수 있는 정체성이나 소속 범위에 대한 인정 (불)가능성을 가늠하는 구
획하기의 논리가 작동한다. “동일성/정체성이라는, 이 근본적으로 타인의 인정에 의해 존재하
는 인식된 존재를 위한 투쟁이 지각 및 지각의 범주들의 강제를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사실”
(상징권력, 282)이 더 중요하다. 사회구성원들이 미각적인 선호나 취향이 아니라면, 삼겹살을
먹는 쪽보다는 소고기를 먹는 쪽으로의 구획을 모색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상징적 지배의
일상적 효과이기도 한, 일종의 역설적 반복에 의해서, 피지배자들 자신이, 아니면 최소한 그들
중 일부가, 이 이분법의 원리들을 그들의 고유한 사회세계에 적용하기에 이른다. …… 이 원
리들은 언어에서 지배적인 대립들 체계의 기본구조를 그들의 방식으로 재생산한다.”(상징권력,
111) 우리가 재생산하는 정체성은 (소)고기라는 실제 육류가 아닌, “(소)고기를 사먹는다”는
발화행위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구획된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어떤 준거 집단을 고려
하고, 그에 대한 소속 가능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러한 발화를 활용하는 방식도
다르게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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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된 감성의 화용론
이러한 구획하기의 형태를 띠는 발화, 즉 플렉스의 논리라 지칭한 발화 형식은 그 자체가 상
징적 구조화와 그 폭력성을 다시 불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학)적 화용론36)
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오히려 검열을 벗어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부르디외는 검
열에 대해 “행위자들을 다양한 위치에 분포시키는 (그리고 그 효과의 성공 자체에 의해 잊혀
지는) 메커니즘들이 이 다양한 위치들이 그 위치의 객관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말을 할 줄 아
는 (또는 침묵을 지킬 줄 아는) 행위자들에 의해 점유되도록 보장할수록, 이 검열은 제도적 권
위에 의해 부과되고 확인되는 명시적 금지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 행위자 각자
가 그가 말하도록 객관적으로 허용된 것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때, 검열은 어느 때보다
완벽하며, 또한 비가시적이다. 그럴 때 행위자는 자기 자신을 검열할 필요조차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내면화한 지각과 표현의 형식들, 그의 표현들 모두에 부과되는 이 형식들을 통해,
말하자면 영구적으로 검열되었기 때문이다.”(상징권력, 344-345)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소의 보충이 필요해 보인다. 객관적인 말하기만 이루어지는 이미 검열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논의해온 구획하는 말하기는 이와는 달리 오히려 어떻게든 말함으로써 효
과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내면화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지각과 표
현의 형식들에 대한 논의가 남는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검열에 의한 것일 지라도, 지각되는
것들과 그에 대한 표현 혹은 침묵의 선택에는 주관적인 믿음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객관적이기를 강요하는 검열의 메커니즘 역시 일종의 효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주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랑시에르의 논의는 이에 대한 좋은 보충이 된다. 랑시에르
는 미학/감성학이 “철학이나 특정한 사상이 예술작품이나 취향 판단의 의미를 자신에게 유리
하게 왜곡하기 위해 사용하는 궤변의 담론”이라는 담론이 부르디외의 용어들로 정리되고 있다
는 지적을 한다.37) “미적 거리는 대중의 ‘아비투스(habitus)’에 속하는 “필요의 취향”과 문화
적 구별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문화적 구별 놀이 사이의 근원적 분리를 간직한 사
회 현실을 은폐하는 기능을 했다.”(불편함, 25-26)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비판은 기본적으로
정치로서의 감성학/미학을 단순한 예술철학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는 ‘감성의 분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질문된다.”38)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감성의 분
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

36) 부르디외는 ‘궤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언어의 사용이 어떻게 상징권력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로 몽테스키외, 하이데거, 마르크스의 텍스트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과학성의 수사학”,
“검열과 형식화”, “무게 잡는 담론”이라는 세 원리를 제시한다. 같은 책, 4부. “사회학적 화용론을 위
하여: 세 개의 사례 연구”
37) 자크 랑시에르, 주형일 옮김, 『미학 안의 불편함』, 인간사랑, 2008, 25쪽.(이하 불편함)
38) 자크 랑시에르, 오윤성 옮김, 『감성의 분할: 미학과 정치』, 도서출판b, 2008, 13쪽.(이하 분할) 7쪽
서문의 “나의 책 『불화』가 정치의 쟁점인 감성의 분할에, 따라서 정치의 어떤 미학에 할애했었던 분
석들의 결과”라는 서술도 함께 참조할 수 있다.
한국어 번역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인용은 이에 준한다. 다만, 이 글의 논의 진행
과 관련하여 그리고 저서의 원서의 제목 Le Partage du Sensible: esthétique et politique에 따른
의미 전달과 관련하여 두 가지 초점 정도를 제시해두고자 한다. 1) 영어에서도 같은 의미로 살릴 수
있는 sensible의 경우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점에서 예술철학으로서의 미학이 아닌 감각되는
것 또는 감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체계로 접근한다. 2) partage의 경우 단순히 나누는 것을 강조
하는 것이 아닌 몫part을 주는 것 즉, 배분 행위로 이해하고, 공동체에서 감각적인 것들의 구획과 배
분이라는 개인적인 초점에 따라 ‘분담’의 의미를 겹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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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통적인 것의 존재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몫들과 자리들을 규정하는 경계설정들
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 감각적 확실성의 체계를 나는 감성의 분할이라고 부른다. 감성의
분할은 따라서 분할된 공통적인 것과 배타적 몫들을 동시에 결정짓는다. 몫들과 자리들의
이러한 분배는 어떤 공통적인 것이 참여에 소용되는 방식 자체 그리고 개인들이 이 분할
에 참여하는 방식 자체를 결정하는 공간들, 시간들 그리고 활동 형태들의 어떤 분할에 의
거한다.(분할, 13-14)

지금까지 논의해온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속해야할 정체성을 구획하는 발화, 이 형식은
‘감성의 분할’이 지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가 공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구획의 경계가 어떠한 정도로 실재하느냐 혹은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초점
으로 분화될 뿐이다. 여기서 권력 작용에 따른 집단의 실재를 의식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다
음과 같은 부르디외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어떤 집단을 집단으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일 때, 이 집단에 대한 권력은 불가
피하게 집단을 만드는 권력이기도 하다. 즉, 그것은 집단에 공통된 지각과 구분의 원리들
을 강요하면서, 그러니까 집단의 자기동일성에 대한 단일한 시각 및 그 단일성에 대한 동
일한 시각을 강요하면서 집단을 만드는 권력이다.(상징권력, 282)

그러나 이와 반대로 플렉스의 논리를 따라 스스로가 속할 수 있는 (집단적) 정체성의 구획을
통한 놀이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사회구성원들 각자가 선택하는 감각적인 것들을 서로 어
떻게 달리 분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로서 감성학의 영역이 될 것이다. “나만의 진정한 플
레이버” 즉 온전히 통일된 감성, 취향에 대한 의지는 분할된 감성이라는 형식과 그 안에 담긴
복잡한 내용들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들은 어떤 접근할 수 있음과
없음의 경계이다. 특정한 구획의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그 구획의 외부로 나아가는 것도 그
경계를 확인하는 한에서 가능하다.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 그 행위들로 우리의 정체성(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에 관한 소통하는 행위의 양상은 우리가 마주하는 무수한 감
각적인 것들을 함께 구획하는 상징작용의 화용론 그 자체일 것이다. 우리는 여러 구조, 상징
작용, 계층화와 같은 요소들에 의한 권력 작용들이 실재한다는 감각, 지각을 가지고 있고, 그
것들에 따라 구획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들은 그 자체의 실재 여부를
넘어 스스로 조직한 주관적 정체성의 거름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러한 믿음들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것들이 주는 감각에 훨씬 더 민감해져야 한다. 우리의 문제
적 현실에 대한 대응은 정상적인 극복과 같은 규범에서 어긋났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운 규범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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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층의 주관화 메커니즘: 분할된 감성의 (구별짓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토론문
김민철(연세대)
《사회 계층 간 갈등: 문학과 종교의 관점에서》라고 하는 흥미롭고 시의성 있는 주제로 진행
되는 2020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에 논평자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
니다. 이성근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 ‘논평’이라기보다는 저의 의견과 질문을 덧붙이는 방식으
로 짧은 글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본고가 다루고 있는 핵심은 부르디외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현대 사회의 개인과 그 정체성 이해 문제로 보입니다. 정체성을 직업이나 신분, 계급
질서 속에서 외부로부터 주어진 고정 불변한 것으로 여겼던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정체
성은 소비와 관련된 자기표현이나 감성적(感性的)인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연스
럽게 지극히 사적(私的)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기 십상입 니다. 하지만 발표자가 기술하듯이
정체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화되고 소통되는 과정에서 “사적 생활을 공적 문제라고 확인하는
구성원들의 시각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정체성 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어
떻게 이해하고 인지하는가를 확인하게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관찰지점으로 기능하는 셈입니
다.

이를 위해 발표자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드러나는 자기 인식과 자기 표현으로

서의 정체 성 논의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된 길리언 플린의 소설 『나를 찾
아줘』에 등장하 는 인물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취향을 소비하는가를 통해 계층이나 문
화적 자본의 차이를 노 출하고 있다는 분석은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사례입니
다. 마찬가지로 발표자가 최근 대한민국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금을 소고기 소비에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주목한 것 역시, 부르디외가 주목하듯이 사회 구
성원들이 사용하는 “실천적 언어”를 통해 정 체성이 직조(織造)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온
당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소고기를 양껏 소비했다’ 는 내용을 SNS 등에서 공유함으로써 부를
과시(flex)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형 편에 대한 자랑이, 다른 한 편으로는
평소 소고기를 쉽게 소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 조(自嘲)를 읽어 낼 수 있기 때
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소고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주체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본 논

평자가 갖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연 이처럼 개인적 차원 에서 이뤄지는 분할된
감성에 기반한 정체성 이해가 새로운 질서 혹은 규범(new normal)으로 이 해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감성의 ‘구별짓기’에 대한 믿음이 이전의 동일적/획일적 정체성 논
의가 갖는 폭력성을 완화시키고 개인을 자유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
만 리처드 세넷이 『현대의 침몰 (The Fall of Public Man)』에서 지적하듯이 개인들의 자아도
취 혹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심화된 정신적 집착(psychic absorption)”은 공공성의 약화로
이어 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문제가 어떻게 종교적 차원의 논의와 연계될 수 있을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종교는 자아를 구성하고 (재)확인하게 하는
강력한

기제이면서,

동시에

토크빌

의

말처럼

‘자기

자신

속에

은거(隱居)하는

자아

(withdrawn into himself)’를 파괴하고 현실의 문제 에 직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기 확신과 우상화의 도구로 전락한 사사화(私事化)된 종교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과
의미를 성찰하는 본래적 차원에서의 종교라면 ‘분할된 감성의 구별 짓기’로 이해된 자아에 대
한 믿음 보다는 다른 이의 실존적 상황에 공감(sympathy)하는 통합적 감 성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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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시민사회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이루어져야 하는가?
김민아(인천대)

Ⅰ. 서론
본 논문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0년대 후반 브라이언 윌슨 Bryan R. Wilson이 유럽의 종교 현상을
근거로 세속화론을 제기한 이래, 종교의 공적 영역 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학적·정치학적·법학적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39)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는 별개로 종교는 꾸준히 사회에 큰 영향
력을 끼쳐왔다.40) 이는 종교의 공적 영역 참여를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범적 성격의 이
론이 현실을 규제하거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를
전제로 한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 방식 및 평가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현대 사회에서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더 적실하고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보수 개신교의 사회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종교의 시
민사회 참여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이러
한 한국 상황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아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고
찰한다. 위르겐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와 찰스 테일러 Charles M. Taylor를 중심으로
종교가 시민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언어를 보편적·시민적 언어로 ‘번역 translation’해
야 한다는 이론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데이비드 마틴 David
Martin이 번역된 언어가 종교 본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번역의 필요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시민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종교의 시민사회 참
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시킨다는 점을 보이도록 하겠다.

Ⅱ.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를 둘러싼 한국의 상황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개신교 정치 세력으로 광화문 광장에서의 소위 ‘태극기
부대’를 꼽을 수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결집했던 우파 세력은 한국기
독교총연합회 회장이었던 전광훈 목사를 위시로 한 보수 개신교 집단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
들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친미반공을 내세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자처하며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동성애·이슬람·차
별금지 추종자 처벌 및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노동운동 5년 정지” 등을 주장하였다.41)
39) Bryan R. Wilson, Religion in Secular Society: Fifty Years 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1966), 6.
40) 심지어 윤승용은 현대에 들어서도 종교가 시민사회의 대표 주자라고 지적하였다. 윤승용, 「한국 종
교의 사회 세력화 형태와 전망: 민주화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종교문화연구소(편), 『신자유주의 사회
의 종교를 묻는다』, 청년사, 2011, 155.
41) 오요셉, 「막말과 가짜뉴스 난무한 보수 기독교 광화문 집회」, 『노컷뉴스』 2019. 10. 3. https://ww
w.nocutnews.co.kr/news/5222848 (2020. 5. 27. 접속); 이용필, 「배덕만 교수 “전광훈, 대형 교회
목사들이 지지해 주니 판단력 잃어…막말 후폭풍 거셀 것”」, 『뉴스앤조이』 2019. 12. 9. http://ww
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74 (2020. 5. 27.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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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과격한 개신교 우파 세력의 광장 정치를 두고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비판적 여
론도 높아졌다. 종교와 정치는 구분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종교의 정치 참여를 반대한다는 의
견이 비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42)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종교의 정치 참여에 반대하
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과 ‘크리스챤아카데미’, ‘대한기독
교서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통계분석 발
표』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79.5퍼센트는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
당을 창당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찬성률은 5.2퍼센트
에 그쳤다. “태극기 부대 집회에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74.4퍼센트가 부정적이
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7.5퍼센트의 개신교인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43)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본격화된 이후 두드러진 현상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전 시기에도 종교가 사회적·정치적 영역
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오늘날과 같이 압도적이지는 않았
다.44) 1970,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종교는 큰 역할을 하였으며 종교 영역이
수행한 민중 운동 및 민주화 운동이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시민사회가 대두하고 난 후 오히려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논란이 강화된 것으로 보
인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기점으로 본격화되기 시작
했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인정된다.45) 정치적·제도적 민주화는 성취되었으나 경제적 민주화를
포함한 실질적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는 허물어지고, 인권·노동·여성·환경 등 전문 영역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사회 전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
다.46) 이른바 시장도 국가도 아닌 “제3섹터”로서의 시민사회 영역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47)
42) 이학후, 「“하나님도 까불지 말라”는 전광훈 목사... 대체 어디 가십니까?: KBS <시사 직격> 정치의
신앙화에 대해」, 『오마이뉴스』 2019. 12. 29.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
at_pg.aspx?CNTN_CD=A0002599840 (2020. 5. 27. 접속); 정한결, 「진보시민단체, ‘도심집회 강행’
전광훈 등 고발」, 『머니투데이』 2020. 2. 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2520
333936869&type=1 (2020. 5. 27. 접속); 배한동, 「종교의 정치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 『경북매
일』 2020. 3. 16.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885 (2020. 5. 27.
접속).
43)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크리스챤아카데미·대한기독교서회,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
인의 인식조사 통계분석 발표』, 2019, 22.
44) 1982년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는 정치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대해 일반 비개신
교인 집단의 태도는 “그렇다”가 59.0퍼센트, “그렇지 않다”가 23.4퍼센트, “모르겠다”가 17.7퍼센트
로 나타났다. 개신교인들에 대한 설문에서는 54.4퍼센트가 “안 된다” 혹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했으며, 43.4퍼센트가 “해야 한다” 혹은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 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비기독교인의 교회 및 기독교인에
대한 여론 조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2, 136-138.
45) 김성국, 「한국 시민사회의 미래와 하버마스」,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1996,
53; 김태룡,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시민사회: 사회자본의 기제로서 시민단체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
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2, 2010, 82.
46) 윤승용, 앞의 글, 155.
47) 유경동, 「한국 시민사회운동과 기독교 사회윤리」, 『현상과 인식』 26/4, 2002, 104. 이에 반해, 손호
철은 시민사회론이 “국가·계급 내지 국가·토대론이 주목하지 못했던 비계급관계적인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사회적 그물망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사회적 다이내믹을 인식할 수 있
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긴 하지만, 현재의 시민사회론은 “억압성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시민사
회 내부, 특히 이의 계급적 균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동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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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시민사회라 함은 “사람들이 사적 시민으로서 서로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고 국가의 통제
를 받지 않는 자기들 자신의 여러 가지 조직을 창조하는 사회생활의 영역”을 의미한다.48) 민
주화 이후 국가의 검열과 감시가 줄고 시민이 개입하여 담론을 만들어가는 공론장이 본격적으
로 대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공론장에서는 “국가를 포함한 여러 사회적 자원
을 과점한 개인과 집단이 이합집산하면서 헤게모니 투쟁을 벌이게” 된다.49)
민주화 이후 종교가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첨예해지는 것은 사실, 종교와 정
치 영역의 분리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담론적 합의가 부재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19세기 후반
개항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서구 근대성 수용의 일환으로 종교의 자유와 함께 정교분리 담론
을 수용하였다.50)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
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 선언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헌법상의 정교분리는 한국의
종교와 정치의 관계사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원리이기도 하다.
김용민은 한국 개신교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현실 권력 즉 조선, 강점 상태의 일제,
미군정, 대한민국의 각 정부 체제에서 원칙 없이 협력하며 정교분리 원칙을 변용”해 왔다고
평가하였다.51) 장석만은 “정치와 종교 영역은 서로 구별되지만 긴밀하게 상호 연관돼 있다.
정치 분리가 ‘원칙’으로서 권위가 실리면, 이 담론에서 상호의존적인 측면은 감춰지고, 구별되
는 측면만 부각된다”고 지적하면서 정교분리 원칙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따라야 할 규범으
로 제시하거나 현실의 사실적 반영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52) 김종서는 우리
나라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지만, 국교금지 혹은 정교분리 조항의 주체는 개인이나
종교라기보다는 국가라는 것이 통설이라고 정리하였다. 즉 현대 사회에서는 특정 종교만이 국
가의 비호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고, 세속적이고 합법적인 목적 secular legislative
purpose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가 종교에 간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53) 이진구는
한국의 개신교사를 추적하면서 정교분리 원칙이 개신교 집단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과 공방
을 낳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군사독재 시절 보수적 개신교 집단은 정교분리를 ‘국가의
종교간섭 금지’보다는 ‘종교의 정치활동 금지’로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정교분리 담론은 개신
교 진보 진영의 사회 운동을 봉쇄하는 데 상당한 힘을 발휘하였다. 이에 대해 진보적 개신교
집단은 보수 진영의 정교분리 담론을 비판하고 청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은 보수 진영이
“정교분리의 원칙과 세속적 권위의 한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불의한 위정자의 탄압
정책을 변호하고 피압박대중을 소외시켜 왔다고 비판”하면서 정교분리는 “정치권력과 종교적
권위의 ‘야합’에서 오는 권력의 절대화와 특정 종교에 대한 정치적 우대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범”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민주화 이후 시기에 군사정권 시절 정교분리를 내세워 진
보 진영의 사회운동을 비판하였던 보수적 개신교인들이 개신교 정당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

핵심 부분들을 은폐하는 측면이 훨씬 크다”고 비판하였다. 시민사회론은 민주화 이전의 민중사회 혹
은 민중운동의 계급성을 은폐하고 새 포장으로 “상품화”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사회평론, 1997, 42-43, 58.
48) 한배호, 「정치변동과 국가-시민사회의 긴장관계」,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편), 『한국의 국가와 시
민사회: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발표회 연구논문집』, 한울, 1992, 66.
49) 김진호, 「한국교회의 과거·현재·미래, 공공성에 대해 묻다: 규범적 공론장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
로」, 『종교문화비평』 26, 2014, 67.
50) 이진구, 「한국 개신교사에 나타난 정교분리의 정치학」, 『종교문화비평』 33, 2018, 134.
51) 김용민, 『한국 개신교와 정치: 개신교 정교 분리 원칙의 변용』, 소명, 2016, 21.
52) 장석만, 「종교와 그 개념적 타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편), 『불교와 국가 권력, 갈등
과 상생』, 조계종출판사, 2010, 137.
53) 김종서, 『종교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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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과거 자신들이 주창했던 정교분리 원칙을 재해석하거나 파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다.54)
정교분리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 및 적용이 한국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아메 쿠
루 Ahmet T. Kuru는 세속주의 secularism를 공적 영역으로부터 종교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미국과 프랑스, 터키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는 세속주의를 ‘적극적 세속주
의 assertive secularism’와 ‘소극적 세속주의 passive secularism’라는 두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전자는 국가 권력이 공적 영역으로부터 종교를 배제시켜 그것을 사적 영역으로 제
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후자는 종교가 공적 영역에 진입하여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국가 권력이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55) 종교와 공적 영역의 분리를 세계적 사
례를 들어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사회 내에서 종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다양한 담론
및 실천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Ⅲ. 종교적 담론의 ‘번역’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위르겐 하버마스와 찰스 테일러의 주장
‘종교가 시민사회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앞서 한국 상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더 이상 유효한 질문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종교는 공적 영역에 진입하여 여론을 형
성하기도 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
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종교가 시민사회에 참여할 때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도 되는지의 여부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라이 윌리엄스 Rhys H. Williams는 종교적 언어를 공적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이 종교의
사회 참여에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종교가 공적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적인

liberal

원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자유주의는

“보편주의

universalism”에 입각해 권리, 자율성, 그리고 사적으로 소유된 것과 공적으로 소유된 것 사
이의 명확한 구별을 포괄하는 언어라고 그는 말한다. 종교가 내적인 사회적 자본을 공적 영역
으로 가지고 나가고자 할 때는 자기 성찰을 통해 공적 언어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56)
그는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 종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 운동은 신자 the faithful 뿐만 아니라
대중 the general public 모두를 청중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 운동이
사회정치적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선출된 정치인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며
제도화된 공적 과정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종교인들에게만 익숙한 언어 대신 보편적이고 시민
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57)
54) 이진구, 앞의 글, 146-157.
55) Ahmet T. Kuru, Secularism and State Policies Toward Religion: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Turke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10-11 (김민
아, 『1987년 민주화 전후 시기 사회 변동에 대한 한국 진보적 개신교 사회 운동의 대응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86-87에서 재인용).
56) Rhys H. Williams, “The Languages of the Public Sphere: Religious Pluralism, Institutional
Logics, and Civil Societ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2/1, 2007, 43, 53-54 (김민아, 앞의 글, 118-119에서 재인용).
57) Williams, “Religious Social Movement in the Public Sphere: Organization, Ideology, and
Activism”, Michele Dillon (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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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스의 이러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하며 종교적 담론의 번역을 강조한 학자는 하버마스
다. 사실 그는 초기 저작들에서 종교가 공적 영역으로부터 후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
다. 그는 유럽의 부르주아 사회를 분석하며 ‘공론장 public sphere’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종
교는 공적 영역에서 생략되었다고 지적하였다.58) 하버마스는 종교에서 벗어나는 것이 근대의
형성 과정이었다고 보고, 인간다운 사회의 토대는 “세속적 사유의 실천이성”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그가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세속적인 사유의 화신”으로 불리는 이유다.59)
그는 “민주적 입헌 국가의 규범적 토대가 비종교적이며 탈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정당화”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60) “모든 사람이 각자의 요구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세속적 담론”과 “계
시적 진리에 의존하는 종교적 담론”은 구분되어야 하며, 후자가 근대 국가의 도덕적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61) 그가 보기에 “모든 종교는 삶의 방식 전체를 구조 짓는 권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세계관’이라 볼 수 있는데, 합리화된 사회에서는 “인간의 삶에 포괄적인
구조를 부여하려는 의지”는 포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62) 초기 저작에서 하버마스는 근대 사
회에서 종교가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1970년대 이후 종교적 근본주의 분파의 세계적 급성장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이 비판
을 받자, 하버마스는 자신의 입장을 변경한다. 하버마스는 현대에 이르러 전쟁과 경제 양극화,
빈곤, 정치적 차별 등을 목도하면서 이성에 근거한 세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
한다. 이러한 위기로 인해 “오직 종교적으로 초월적인 것을 지향할 때만이 후회막급인 현대
사회가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하버마스는 종교의
중요성을 소극적으로나마 인정하여, 종교가 시민적 도덕과 양심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다고 자신의 입장을 변경한다. “종교 공동체의 공동생활 내에 다른 곳에서는 사라져버린 어떤
것,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만으로는 복원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아직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남아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동기 부여와 태도
의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것을 그는 인정한다.63)
하지만 그는 종교가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만 머무르
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 단계로 “종교적 멘탈리티를 흡수하고 이를 성찰적으로 변형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64) 그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이 합리적인 세계에서 효과를 나타내려면
“세속적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 무조건 비합리적이지만은 않다는 위상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종교성이 일종의 ‘변형’의 과정을 겪은 후에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것이 바로 ‘종교적 언어’의 ‘세속적 언어’로의 ‘번역 translation’이다. ‘세속화된 시민들’은 종
교적인 세계에 진리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잠재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종교를 가진
시민들이 종교적 언어로 공적 토론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58) Jü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homas Burger (trans.), Cambridge, MA: MIT Press, 1991
(1962), 11. 그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연구 범위를 유럽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도출된 것으로 비판받
는다. 유럽 외의 다른 문화권에서는 종교가 여전히 공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확
인되었기 때문이다.
59) 위르겐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 요제프 라칭거 Joseph Ratzinger, 플로리안 슐러 Florian
Schuller(편), 『대화: 하버마스 對 라칭거 추기경』, 윤종석 옮김, 새물결, 2009 (2005), 18-19.
60) 같은 책, 32.
61) 같은 책, 47.
62) 같은 책, 53.
63) 하버마스/ 라칭거, 앞의 책, 44-45, 49.
64) 같은 책,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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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었을 때 세상은 온갖 위기로 점철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
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세속적 시민들은 종교적 언어로 된 문제 제기들을 대중 전체가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65) 하버마스는 도덕적 개념들이 담지하
고 있는 ‘종교적 내용’을 제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귀시켜 세속적 언어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66)
반면, 테일러는 하버마스가 번역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반대하여 공적 영역에 참여
하길 원하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번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테일러는 현
대 사회에서도 종교는 단순히 쇠퇴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영원을 향한 욕
망 désir d'éternité”은 근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동기 부여의 원천으로 남아있으며,67)
그리스도교가 더 이상 단일한 사회 이해의 모델을 제공하지 않는 다원주의적 조건 하에서도
종교적 담론은 여전히 공적 영역에서 번성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테일러는 현대 사
회를 개인적이고 열성적이며 진지한 종교적 헌신을 일컫는 “탐험의 영성 the spirituality of
quest” 및 종파에 대한 신앙 고백 대신 직접적인 인간관계 내에서 공유되는 “다양한 형식의
영성과 종교적 숭배 plural forms of spirituality and worship”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공간이라고 보았다.
테일러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욕망이 발현되는 방식은 이전과 다르지만 종교적 생명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실천과 표현이 수용될 수 있
는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각각의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공적 토론 과정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그는 말한다.68) 다시 말해, 하버마스가
말한 번역의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종교인이 자신의 언어로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
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며, 따라서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테일러의 주장이다.
2. 번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한계
하버마스는 종교가 시민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종교적 담론을 보편적·시민적 언어로 번역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반해 테일러는 종교적 언어가 그대로 시민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번역의 필요성을 둘러싼 두 학자의 주장들은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한계를 지닌다.
첫째, 번역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는 별개로, 많은 종교 전통들은 종교적 정체성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시민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보수 개신교 진
영은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여 공적 영역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열린 광장에서 개최되는 보
수 집회에서 성서의 구절을 인용하고, 이승만 정신을 내세워 개신교 국가 건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이들이 집중하는 이슈는 동성애, 반북 및 친미, 낙태, 무슬림을 포함한 난민 등으

65) 같은 책, 55. 하버마스는 정교분리의 원칙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정교분리의
원칙은 교회와 국가 두 영역 사이에 필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필터를 통해 “시끄러운 소
음”이 공식적인 의제 agenda로 번역된다. Habermas, “Notes on Post-Secular Society”, New
Perspectives Quarterly 25/4, 2008, 28 (김민아, 앞의 글, 166에서 재인용).
66) 하버마스/ 라칭거, 앞의 책, 129.
67) Charles M. Taylor, A Secular Age,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530.
68) op. cit., 5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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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것들은 사회적·정치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개신교 신앙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종교적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보수 개신교 세력은 자신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들
이 옳다고 여기는 원칙을 전체 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세속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종교가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종교적 언어를 종교 중립적인 보
편적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교적 언어를 시민사회 영역
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한국의 보수 개신교 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꽤 오랫동
안 분열되어 있던 보수 우파 진영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단시간에 놀라운 성장세를 보
여주었다. 단적으로 제1야당의 대표나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정치인들이 전광훈이
이끄는 보수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이들 보수 개신교 진영의 영향력을 방증
한다. 최근의 보수 개신교 진영의 사례는 민주화 이후 종교적 언어를 세속적 언어로 번역하지
않고도 시민사회라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보수 개신교인들의 시민사회 참여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
고 이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태도는 매우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번역을 거부하고 종교적 언어
를 그대로 시민사회 영역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보수 우파 개신교
집회가 활성화되는 것과 동시에 시민사회에서는 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
아졌다. 비개신교인들 뿐만 아니라 개신교 집단 내에서도 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한 반감이 커
지고 있는 현실은 종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보전한 채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는 있을지
언정 시민사회의 평가는 별개로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번역의 과정에서 종교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 전략
은

근본적으로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담론이다.

베른트

얼렌보른

Bernd

Irlendborn은 모든 번역은 원래 언어 source language와 대상 언어 target language 사이
에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번역의 과정에서 종교의 가르침과 교리의 의미는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적 이론과 경전의 가르침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커져가
는 현대 사회에서 번역은 신앙의 독특한 의미를 보존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보았
다.69) 피터 버거 Peter L. Berger도 번역의 과정에서 종교적인 전통이 모두 해소되거나 사라
져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70) 하버마스는 이들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종교적 언어의 탈락을 옹호하는 듯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도덕과 윤리의 근원으
로서 종교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종교성이 직접적으로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 표출되는 것
은 여전히 반대한다. 이런 점에서 번역의 필요성에 대한 그의 주장은 종교와 공적 영역의 분
리에 대한 자신의 초기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뒤집는 것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수정을
통해 종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종교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의 구분이라는 전제는 그
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변화에 종교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점만 보더라도 공적 영역에서 종교
적 언어의 번역 여부는 일반화시킬 수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버거는 다원화된 상황에서
종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첫째는 연역적 deductive 대안
으로 근대 세속적인 공적 영역과의 관계에서 종교 전통의 권위를 재규명하는 것이다. 종교 전
통의 기본적인 논거, 즉 선험적으로 a priori 주어진 사실의 지위를 회복하고 이로부터 종교
의 명제들을 근대 이전 시대의 규범처럼 연역해내는 방법이다. 연역적 대안은 종교적 성찰에
69) Bernd Irlenborn,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Habermas on the Role of Christian
Faith”, Heythrop Journal 53/3, 2012, 437.
70) 피터 버거 Peter L. Berger, 『이단의 시대』, 서광선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81 (198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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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의 객관적 기준을 부여하는 인식론적 강점이 있지만, 현대 상황에서 그러한 절차가 가
지는 주관적 가능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종교적 가치 혹은 담론을 가공하지 않
고 그대로 공적 영역에 투입하는 것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환원적
reductive 대안인데, 전통을 근대의 세속성에 입각해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즉, 종교 전통 속
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들을 현대 세속성의 영역 안에서 “용납될” 수 있는 말들
로 번역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종교가 현대적인 인식 체계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절
실해진다. 하버마스가 주장한 번역의 필요성이 이 유형과 관련된다. 셋째는 귀납적 inductive
대안으로, 모든 종교적 발언들의 기반을 경험에 두자는 입장이다. 종교적 전통을 종교적 경험
및 경험으로부터 오는 통찰의 증거로 삼는 태도다. 이 대안은 종교들 간 혹은 종교성과 세속
성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개방적인 태도라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무한한 개방성으로 인
해 “확실성에 대한 깊은 종교적 욕구를 좌절시키는 문제”가 있다.71)
이처럼 종교는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도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종교가 시민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번역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하버마스의 입장이나 종교가 자신의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시민사
회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테일러의 입장 모두 종교와 사회의 복합적이고 역
동적인 관계를 일반화시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Ⅳ.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의 효과 평가: 데이비드 마틴의 논의를 중심으로
종교가 시민사회에 참여해도 되는가 혹은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종교가 시민사
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의 문제는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가 어떠
한 사회적·정치적 효과를 내는가에 대한 평가의 지점을 간과한다. 현실적으로 종교는 꾸준히
공적 영역에 진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그 과정에서 종교적 언어를 보편적·시민적 언어
로 번역하기도 하고 종교적 담론을 가공 없이 공적 영역에 드러내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규범적인 답변을 내리는 방식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다. 보수 우파 개신교의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특정
종교의 구체적인 시민사회 참여가 특수한 역사적·지역적 상황에서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에 대
한 평가를 통해 종교와 사회의 만남에 대한 생산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
을 것이다.
데이비드 마틴 David Martin은 종교가 정치와 만나는 접점에서 ‘종교의 세속화’가 발생한
다는 ‘사회정치적 갈등 모델 sociopolitical conflict model’을 제시하였다. 이때 세속화란 종
교가 사회·정치 영역에 맞게 자신을 변형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적 세계관과 정치적 세
계관이 만나는 장에서 종교의 변형은 불가피하다.72) 마틴 역시 앞서 살펴본 윌리엄스나 하버
마스와 같이 종교적 담론의 ‘번역’ 과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교와 사회의

71) 같은 책, 68-72. 버거는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세 번째 귀납적 대안만이 현대적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가능한 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인간 경험들의 핵심적 내
용을 파악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종교 사상의 중심을 권위로부터 경험으로 전환하는 일”이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72) David Martin, “Secularization: An International Debate from a British Perspective”,
Society 51/5, 2014, 464-471. 마틴의 ‘사회정치적 갈등 모델’은 종교와 공적 영역의 관계를 일반화
하는 것을 피하고, 지역적·역사적·미시적 관점의 연구를 통해 귀납적으로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서술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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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는 종교와 국가의 공모 collusion를 특징
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 종교와 사회의 통합은 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종교 의례에 참석하거나
종교적 계율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직 제도를 사회 질서
의 존재론적 부분으로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의 여러 분야들이 분화
된다. 결과적으로 교회와 성직 제도는 더 강한 종교적 성격을 띠고 과거 종교에 의해 이루어
졌던 세속적 역할들이 탈락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종교적 개념들이 세속적 개념으로 번역
된다. 예를 들어 성찬식 communion-공동체 community, 죄 sin-소외 alienation, 신성성
holiness-총체성 wholeness 등의 개념 쌍이 형성되는 것이다.73)
마틴의 번역 전략은 종교적 언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언어에 세속적 언어의 외
피를 덮어씌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버마스의 그것과 다르다. 마틴은 세속화가 근대와 밀접
한 관계가 있고 종교가 전통 사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종교적 언어는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사실 종교적 언어는 “환원불가능하고 독자적인 sui generis 언어 양식이자 담화 방
식”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종교 언어는 세상에 대해 가변적 태도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데, “세상 권력”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그 “위계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세속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그럼에
도 종교 언어의 근본적 잠재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앙 본연의 특성을 세속적 언어에 투사
projection한다는 것이다.74)
예를 들어 마틴은 개신교 논리의 “최우선 덕목”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들고, “보조적인
덕목”으로는 “인내, 검약, 지혜, 겸손, 성실, 정의, 자비, 형제애적 배려”를 든다.75) 이와 같은
개신교 본연의 덕목은 “환원불가능하고 독자적인” 종교 언어의 잠재력으로 인해 번역 과정에
서도 사라지지 않고 세속화된 언어로 이전된다. 앞서 버거나 얼렌보른은 종교적 언어를 세속
적 언어로 번역하게 되면 종교적인 전통이 상실되거나 자의적인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으나, 마틴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종교 본연의 특성”, “종교 논리의 최우선 덕목”을
상정함으로써 이들의 문제제기에 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탈신화화 demythologization
는 종교 언어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종교 언어가 늘 고대적이면서도 늘 새로울 수 있다
는 것 tam antiqua et tam nova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현대판 신화”라고 마틴은
지적한다.76)
마틴은 종교 언어의 번역을 뜻하는 세속화를 “성공적인 세속화”와 “실패한 세속화”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평가한다. 먼저 “성공적인 세속화”는 세상을 향해 “개신교의 자원”을
가지고 “신앙의 명령”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다.77)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방 신학과 민중 신학이 그러했듯이 기독교는 우리의 공통의 근원에서 공유된 인류애에 호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조건을 변화시킬 것을 호소하고, 대안적인 신의 나라에서의 죄인들을 해
방시키는 것에 호소하고,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로부터 탈출한 것에 호소하고, 바빌론으로 추방
73) Martin, A General Theory of Secularization, New York: Harper & Row, 1978, 278-280.
74) 데이비드 마틴, 『현대 세속화 이론』, 김승호 외 옮김, 한울, 2008 (2005), 322-325.
75) 같은 책, 327. 테오도르 제닝스 Theodore W. Jennings도 그리스도교 전통 속의 정의와 사랑이라
는 개념을 중심으로 타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시민사회의 덕목을 도출하였다. 그는 사도 바울이 제기
한 ‘법 밖의 정의 Outlaw Justice’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법 밖에 버려진 타자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Theodore W. Jennings, “Justice outside the Law and
Love as Political Concept,” Study of Humanities 32, 2019, 45-80.
76) 같은 책, 331.
77) 같은 책, 357,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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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일이 끝난 것에 호소하고, 땅 부자가 되면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에 대한 선지자
적인 비판에 호소한다. 기독교는 성찬공동체의 나눔과 돌봄을 강조할 수 있고, 모든 신자의 사
제 됨과 왕 됨을 강조할 수 있다. 기독교는 선한 자는 교수대에 있고 악한 자가 권좌에 앉았을
지라도 아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선
(善)이라는 극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위기의 때에 기독교는 회색빛 타협이 아니라
근본적인 선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
래에서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왕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78)

마틴은 “가난한 사람들의 조건을 변화시킬 것”, “죄인들을 해방시키는 것”,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선”이 되는 것, “타협이 아니라 근본적인 선택”을 하는 것 등을 “성공적인 세속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한다. 다시 말해 그가 개신교 본연의 덕목으로 제시한 “믿음, 소망, 사
랑, 인내, 지혜, 성실, 정의, 자비” 등을 지역적·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현실 세계로 투사하는
것이 성공적인 세속화라는 것이다.
반면 그는 “실패한 세속화”를 종교가 세상에 타협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개신교가 “복
음”의 원래적 의미를 상실하고 세계에 종속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세속화를 “십
자가가 무기로 변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79) 그가 말하는 세속화는 앞에서 언급한 “신앙의
자원”들을 잘못 활용하는 것이다. 잘못된 세속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 평화’라고 외칠 수 있고, 반대로 세계를 선과 악으로 이분하
여 당신의 나라는 악의 제국과 대항하는 선(善)의 편에 완전히 소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
다. 당신은 역사적인 책임이나 해방보다는 역사적인 특권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의 이스
라엘이나 신의 메시아 같은 선택받은 지위에 대한 개념을 전유할 수 있다.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평화의 왕의 존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주는 전쟁의 주인이다”라는 의미로
변화되기도 쉽다.80)

마틴의 논의에 따르면, ‘복음의 정신’을 위배하여 세속적 권력을 정당화하고 그것에 종속되는
것이 “실패한 세속화”의 의미이다. “특권과 지배를 정당화”하고 “전쟁”을 일삼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마틴에 따르면, 종교적 언어를 세속적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번
역의 과정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앞서 살펴 본 하버마스의 그것과 다르다. 마틴
은 종교 본연의 덕목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것은 번역 과정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보편적·시
민적 언어로 이전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마틴의 주장은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본질
적 가치가 여전히 의미 있다는 테일러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마틴은 하버마스와 테
일러의 이분법적인 논의를 극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의 성공 여부
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는 보편적·시민적 언어에 담겨 있는 종교
본연의 가치를 특수한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맞춰 적절히 실현하는 것이 종교가 공적 영역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81) 종교적 담론의 번역 여부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

78)
79)
80)
81)

같은 책, 366-367.
같은 책, 353, 355-57.
같은 책, 367.
마틴은 개신교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하였으나 개신교 이외의 다른 종교 전통들에서도 본질적인 덕
목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례로 박혜순은 노자의 『도덕경』이 우열을 나누는 인간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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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공적 영역에서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치사회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를 설명하고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
항이라고 마틴은 주장하는 것이다.

Ⅴ. 결론
종교사회학자들은 종교가 “이중적 기능 double function”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즉 한
편으로는 종교가 현재의 상황 status quo과 불의한 문화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저항과 변화, 그리고 해방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버거는
종교가 권력을 정당화함으로써 “세계를 유지하는 world-maintaining” 힘과 권력에 도전함으
로써 “세계를 뒤흔드는 world-shaking”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였다.82) 이는 종
교가 의도적으로 시민사회에 참여하고자 하지 않더라도 종교인들의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와 연관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종교가 시민사회에 참여
하는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종교가 시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 유의미할 것이다.83) 마틴의 논의는 종교의 본연적 가치와 종교 언어의 본질
적 특성을 아무런 설명 없이 전제해 버린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 담론이 시민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번역의 과정이 필요한가’라는, 일반화시켜 답변할
수 없는 물음에서 시선을 돌려 종교의 ‘바람직한’ 혹은 ‘성공적인’ 시민사회 참여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조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종교의 공적 영역 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70, 80년대 종교의 적극적인 민주화 및 인권 운동 참여는 오늘날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
며 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종교 안팎에서 확장시켰다.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 운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종교인들은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고, 현재까지도 종
교 영역은 양심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기도 한다.84) 최근 보수 개신교의 시민사회 참여에 대
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비판인지 아니면 그
것이 확산시키는 배제와 혐오, 갈등과 분노의 정치 때문인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신분적 구속에 지배되지 않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이성
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회”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유·평등·박
애를 도덕적 이상으로 내세운다”고 하여 도덕적·정치적 지향까지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85) 시민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적 토론 및 실천의 장에 단지 참여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의 이상 실현을 위한 책임감 있는 주체가 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성의 극복을 주장하고 가장 낮고 비천한 곳을 향하는 ‘물처럼 사는 것’을 도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제
시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혐오를 넘어 환대로 나아가는 모델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박혜
순, 「혐오를 넘어 환대로」, 『인문학연구』 30, 2018, 299-303, 310-312.
82) Dwight B. Billings/ Shaunna L. Scott, “Religion and Political Legitim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0, 1994, 173.
83) 물론 종교가 시민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세계 유지와 세계 혁명이라는 두 개의 성격으로만 설명될 수
는 없을 것이다.
84) 한상헌, 「KTX 해고승무원 환수금 문제 종교계 중재로 일단락」, 『서울경제』 2018. 1. 16. https://w
ww.sedaily.com/NewsView/1RUG8N58IH (2020. 5. 28. 접속); 송지희, 「국립생태원 노사갈등, 종교
계 중재로 극적 타결」, 『법보신문』 2019. 6. 28.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
l?idxno=205978 (2020. 5. 28. 접속).
85) 「시민사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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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시민사회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문
김영원(서울대)
종교의 시민사회(공적 영역) 참여에 관하여 여러 학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분석하고, 그 내
용을 최근 한국 개신교의 정치 참여 문제에 적용한 좋은 글을 읽을 기회를 주신 필자에게 먼
저 감사드립니다. 필자의 전반적인 분석과 주장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토론할 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사회 혹은 공적 영역이 무엇인가에 관해 반성해 본다면 이 문제를 더욱 심도 있
게 그리고 적절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적 영역의 성격, 혹은 시민사회의 모
습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주체는 항상 스스로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특정 이데올로기
혹은 세계관에 기반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합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공적 영역 혹은 시민사
회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적 영역은 단일한 보편성이 있는 그런 이상적 공간이 아
니라 나름의 보편성 혹은 세계관들이 역동적으로 부딪히는 힘의 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
다. 만약 이런 관점으로 공적 영역 혹은 시민사회를 이해한다면,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는 하
나의 보편성을 가진 주체가 그 힘의 장 안에 있는 다양한 타자들과 대화하는 사건입니다.
공적 장을 이렇게 재해석할 때, 필자가 분석한 하버마스, 테일러, 피터버거의 전략은 좀 다
른 관점에서 수정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분석은 공적 장이라고 하는 가상의 보편적
장을 상정하고 종교가 그 장에 참여하는 형태로 분석했기 때문에, 번역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
제로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공적 영역을 위와 같이 세계관들의 각축장으로 보았을 때, 종교
의 시민사회 참여의 문제는 특정 종교가 개별 상황에서 어떤 입장(나름의 보편성과 세계관을
가진)과 대화할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하버마스나 테일러가 생각하는 공적 장과 종교와의 관계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한국
적 상황과 공적 장과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학자의 상황에서 종교는 대체로 기독교를 전제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종교와 공
적 장과의 관계의 문제는 더욱 복잡합니다. 더욱이 기독교로 한정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인들
이 스스로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정말로 기독교적 가치인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
다(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종교 전통의 영향 하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공적 장에서 기독교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독
교적 가치이기보다는 서구에서 들어온 여러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기독교적 언어
로 표현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의 보수 개신교 세력이 정치에 영향을
준 이유는 종교적 언어로 자본주의적이고 보수 정치적 가치를 포장함으로써 특정 이데올로기
에 종교적 권위를 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와 종교의 정치 참여는 분석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속적인 가치로 물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종교적 언어의
번역이 아니라, 정치적 주체가 종교적 언어를 잘못된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언
어가 공적 영역에서도 진정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그 언어는 진리 혹은 진
정한 종교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그 종교의 고유한 맥락과 불가분
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언어의 사용은 종교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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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런 종교의 시민사회 참여는 종교의 이름을
내세운 정치 활동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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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설에 재현된 용서의 정치, 국가폭력의 정치학
이평전(서원대)
1. 용서의 불가능성, 정치성
한국 현대사에서 ‘용서’를 둘러싼 담론은 대단히 정치적인 것으로 독해된다. 식민지, 한국전
쟁, 4.19와 5.18과 같은 국가폭력과 그에 따른 희생을 동반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평가는
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집단 사이에 충돌을 가져왔다. 흔히 이러한 충돌에서 오는
갈등을 풀고 개인과 집단사이의 감정을 풀어내는 용서의 태도는 인간사에서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폭력과 희생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 혹은 국가인 경우에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 진다. 개인적 범죄에 따른 처벌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집단적
범죄인 경우, 그것에 직간접으로 연계된 당사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고 또한 용서
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86)
이른바 ‘국가폭력’으로 간주되는 사건의 경우, 용서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
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폭력(state violence)이란 국가 및 공권력에 의해 의도
적으로 자행된 모든 폭력 행위를 통칭하는 것으로 사회의 제집단·제계급·제계층에 대해 강압
적 수단을 활용하여 억압하고 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87) 국가폭력과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
들 사이의 화해와 용서는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지혜의 도덕이지 정의의 도덕이 될 수는 없
다. 실제 종교적, 윤리적 의미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한 복수심을 버리는 것이 용서라면,
정치적으로 최고 권력자가 죄수의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인 사면이 은사(grace), 용서
(pardon), 자비(clemency), 망각(amnesty) 등으로 불린다는 점에서 보면 정의와는 무관한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 현대소설 속 국가폭력 행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복
수(복수심에 불타는)하거나 심지어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장면이 갖는 정치학적
해석이다. 대부분의 소설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권리는 국가에 귀속되고 이들에 대한 복
수심은 사적 감정으로 폄하되고 만다. 더불어 화해는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가치로 미화된다. 이때 개인적 화해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복
원을 의미한다면 정치적 화해는 공적 차원에서 집단적인 화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서는 화해
를 위한 충분조건이 된다. 문제는 이렇게 화해와 용서로 이어지는 담론의 와중에 가해자와 피
해자는 구별은 무화되고 또 다른 정치적 용서를 통한 이데올로기와 공적인 제도만이 강조된다
는 점이다.
한국소설에서 종종 이런 피해자의 용서와 화해의 태도는 작가의식의 확장이나 긍정적 가치
로 평가받아 왔다. 60년대 한국전쟁 피해자들의 분노는 마땅히 희석되어야 하며 공동체적 가

86) 홍원표, ｢정치적 책임과 용서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이해｣, 21세기정치학회보 제 18집 2호, 2008,
p.1.
87) 정해구, 조희연 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2,
성공회대 사회문화 연구소, 2002; 김동춘, ｢국가폭력과 사회계약: 분단의 정치사회학｣, 경제와 사회
36, pp.102-127. 국가폭력은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거나,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폭행, 폭언, 통제, 감시, 사상 및 의사 표현을 억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행사뿐 아니라 국가가 직접 가해하지 않더라도
가해 상황을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국가폭력의 또 다른 형태로 간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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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나 세계사적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치환되면서 가해자들의 반성을 기대하는 것은 역사에 대
한 몰이해로 간주되었다. 4.19와 5.18 또한 가해자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용
서의 정치적 담론이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일견 생각해보면 이러한 경
향은 사실 ‘용서’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생략된데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문학작품 속 “용서나 화해가 정치적이지 않다면 그 파편들, 그 갈등의 파편들은 전혀 치
워지지 않고 결코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88) 필자가 현대 소설에 재현된 국가폭력에 대한 용
서의 정치적 의미와 이를 둘러싼 법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89)

90)

관련해 1980년대 소설에 재현된 용서의 담론이 지닌 정치성과 그 응보적 정의에 대한 이청
준과 임철우의 응답은 아렌트가 이야기 했던 것처럼 동정, 연민, 형제애, 박애와 같은 이른바
정치적 미덕이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른 폭력으로 이행하는가 하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
다. 이청준은 ｢벌레 이야기｣의 서문에 “그 주체적 존엄성이 짓밟힐 때 한갓 벌레처럼 무력하
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그 절대자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가. 아마도 그 같은 절망적 자각은 미물 같은 인간이 절대자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증거로서 그의 삶 자체를 끝장냄으로써 자신이 속한 섭리의 세계를 함께 부수고 싶은
한계적 욕망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91) 임철우 또한 붉은 방을 통해 현재의 시간을 살아
가는 모든 이들에게 내재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끈질기게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탐문하고
있다.
결국 이들 소설 속 피해자에게 용서를 위한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메를르 퐁티는 물
리적 강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화와 설득을 통한 것이라 할지라도 타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권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적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선한 것이라거나 가족이나
이웃을 위한 길이며, 더불어 국가와 역사를 위한 선택이라고 권유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하물며 내가 피해자인데 그것을 용서해야 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망각을 강요하
는 것은 폭력임에 틀림없다.92) 이런 상황에서 용서는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이다. 만일 용서에
조건이 달리고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죗값을 치른 자에게만 용서가 허용된다면 그것을
치르지 않은 자를 용서하거나 그들과 화해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데리다는 이 역설을 “용서는 씻을 수 없는 것만 용서할 수 있다(Forgiveness can forgive
only the unforgivable)”라고 표현한 바 있다.93) ‘씻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적 의미에서 ‘죽
음에 이르는 죄’(mortal sin)라면,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나 임철우의 ｢붉은 방 속의 범죄
행위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란 것일까. 이른바 제노사이드나 반인권적인 범죄, 그것은 근
본악(radical evil)94)으로 이른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세계 시민사회의 합의95)에 대해서
88) 도널드 W. 슈라이버 2세, 서광선 역, 적을 위한 윤리: 사죄와 용서의 정치 윤리, 이화여자대학출
판부, 2001, p.18.
89) 용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Griswold, Charles L., Forgiveness: A Philosophical
Explanation(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90) 이재승, ｢화해의 문법-시민정치의 관점에서｣, 민주법학 제46호, 2011, pp.127-128.
91) (이청준 2013: 작가서문)
92) 김진석,｢화해의 권유, 폭력｣, 월간 복지동향 248, 2019, pp.42-45.
93) Derrida, Jacques, On Cosmopolitanism and Forgiveness(Routledge, 2001), 29쪽
94) Cassel, Douglass, “Accountability for International Crime and Serious Violation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Lessons from the Americas:Guidelines for International
Response to Amnesties for Atrocities”,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59, 1996,
197-230쪽.;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사면금지에 대해서는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Rule of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S/2004/616). 사면의 제한과 조건에 대해서는 PROMO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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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오히려 용서를 강제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 부정의와 용서의 권리
임철우의 붉은 방이 당대 평단으로부터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
가폭력의 가담자를 절대 악의 존재로만 그리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1988년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인 이 소설은 5.18을 다룬 이전의 소설과 달리 광주민주화운동 자체 보다는 당시 사회의
식과 한국전쟁의 비극이 어떤 지점에서 연결되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96) 그들
의 범죄를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은 폭력의 실행자로 그리면서 인간 심리 상태나 폭력이 생
산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도출해 낸다. 그러나 정작 작가가 주목한 것은 이러한 국
가폭력이 ‘선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악이자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야만성이라는 해석97)
이 아니라, 용서를 통한 정의 실현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정치적인 인식이다. 그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흔히 죄와 형벌(처벌)은 이중적 측면이 있다. 이른바 응보주의에 입각한 형벌론에 비춰보면
응보주의(retributive justice)는 대단히 직접적인 것으로 칸트와 헤겔 등 전통적인 독일 법철
학자 들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형사사법의 기초가 되지만 문제는 실제 법이
보편적인 객관적인 의지의 행위로서 피해자의 주관적 의지의 행위인 복수와는 달리 공적 권위
를 갖고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그 역사적 사례에 비춰볼 때 이러한
응보주의적 형벌론은 객관적이며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며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된
다.98)
붉은 방 속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묘사된다. 5·18 소설에서는
그들을 단순히 폭력을 휘두르는 집단으로 구체적으로는 신군부와 동류의 의식을 갖고 있는 인
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 소설 속 국가폭력의 가담자들은 신군부와 분리된 일상의 가족이나
친구의 동료로 등장한다.
아이구, 그나저나 쥐꼬리만 한 월급에 이것저것 떼고나니깐 마누라 얼굴 보기가 민망하더라구.
어이, 그쪽 좀 잘 잡아. 물이 튀기잖아, 참. 이 친구는 제법 잘 참는데. 독종이라 그렇지. 쓰발, 암
만 생각해도 때려치우고 장사나 할까.
이번이 보너스 타는 달인데, 왜. 보너스는 무슨. 난 빈털터리야. 학자금 융잔가 뭔가 애들 밑으
로 들어간 게 있어서 한 푼 남김없이 다 떼인다구.99)

PROTECTION OF HUMAN RIGHTS: Impunity.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to update
the Set of principles to combat impunity (E/CN.4/2005/102/Add.1), principle 24 참조.
95) 과거청산 국면에서 사면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의는 Schaap, Andrew, “The Proto-politics of
Reconciliation: Lefort and the Aporia of Forgiveness in Arendt and Derrida”,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1(2006), 615-630쪽; Haddad, Samir, “Arendt, Derrida,
and the Inheritance of Forgiveness”, Philosophical Today, vol. 51(2007), 416-426쪽.
96) 이가은, ｢5·18 소설에 나타난 국가폭력 가담자에 관한 연구｣, 공주대 석사논문, 2020, p.2. 5·18 소
설은 5·18 민주화 운동을 제재로 한 소설을 말한다. 5·18 소설은 대개 민주화 운동을 사실적으로 재
현하거나 피해자·목격자·피해자의 유가족·가해자 등의 고통을 묘사하는데 당시의 국가폭력의 장면은
주로 부상을 입고 신음하는 피해자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가해자의 충돌로 묘사 된다.
97) Miroslav Volf, 배제와 포용, 박세혁 역, 서울 , IVP, 2012, p.91.
98) 조극훈, ｢헤겔철학에서 용서담론과 회복적 정의｣, 문화와 융합 제39권 5호, 2017, pp.187-197.
99) 임철우, 붉은 방,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문학과사상사, 1988,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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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상황에서도 자신의 경제적 고민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고문의 피해자와 철저히 단절된
상황, 그리고 잔혹한 고문과 폭력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은 스스로 가해자에 위치
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한 공간 안에서 폭력행위의 주체와 대상은 행위 측면에서 연
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고문의 공간에서 그들은 상호 분리되어 있다. 폭력의 주체가 자신의
행위 결과로 나타나는 상대의 고통에 무감각하다. 인용문의 대화는 폭력 상황에의 감정적 몰
입을 차단한다. 이들의 반복적 폭력 행위는 그들 스스로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처럼 인식된
다.100)
작가 임철우의 고민의 일단은 당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의식에
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101)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른바 글을 쓰는 것이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며 그러한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무화되어 가
는 과정을 목격하게 된다. 그는 새삼 범죄에 대한 응보적인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거나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면서 다수의 공리주의적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정의를 둘러싼 오랜
지적 논쟁에 매몰될 것을 우려한다. 그것을 어떻게 명명하든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른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당사자들과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사법적 정
의102)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된 배려의 윤리와 화해의 가능성을 강제하는 정의적 태도는
그 실현 가능성을 넘어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1945년 유대인 전선에 기
고한 ｢독일인의 범죄｣라는 논문에서 범죄와 책임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는데,
집단학살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독일인을 절멸시키지 않고 이들의 대량학살
문제를 처리할 정치적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 그녀가 우려했던 것은 만일 독일 국민과
나치를 동일시하려는 연합국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
는 점이다.103) 이는 임철우가 5·18의 가해자와 그들의 주장, 즉 국가의 존립을 위한 불가피한
폭력이었다는 논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국가폭력과 가해자를 분리하려 했다는 사실이
다.
아렌트가 일부가 아닌 “모든 사람이 범죄에 관여되어 있다면. 이들을 모두 재판에 회부한다
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심이 집단적으로 실종된 상황, “모든 사람이 유죄인 상황에서 죄의식

100) 이가은, 앞의 논문, p.2.
101) 27세에 체험한 광주항쟁의 ‘전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그의 죄의식은 그에게 꾸준히 그날의 현장을
되살리는 작품을 쓰게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작품에는 그들의 새벽 (1981), 동행 (1984), 봄날
(1984), 사산하는 여름(1985), 불임기 (1985), 관광객들 (1987), 붉은방 (1988), 직선과 독가스 (1989)
가 있다. 1997년에는 5·18의 총체적 복원이라고 평가받은 장편 소설 봄날을 통해 대표적인 ‘오월
작가’로 우뚝 섰으며, 2004년에는 백년여관을 내놓기까지 했다.
102) 제어와 마이카는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회복적 사법은 침해된
규범보다 범죄의 피해에 초점을 맞춘다. ②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동등한 관심을 보여주며, 정의의 실
현 과정에 양측을 다 관여시킨다. ③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피해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피해자의 필요에 대응한다. ④ 가해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격려하면서
가해자를 지원한다. ⑤ 의무들이 가해자들에게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행할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킨다. ⑥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대화
의 기회를 제공한다. ⑦ 사법 과정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관여시키고 권한을 강화하며, 범
죄의 공동체적 기반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⑧ 강제와 고립 보다는 협력과 재통합
을 장려한다. ⑨ 행동과 프로그램의 의도하지 않는 결과들도 주목한다. ⑩ 피해자, 가해자, 사법담당
자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 인용은 Umbreit, Mark S. etc.,
“Restorative Justi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Social Movement Full of Opportunities
and Pitfalls”, Marquette Law Review, vol. 89(2005), 258쪽.
103) 홍원표, 앞의 책,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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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존재할 수 없으며, 죄의식 없이 책임도 존재하지 않고 정의감도 존재하지 않는다.104)
그렇다면 여기서 붉은 방｣ 속 국가폭력에 가담하고 실행한 사람들의 폭력을 이끌어낸 요인
인 무엇인가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악의 평범성 속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권력에 의해 강제된 폭력이 아니다. 오히려 무감각해진 폭력의 일상성이 가장 큰 요인이
다. 고문의 장소(붉은 방)으로 가는 ‘최달식’의 머리 속에는 치매 걸린 어머니와 그녀를 정신
병윈이나 요양원에 보내려는 아내, 아들 한수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고
함소리와 신음 소리에서 달식은 자유를 얻는다. 그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는 ‘붉은 방’을 향해
걸어가면서 달식은 생각한다.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붉은 방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
작한다.”(붉은 방, 90) 온 방 안으로 가득히 쏟아져 들어오는 핏빛의 바다, 최달식은 그 속
에서 ‘쾌감 같기도 하고 통증 같기도 한, 어떤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이 방이 ‘아늑하고 친
숙’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그에게 ‘붉은 방’은 일상을 벗어난 비일상이면서도 또 하나의 일상
인 것이다. 가해자의 국가폭력을 강화하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을 통해 악의 평범성을
읽어 내는 것은 적어도 이 시기 정의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 작가는 용서를 위해서는 달식과 같은 개별적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집단
성 다시 말해 국가 폭력에 대한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개인적 이해를 통해 궁극적 화해로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른바 정치적
제노사이드와 같은 폭력의 문제에서는 대규모 인권침해의 배후였던 정치권력, 집단, 지배세력
의 책임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임철우는 이 소설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주체들이
나 실행 맥락들이 갈등 해결에 중요하지만 정치적 폭력의 구조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것이 정치적이든 이데올로기적이든 제노사이
드를 야기한 구조를 전면적으로 해체하지 않는 상황에서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의 실행 주체(개인)에 주목하면 할수록 국가를 다시 추상적 존재로 허구화하고 결과적으
로 국가권력의 범죄성을 제대로 폭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폭력과 같은 행위에 대해 부정의한 용서를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정서적 공감을 통한 화해의 시각은 더욱더 위험하다. 그런 의
미에서 붉은 방에 나타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적인 모습은 공감을 통한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용서에 대한 권리는 결코 개인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가해
자의 참회가 없는 고문을 야기한 정치와 그 구조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용서의
권리를 독점할 수 없다. 붉은 방 주인공의 미덕은 용서가 아니라 폭력의 트라우마로부터 개
인적으로 도피하지 않고 그것의 실체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희생의 정치
적 대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폭력을 낳은 사회와 시민들에 대한 좌절된 분노를 그대
로 드러내고 부정의한 용서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용서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책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단지 그것의 긍정적 미덕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의 논리를 정당화
시켜 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 잘못에 대한 책임과 처벌, 고백과 용서 같은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을 봉쇄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이청준의 벌레이야기에서 제기된 용
104) Arendt, Hannah, Essay in Understanding 1930-1954, New York, Sandiego, London:
Harcourt Brace & Company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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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담론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소설은 1985년 외국문학 여름호(제5호)에 실린
중편분량의 소설로 아이가 유괴되어 무참히 죽게 된 이야기와, 아내가 ‘용서’에 실패하고 자살
하는 이야기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아이의 실종과 참사보다 아들의 유괴 살해범을 용서하
려 한 어미가 용서로 인해 절망하며 더 깊은 상처를 받고 끝내 자살에 이르게 되는 사유의 과
정이다.105)
작가 이청준은 복수심에 불탔던 ‘아내(일암이 엄마)’의 절망의 끝에서 스스로 복수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피해자로서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다. 유괴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국가나 영혼의 구제를 스스로 선택한 그리고 그것을 허락한 종
교적 윤리 앞에 아내는 절망하면서 하느님에게 과연 용서할 권리가 있느냐고 묻는다. 더욱이
살인범은 항소조차 포기하며 장기증여를 통해 여러 사람을 구하고 성자적 이미지로 죽게되는
데, 이는 그녀의 자살이 단순히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용서를 강요하는 국
가와 종교로 포장된 집단적 폭력에 대한 저항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이 소설은 개인적 차원의 범죄를 다루고 있지만 그 논지는 정치적 제노사이드나 국가
폭력으로 확장해 볼 수 있다. 작가는 한 대담에서 <벌레이야기>의 모티브가 광주에 있음을 지
적하면서 “광주사태의 해법을 놓고 정치권의 논의가 있을 때입니다. 피해자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화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즈음 이윤상군 유괴범의 최후의 발언이 신
문에 났어요. 하느님의 자비가 희생자와 그 가족에도 베풀어지기를 빌겠다는 요지였어요. 두
사건의 중첩 부분에서 주제를 이끌어 냈다”106)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 한국전쟁 기간 동안 자행된 양 진영의 학살, 4.19와 5.18과 같은 정치적 희생자
들의 유족들이 제기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요구는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이다. 보다 큰 문제
는 법적 처벌의 가능성이나 유효성 여부를 떠나 그런 처벌권의 근원적 부재상태―불처벌
(impunity)―에 따른 분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대 법체계에서 불가능한 피해자 개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처벌권을 줄 것이냐에 대
한 논쟁은 소모적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자행된 폭력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느
냐의 여부이다. 아렌트는 ‘집단적 책임’이란 용어가 언제 처음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모른
다고 지적하면서, 이 용어의 적절성과 일반적 관심이 법률적 또는 도덕적 난관과 다른 정치적
난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107) 도덕적 법적 기준은 공통적으로 개인, 그리고 개
인의 활동과 항상 연계되지만 정치적 책임은 그렇지 않다. 정치적 책임은 개인적 책임과 다르
며 용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작으로서 행위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벌레 이야기｣는 주인공의 비극적 선택을 통해 법이나 절대자의 섭리로 강요되는 이른바 구
조적 폭력에 내몰린 피해자들이 처한 고통을 설명하며 그 책임의 소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실제 80년대 신군부 체제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당시
에 사랑과 화해 그리고 용서라는 거대 종교담론의 이름으로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수많
은 광주시민을 학살했던 더 큰 범죄의 가해자가 오히려 또 다른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죄하거
나 용서함으로써 구조적인 폭력이 은폐되는 용서담론의 모순108)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 있
105) 김영숙, ｢현대소설에 나타난 ‘용서와 화해’의 방법과 문학치료-이청준의 ｢벌레이야기｣와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35집, 2013, p.101. 1988년 심지에서, 2002
년 열림원에서 다시 간행되었고, 이를 각색한 영화 밀양의 영향으로 2007년에 열림원에서 밀양이
라는 제목으로 재출간 되었다. 향후 작품의 원문은 2002년 열림원 간행본을 저본으로 하고 페이지
수만 밝힌다.
106) 이청준, 앞의 책, p.15.
107) 한나 아렌트, 서유경 역, 책임과 판단, 필로소픽, 2019,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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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맥락에서 집단적 범죄의 경우-개인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엄격히 구별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할 때만이 갈등과 폭력으로 점철된 시대를 기억하는 나와 타자의 이질적 공존이
가능해 진다. 피해자의 기억에는 시공간적 제한이 없다. “과거는 죽거나 사리지지 않는다. 심
지어 과거가 아니다”109)라고 표현한 윌리엄 포크너의 말처럼 “우리의 시민적 소명은 망각하기
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한 복판에 서서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억하는 것이며 또 망각하는 것
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 같은 묵계나 금계 체계들은 본시 우리 본성의 일부의 억제나 조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데다, 한 사회의 금계 체계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요구와 도덕적 구속력이 달라지는 때문이다.
(중략) 자율적 덕성의 근거를 잃어버린 낡은 금계망은 그 굳어진 체계의 구속력으로 우리의 삶을
부단히 간섭하고 억누를 뿐인 때문이다.(중략)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역사는 그 낡아버린 금계
망의 간섭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내려는 끊임없는 도전의 역정처럼 보인다.110)

작가는 이러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자세를 역설한다. 인용문에서처
럼 금기에 대한 저항은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의 쾌락원칙까지를 문제 삼고 정치적인 금기가
시대에 따라 체계의 구속력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억누르고 있음111)을 정치적으로 독해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제 ｢벌레 이야기｣에서의 사법적 체계와 종교 윤리에 대한
금기는 대단히 강고하다. 그럼에도 작가는 아내의 입을 통해 가해자로서 집단적 책임과 고백
을 요구한다.―후속세대의 경우에는 선대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수용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 관점을 체득하고 국가폭력 이전과 이후를 근원적으로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때 아내는 대중들에게 폭력적 상황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그것의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
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하거나 정상화하는 용서의 논리와 담론,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투쟁을 결행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폭력을 야기하는 종교와
정치의 윤리를 비판하면서도 즉자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아내의 복수와
증오의 감정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낸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복수심과 증오는 자아에 대한
존중감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대한 존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분노하는 피해자에게 속히
증오의 감정을 버리고,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채근하는 태도는 피해자의 자존심을 해치고 용서
의 자발적 성격을 훼손시킨다. 아렌트는 집단적 책임의 특성을 대리성(vicariousness)과 비자
발성112)으로 설명한다. 단순히 가해자의 개인적 사죄나 마음의 평화, 종교적 독실함이나 증오
와 복수심의 감정 같은 개인적 책임만으로는 용서와 화해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
작가는 이러한 분노와 증오의 감정 뒤에야 비로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용서를 통한 정치
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처벌, 피해배상, 제도개혁과 같은 것을 통해 그 책임
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반성의 가능성이 결여된 가해자(집단)에
게서 책임의식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임의식이 현실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때,
정치적 용서가 가능해 진다.

108) 조극훈, 앞의 책, p.976.
109) 도널드 W. 슈라이버, 앞의 책, p.152.
110) 이청준, 가위 밑 그림의 음화와 양화 3, 열림원, 1999, p.68.
111) 최현주, [이청준 소설에 드러난 금기와 용서의 아포리아｣,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4집, 2016,
p.297.
112) 홍원표, 앞의 책,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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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서, 정치적 폭력의 사유화
다시 데리다(J. Derrida)의 또 다른 언술 “진정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
이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용서란 용서받을 사람의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가능하고 말한다. 상대방의 반성과는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도덕적
용서”라 부르고 상대방의 반성과 배상을 전제로 하는 용서를 “정치적 용서”라고 말한다.113)
만일 이러한 용서 분류가 가능한 것이라면 아내는 결코 유괴범을 정치적으로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섭리와 자기 ‘인간’ 사이에서 나락을 겪던 아내와 달리, 살해범이
“아이의 영혼을 저와 함께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남아 고통 받는 그 가족 분들의
슬픔을 사랑으로 덜어 주고 위로해 주십사고…….”라고 고백한 뒤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상
황에서114) 더 이상의 어떤 용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그
를 용서하느냔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선 내게서 그걸 빼앗아가 버리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
까.”115)라는 질문에는 단순히 가해자의 참회만을 조건으로 하는 용서 담론에 대한 단호한 거
부의 의지가 들어 있다. 피해자의 상처나 원한이 가해자의 상해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의 참회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과거에 대한 뉘우침이나 약속만으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다
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작가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행위가 갖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인식
을 요구한다. 한국전쟁, 4.19와 5.18 등에서 행해졌던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폭력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들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용서의 권리만 갖는다. 오히려 공적인 의미공간에서 정치적 폭력의 용
서에 대한 권한은 유족에게 있기 보다는 국민전체나 국가, 혹은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권리
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16)
이제 진정한 용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의도된 악이나 범죄의 경
우 용서보다 처벌이 범죄를 제거하는데 유용하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처벌은 범죄자의 최초
행위에 포함된 우월성의 증거를 부정함으로써 악행의 의미를 오히려 약화시킨다. 용서하는 정
치적 활동은 공동의 삶을 위해 과거에 행해진 악행의 의미를 해결하려는 투쟁이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 졌을 때, 그것은 어떠한 동기로도 이해되지 않는 처벌 불가능하고 용
서할 수 없는 근본적 악이 된다는 진술을 통해 악이 갖는 평범성을 읽을 낼 수 있다.117)
필립 짐바르도의 잘 알려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집단은 개인의 합이 아니다. 개
인이 모여 이룬 집단은 이미 개인과는 전혀 다른 역동, 즉 힘의 윤리에 의해 움직이는 별개의
113) 조극훈, 앞의 책, p.954. 정치적 용서란 가해자의 반성과 손해배상이 전제될 때 가능한 용서를 말
한다. 그에 반해서 도덕적 용서란 가해자의 반성과 뉘우침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하는 용서를 말한다.
전자는 조건적인 용서, 후자는 무조건적인 용서이다.
114) 이미란, ｢용서와 화해, 잊기의 윤리학｣, 현대소설연구 54, 2013, p.370.
115) <벌레 이야기>. 위의 책, 169면.
116) 이재승, 앞의 책, p.143.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p.304.)에서 의도적인 악행자에
대해 성서는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 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루가 제17장 2
절)라는 예수의 말을 인용하여 근본악에 대해서는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117) 한나 아렌트, 이진우, 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2006, p.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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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체인 것이다. 개인의 주체성이나 자율성은 상황이나 구조 앞에서 힘을 읽게 된다. 이 실
험에서는 악한 가해자와 죄 없이 순수한 피해자라는 이분법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 결론적으
로 피해자-가해자‘라는 이분법보다는 구조적인 ’피해자-가해자의 자리‘가 더 영향력이 있다.
개인의 폭력성은 억압적 구조를 먹고 자라난다. 결국 인간은 드러난 피해자인 동시에 익명의
가해자가 된다.118) 이 같은 맥락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악의 평범성을 강조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것이 갖는 위험성을 자각하는 일이다. 이른바 정의 영역에서 화
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갈등이 차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다름의 인정과 타자와의 연대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용서는 어떤 차이의 긴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발전의 자극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119) 때문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정치성과 그것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정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용서의 정치의 문제점은 용서가 그 자체를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다는 데 있다. 데리다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용서의 불가
능성을 통해서 용서의 정치를 비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누군가 저지른 잘못이 용서할 만
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망각, 화해, 보상 등으로 불려야 한다고 말한다.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진정한 용서란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전제
로 하지 않으며, 선물을 주는 내가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조차 잊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벌레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데리다의 정치적 용서에 대한 비판을 넘어 또다시 진정
한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묻는다. 소설 속에서 용서는 대체로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개
인적 도피로 이행한다. 이러한 용서는 정치적 폭력의 사유화에 불과하다. 작가는 무조건적인
용서는 정치적 포상을 위해 과거의 공적을 독식하려는 사나운 행태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쁘다
고 말한다. 4.19와 5.18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희생의 정치적 대의를 인정하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촉구하는 일은 그러한 대의를 폐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
적인 용서는 정치적 폭력을 낳은 사회에 대한 피해자의 좌절과 분노의 뒤틀린 감정의 유로를
막아 버린다. 그런 점에서 작가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정의를 초월한 용서라기보다는 ‘부정의
한 용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의 각주로 대신함.

118) 시몬 비젠탈, 박중서 역, 해바라기, 뜨인돌출판사, 2005, p.62.
119) 이승훈, ｢화해의 조건-동감과 용서의 정치성｣, 현상과인식 43, 2019, pp.60-61.

- 56 -

｢현대소설에 재현된 용서의 정치, 국가폭력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문
이규일(한밭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복원의 과정에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
데 쉽게 간과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용서는 논어에서 나온 말일 것인
데, 같은(如) 마음(心)을 담는(容) 행위가 강요되는 상황은 용서의 주체에게 있어 자아의 의지
를 외압에 의해 갈음당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첨예하
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주체성을 유린당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겠지요. 권력, 계층, 지위 등의
불균형을 내밀하고 있는 용서의 권유는 피해자의 말이 가해자와 그를 옹호하는 집단에게 온전
하게 전달될 수 없음을 내포합니다. 말을 하였으나 말을 할 수 없는 현실, 가해자는 서발턴에
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평전 선생님의 논문은 용서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식민적 폭력성을 국가폭력의 정치학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논
문은 용서라는 주관적 사유 행위에 화해, 용서라는 객관적 잣대와 기준이 개인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 재단하고 폄하하는지,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공적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강화하는지를
임철우의 붉은 방과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권력, 계
층의 폭력과 저항이라는 주제로 오래 동안 고민해 왔고, 선생님의 논지를 긍정하는 입장에 서
기에 토론자로서의 의무에 소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선배 연구자에게 배운다는 마음가
짐으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논문에서는 국가폭력에 가담하고 실행한 사람들의 폭력을 이끌어낸 요인에 대해
주목할 것을 피력하고 있고, 무감각해진 폭력의 일상성이 국가폭력의 가장 큰 요인임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존재해야만 성립될 수 있는 언어일 것인
데, 가해자가 없어진 상황이 선생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분명히 피해자가 있
는데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고, 그런 이유로 피해자라고 주장
하는 이에게 부적응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집단이 국가 폭력의 실체일 듯합니다. 이러한 논
의는 결국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라고 하는 공동 관념을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 즉 국
가 폭력이라는 보호막 아래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존재나, 그러한 행위를 묵인해버린 존재
또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갔을 대다수의 사람들 모두가 국가 폭력에 일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푸코가 지적하듯 파놉티
콘의 감시체계가 일반인에게 확산되면서 그들을 잠재적 법률위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것과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국가 폭력이라는 관념화된
폭력 주체를 사용하면서 그 안에 포함되게 될 집단의 구성에 구체적인 혹은 잠재적으로 형성
될만한 범주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폭력과 화해,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선생님의 발
표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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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레르와 오장환 시에 나타난 우울의 사회계층적 의미 연구」에 대한
토론문
안지영(청주대)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청주대학교 안지영입니다. 오주리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주리 선생님은 보들레르와 오장환의 시를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우울을 중심으로 발표하셨습
니다. 발표가 발표문이 아닌 피피티로 진행되어 미리 세세한 발표 내용을 짐작할 수 없었던
관계로 저 역시 구두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우선 보들레르와의 비교 대상으로 오장환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통해 두 작가에게 공통적으로 우울이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
니다만, 한국 모더니즘 문학 계열의 작가 중에 작품을 ‘우울’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오장환
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께서 보들레르와 오장환의 우울을 비교하고자
하신 데는 이 두 시인의 ‘우울’에 어떠한 공통분모가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이라 짐작됩니다.
부제로 ‘사회계층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 주제를 다루겠다고 밝히시기도 한 만큼 두 작가의
작품에 나타나는 우울을 어떠한 면에서 서로 비교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셨는지 연구의 계기
가 궁금합니다.
2. 두 작가의 우울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고찰하는 데 있어 보들레르가 우울의 승화에 따른 예
술지상주의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셨는데, 이는 연구자 개인의 견해인지 연구사에서 가
져오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보들레르 연구사에 과문한 까닭에 보들레르의 우울에 대해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벤야민의 경우만 하더라도 보들레르의
우울을 예술지상주의라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속된 세계에서 출현
하는 추악한 미를 예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자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
악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오장환의 <성씨보>에 대한 분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들레르의 경우 기독교적
구원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의 절망이 우울로 드러났다는 점은 이해가 되는데, 만일 오장환이
유교적 세계관을 ‘구원’으로 여겼다고 해도 유교적 세계관의 경우에는 기독교와 같이 구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만큼 ‘유교적 이상이 몰락’했다는 점에서 우울이 발현되었다고 주장하
기 위해서는 논거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오장환의 ‘카인’을 들어 기독교
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것과 유교적 이상에 대한
지향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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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초전>에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증과 로고테라피
윤인선(가톨릭대)

1. 들어가며
2. <학초전>에 나타나는 고난 경험의 서술 양상
3. 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증과 에토스의 형성
4. 로고테라피의 자기-실천으로서의 자서전적 글쓰기

1. 들어가며
본고는 19세기 말 예천지역에서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서술한 박학래의 자서전인
<학초전>에 관해 연구한다. 특히 <학초전>에 나타나는 고난의 의미와 동학농민운동의 실패 이
후 그가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 좌절 양상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로고테라피의 맥락에
서 박학래가 실존적 좌절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려는 모습을 <학초전>에 나타
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증 양상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19세기 말 조선은 외세에 의한 반강제적인 개항과 삼정의 문란을 비롯한 지배계층의 부패
와 같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경험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종교적 가치체계를 통해 사회적 대안과 삶의 치유를 갈
구했다. 역설적이게도 혼란스러운 사회의 모습은 기존 지배 이념인 유교적 가치체계와 사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흐름을 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동학농민운동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나타났다. 동학농민운동은 동학사상을
바탕으로 중세적·봉건적 구체제를 해체하고 신체제를 수립하려는 농민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120) 1894년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예천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전봉준이 이
끄는 동학농민군 주력과는 별개로 각 군현에서 자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121) <학
초전>의 저자 박학래(朴鶴來, 1864~1942)는 몰락한 양반의 후손으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여 예천지역의 접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학초전>122)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동
학농민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영웅적 면모뿐만 아니라, 서정자 전투의 패전 이후
쫓기는 신세가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회고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그는 <학초
전>에서 당시 예천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지배-피지배층의 계급적 갈등, 동학농민운동의 전
개 양상과 궁핍한 향촌 상황과 같은 사회적 모습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개인의 삶에 대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당시 사회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담고 있는 <학초전>
에 대해 그동안 학계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역사학에서는 <학초
120) 신용하,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사회사』, 지식산업사, 2005, 232쪽.
121) 이병규,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와 그 성격」, 『동학학보』, 동학학회, 2015, 171
쪽.
122) <학초전>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한국사연구회가 공동으로 상주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새로운 자
료를 통해 본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학초전>은 손자인 박
종두에 의해 널리 알려졌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필사본 영인본을 활자화해서 두 권의 책
<학초전 一解>와 <학초전 二解>으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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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나타난 농민군의 시선에서 기록된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논
의가 전개하였다.123) 또한 문학에서는 <학초전>이 지닌 영웅서사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문학
사적 의의에 대해 논의되었다.124) 본고는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놓치고 있는 ‘글쓰기 행위의
현재성’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본고는 <학초전>이 서정자 전투의 패전 이후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경험하고, 경주로 이주하여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 박학래의
‘현재’ 시점에서 쓰여진 자서전적 글쓰기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자서전적 글쓰기에서 저자는 글을 쓰는 자신, 글을 쓰고 있는 행위를 글쓰기 안에 반영한
다. 다시 말해, 자서전적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무엇인가를, 어떤 것이든 쓰고 있다는
행위의 현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과거의 자신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
신의 현존을 확인하기 위해 자서전적인 글쓰기를 수행한다.125)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에 관해
글을 쓰고 있다는 행위의 현재성’은 현재 자신의 현존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 경험을 어떻게
서술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박학래 역시 <학초전>을 통해 단순
히 과거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면서 보여준 영웅적인 삶의 모습을 증명
하거나 19세기 말 조선 사회의 갈등을 보여주기보다는, 서정자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패전
이후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 현재에 경험하는 고난을 넘어서 자신의 현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글쓰기를 했을 것이다.
이상의 전제를 바탕으로 본고는 <학초전>에 나타나는 과거 경험들이 현재의 시간성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의미를 지니고 서술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박학
래의 자서전적 글쓰기를 빅터 프랭클(V. Frankel)이 주장한 로고테라피(logotherapy)의 맥락
에서 논의할 것이다. 로고테라피는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체로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심리치료법이다.126) 로고테라
피는 의미를 찾는 인간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인간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한다.127) “사는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삶도 견디어 낼 수 있다”는 프랭클이 인
용하는 니체의 말과 같이, 비록 인간이 현재에는 고난의 시간 속에 놓여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will to meaning)’를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
신을 실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현존을 확인할 수 있다.128) 그리고 본고는 이러한 로고
테라피의 실천 가능성을 <학초전>에서 박학래가 보여준 자서전적 글쓰기를 통해 살펴보려 한
다.
본고는 로고테라피의 관점을 통해 서정자 전투의 패전 이후 고난의 현재를 살고있는 박학래
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서사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초전>
에 나타나는 박학래의 자서전적 글쓰기를 로고테라피의 자기-실천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다.
2. <학초전>에 나타나는 고난 경험의 서술 양상
123) 신영우, 「학초전을 통해 살펴본 경상도 예천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이병규, 위의 글
124) 고순희, 「근대기 국문실기 <학초전> 연구」, 『국어국문학』176, 국어국문학회, 2016.
125) Meredith Anne Skura, Tudor autobiography: listening for inwardn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10.
126) 빅터 프랭클,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 박현용 역, 책세상, 2012, 207쪽.
127) 김정현, 「로고테라피 실존분석의 임상방법 및 철학상담에서의 함의」, 『철학연구』120, 대한철학회,
2011, 63쪽.
128) 빅터 프랭클, 『심리요법과 현대인』, 이봉우 역, 분도출판사, 2000,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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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적 글쓰기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사건들을 새로운 구성물로 재-결합하는 것, 즉 과거
경험을 재질서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에 형식을 부여하는 것은 시간성이
다.129) “나이 7세 되던 1870년 8월의 일이다.” “이때가 1894년 9월 10일, 학초는 가산을 정
돈해 놓고 추수하여 고용인과 하인 등으로 마당에 황혼이 되도록 벼를 태산같이 가려 놓았
다.”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초전>은 어린 시절부터 박학래가 경험한 50여 개의
다양한 사건들을 취사선택하여 연대기적 시간성에 바탕을 두고 서술한다. 하지만 <학초전>에
서 연대기적 시간성 속에서 선택된 사건들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는 1)‘주체의 자질을 보여
주는 서사’130)와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2)‘자질을 수행하는 서사’131), 끝으로 동학농민운동 이
후 3)‘자신이 수행한 행위의 결과에 관한 서사’132)의 구조를 통해 과거 사건들을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 통합하는 글쓰기를 보여준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에서의 활약을 보여주는 ‘자질을
수행하는 서사’를 제외하고 다른 서사 안에서는 모두 박학래의 고난 경험이 서술된다. 하지만
‘주체의 자질을 보여주는 서사’와 ‘자신이 수행한 행위의 결과에 관한 서사’에 나타나는 고난
은 서로 다른 서술 양상을 보여준다.
먼저 <학초전>에서 ‘주체의 자질을 보여주는 서사’에 나타나는 고난 경험에 관해 살펴보겠
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서사는 그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기 이전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자질을 지닌 인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때 박학래가 경험한
고난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인정받으며 삶을 의
미 있게 하려는 모습으로 서술된다.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취하는 삶의 의미를 3가지 가치와 연결지어 설명한다. 먼저 무엇을 창조하거나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미인 ‘창조가치’, 다음으로 무엇을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얻어
지는 의미인 ‘경험가치’, 끝으로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취하게 되는 태도에 의한 ‘태도가
치’가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 이 세 가지 가치의 방향성
속에서 삶을 의미있게 할 수 있다.133) <학초전>의 ‘주체의 자질을 보여주는 서사’에 나타나는
고난 역시 이러한 가치와 연결되어 삶을 의미있는 것으로 서술된다.
나중에 갈 때가 되어 김영만은 여러 아이들을 모두 불러 세우고 품 안에 대추를 많이 싸
서 주었다. 학초도 부르는데, 응하여 받아가지고는 도로 주인의 그릇에 털어주었다. 돌아
오면서 스스로 생각하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의 것을 공연히 취할 이치도 없고
129) 임경순, 『서사표현교육론 연구』, 역락, 2003, 84쪽.
130) 이에 해당하는 서사는 20살 이전을 서술한 <학초전>의 앞 부분에 해당한다. <학초전>의 ‘주체의
자질을 보여주는 서사’에서는 주로 박학래의 어린 시절의 삶과 성장 과정을 서술한다. 대표적으로 7
세에 대추를 얻은 이야기, 조부가 준 평생의 교훈, 유년 시절 어렵게 공부했던 이야기와 언변 실력,
원수의 집안과 해원한 이야기, 억울하게 옥에 갇힌 부친을 석방시킨 이야기, 풍기 선비 이매의 모범
에 관한 이야기, 외삼촌 조용초와의 이야기, 1883년 계미년 흉년 이야기 등이 있다.
131) 이에 해당하는 서사는 20살 이후부터 서정자 전투의 패배 이전까지를 서술한 <학초전>의 중간 부
분에 해당한다. <학초전>의 ‘자질을 수행하는 서사’에서는 주로 박학래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면서
보여준 사건을 서술한다. 대표적으로 1894년 동학의 접주가 되어 무장봉기에 참여했던 사건을 중심으
로 동학의 내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 관아 무기 탈취에 관한 이야기 등이 있다.
132) 이에 해당하는 서사는 서정자 전투의 패배 이후 경험한 피신에 대한 사건을 서술한 <학초전>의 후
반 부분에 해당한다. <학초전>의 ‘자신의 수행한 행위의 결과에 관한 서사’에서는 주로 박학래가 피
신을 다니면서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건
을 서술한다. 대표적으로 순흥 남대동 산골 피신 이야기, 경주 이전 이야기, 동학 연루 갈취 및 소송
이야기 등이 있다.
133) 빅터 프랭클, 앞의 책,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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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가 되어 대추를 주워 주고 얻는 이치도 없다. (중략) 집에 돌아와 모친 조씨의 품 안
에 안겨 무단히 이같이 울더니 모친이 묻는 말에 심중에 있던 이 같은 사실을 말하고
“우리는 어찌해서 남같이 못 지내요?”라고 말하였다.
<학초전>에서 박학래의 집안 내력을 설명하는 부분에 나타나는 “회장을 건넌 귤나무처럼
세상에 홀로 외로웠고 가난함이 뼈에 사무쳤다.”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시절부터 박
학래는 가난으로 인해 고난을 경험했다. 위 인용은 그가 7세가 되던 해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대추를 싸주는 과정에서 경험한 사건이다. “우리는 어찌해서 남같이 못지내요?”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난은 어린 박학래에게 고난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
서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남의 대추를 쉽게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에 따라 판단
하고 행동한다. 다시 말해, 박학래는 가난의 상황 속에서 물질이 아닌, 세상의 이치라는 가치
를 선택하는 인물로 서술된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이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칠 세 아이 하
는 도량이 장래에 일만의 사람이 우러러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 동네 과일나무가 모두
그 아이의 소유가 되리라. 봉비천인(鳳飛千仞)에 기불탁속(飢不啄粟)하는 기상이라. 그 아이를
예사로이 보지 마라”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시 말해, 박학래는 어린 시절 마주한 고난에 대해
특정한 태도를 취한다. 이를 통해 자기 삶을 단지 고난 속에 놓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예사로인 보지 마라”는 주변인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양상으로 의미화한다. 이때 박학래가
고난 속에서 추구한 삶의 의미는 빅터 플랭클이 논의한 ‘태도가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박학래는 가난이 주는 고난에 대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치를 추구하려
는 태도를 취하면서 가난이 주는 고난을 너머 자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학초와는 외삼촌과 생질 사이로 즉 구생 간이다. 학초의 가세가 빈한하고 가정에나 동리
에서 매양 동냥 글로 배우기 곤란하여 풍기 외자에 가서 수학하니 조용초가 연치는 5년
이 연상이다. (중략) 이때 구생 간에 나눈 여차 담론을 지기구생(知己舅甥)이라 할 만한
데, 피차 알 수 없는 백년 앞날의 취지였다.
박학래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나 동리에서 매양 동냥 글”을 배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
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박학래는 외삼촌에게 “사람이 세상에 나가 벼슬길에 나아가 이름을
떨치거나, 강호에 숨어있는 선비가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무엇이 극단하다 하리까?”라는 질
문을 던진다. 이후 박학래는 외삼촌 조용초의 대답을 통해 고난 속 자신이 취해야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 고민한다. 이는 박학래가 외삼촌과의 만남을 통해 고난 속에서 ‘경험가치’를 추구
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박학래가 고난 속에서 추구한 경
험가치는 외삼촌뿐만 아니라,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의미있는 모습으로 서술
된다.
고종 21년인 1884년 봄에 학초는 조용초의 집에 각양각색의 종자와 우마의 양식까지 주
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시절이 마침 풍년이 들었다. 그동안 50여호가 되던 동리가 계
미 흉년으로 인해 모두 이산하고 헐린 집과 빈집이 많았는데, 동 중에 부과되는 과중한
6~7백 냥의 각종 공금을 학초 혼자 감당해야 할 지경이었다. (중략) 이에 학초가 군수에
게 스물 한 번이나 군수가 다스리는 군 남쪽 2면을 통계하여 빈부를 모두 균일케 하고
다시 경장하도록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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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는 외삼촌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계미년에 극심한 흉년을 경험한다. 평소 가난으
로 인해 고난을 받던 박학래에서 계미년 흉년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때
박학래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뛰어난 언변을 활용하여 ‘군수에게 스물 한번이나 상황에 대
해 호소’한다. 그리고 “외로이 홀로 지내던 사람과 과부들까지 모두 뒤를 따라오는지라. 이때
민란이 일어났다 할 만한 소동이었다.”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행
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박학래에게 있어 언변은 단순히
상황을 넘기기 위한 수사적 능력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역할
을 한다. 다시 말해, 박학래는 흉년으로 인해 경험한 고난 속에서 군수에게 호소하는 것과 같
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는 경험을 창조하는 과정, 즉 ‘창
조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난 속 삶의 의미 찾으려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학래가
추구한 창조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연대 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정받게 된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기 전 박학래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연관된 창조·태도·경험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서술된다. 이를 통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사리사욕이 아닌 이치에 따르며,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화시키는 언변에 능
한 자신의 인물 자질을 형상화한다.134)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타인의 시선을 통해 인정
받으며 고난을 넘어서는 존재의 의미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 <학초전>의 ‘주체의 자질을 보
여주는 서사’에 나타나는 고난 경험은 박학래를 삶의 고난을 극복하는 영웅적 모습을 넘어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를 지닌 존재로 주체의 자질을 서사화한다.
하지만 <학초전>의 ‘자신이 수행한 행위의 결과에 관한 서사’에 나타나는 고난 경험은 앞선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 ‘주체의 자질을 보여주는 서사’에 서술된 고난
경험이 박학래를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한다면, 동학농민운동의 실패
이후 ‘자신이 수행한 행위의 결과에 관한 서사’에는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고난에 대한 ‘실존
적 좌절(existential frustration)’ 양상이 서술된다.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의지도 좌절될
수 있으며 이것을 로고테라피에서는 실존적 좌절이라고 한다. 여기서 ‘실존적’이라는 단어는
다음의 세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1) 존재 그 자체, 즉 인간 특유의 존재 방식, 2) 존재의
의미 그리고 3) 각 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내려는 노력, 즉 의미를 찾으려는 의
지를 말한다.”135)는 프랭클의 논의에 따라 실존적 좌절은 자기 삶을 지탱해주던 특유의 존재
방식이 사라지거나, 고난을 넘어 개인 삶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꺾여버린 상
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장이 왈칵 성을 내고는 정색하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말하기를 “어떤 연고로 그러하
냐?”라니, 학초가 대답하여 말하길 “본인도 명색이 조가(朝家)의 사마방목(司馬榜目) 출신
자로 동란을 견디지 못하여 처신할 곳이 광대한 천지간에 없어 동학에 들지 않으면 살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만장창해(萬丈滄海)에 빠진 사람으로 날개도 없고 헤엄질도 못
하니 육지를 가려도 못 가는,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경상도백 조 감사 말이 ‘불입호혈이
면 안득기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탁적하여 동학에 의탁하여 의용진 두령으로 예천
134) <학초전>의 ‘주체의 자질을 보여주는 서사’에 나타나는 박학래의 모습은 이후 ‘자질을 수행하는 서
사’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사리사욕이 아닌 이치에 따
르며 언변에 능한 박학래의 인물 자질’이 동학이 지닌 조직과 사상과 만나면서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
해 실현되는 모습이 서술된다.
135) 빅터 프랭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시형 역, 청아출판사, 2017,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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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죽 양령 이하 동학이 갑오년 8월 28일이 양진이 약조하여 일발 총성으로 누만 생력
이 진심으로 각자 귀화하고 귀환하였습니다.”
서정자 전투의 패배 이후 박학래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경험한
다. 위 인용은 그가 경험한 고난 사건 중 하나이다. 비록 박학래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
는 이유로 쫓기는 신세가 되지만, 경주 옥산으로 찾아와 자문을 구하는 의병장에게 전술적 조
언을 해줄 정도로 자신의 이전 활동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위 인용에서는 이러한
박학래의 평소 모습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서술된다.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심문
을 받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언변을 통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다시 말해, 박학래는
‘주체의 자질을 보여주는 서사’에서와 같이 고난의 상황에서 자기 삶의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
내려는 노력 없이, 수사적인 언변을 통해 상황을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
에서 서술된 박학래의 모습은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898년 2월 안동에 산다하는 김봉재가 찾아와서 못 살겠다는 원정 겸 구걸같이 돈을 달
라하였다. (중략) 1898년 윤3월 초이튼날 대구에 산다고 하는 정치근이라 칭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되 “주인이 순흥에 살다가 동학 난리에 경우 이곳으로 오셨지요?”하거든
학초가 “과연 그러하오.” 학초가 그렇다고 하자 정치근이 말하길 “내가 전에서부터 장사
를 하러 다녔는데, 갑오 동란에 예천 경진에서 오백 금 재산을 잃었으니 대신 물어내시
오.”하였다. 학초가 들으니 김봉재와 같은 당이라. 큰소리치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이와 같
이 해 주다가는 그 수를 다 셀 수 없을 것 같았다.
박학래는 예천지역의 동학농민운동이 종식된 이후 동학도 색출을 피해 도망을 다녔다. 이
과정에서 박학래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협박해오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
다. 위 인용은 박학래에게 동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한 김봉재와 정치근에 대한 사
건이다. ‘주체의 자질을 보여주는 서사’에 서술된 박학래는 물질이나 욕망보다는 이치를 추구
하는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화지동대도회에서 모사대장이 되어 뛰어난 전략으로 관포군 50명
을 생포하고 이들을 동학에 입도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박학래는 돈보다는 이치를 추
구하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큰소리치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이와같이 해 주다가는 그 수를 다 셀 수 없을 것 같았
다.”와 같은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을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보내는 것
으로 순간을 모면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박학래의 인물 자질에서 보여준 타인을 설득하여
연대하게 하는 것과 같은 ‘특유의 존재 방식’이 좌절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한 이후 박학래는 이전까지 자신이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수행했
던 인물 자질을 숨기는 모습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자기 삶에 대한 타인의 인
정이나 평가 역시 서술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학초전>에서는 특유의 존재 방식이 부정당하
고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사라진 ‘실존적 좌절’의 모습으로 박학래의 고난 경험을
서사화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학초전>에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양상의 고난 경험이 서술된다. 다시 말해, 박학래는 자서전적 글쓰기를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실패 매개로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존재가 실존적 좌절을 경험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서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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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증과 에토스의 형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초전>은 연대기적 시간 구성을 통해 박학래의 현재를 실존적 좌절을
경험하는 양상으로 서사화한다. 이때 박학래는 실존적 좌절로 이르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도
몇몇 사건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현존을 확인하려 한다. 빅터 프랭크은 인간에게 필요
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
하고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36) 다시 말해, 그가 주장한 로고테라피는 고난이나 실존적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 더 나아가 자신의 현존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긴장의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학초전>은 고난이나 실존적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현존을 실현하려는 모습을 사회
적 갈등에 대한 논증 양상을 통해 보여준다.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한 논증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언어로 표현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서 우리는 타인과 의미의 세계를 공유하며 그들과 공존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이는 논증 상
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현존을 타인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초전>에서 박학
래는 1)‘주체의 자질을 보여주는 서사’, 2)‘자질을 수행하는 서사’, 3)‘자신이 수행한 행위의 결
과에 관한 서사’ 모두에서 주어진 갈등 상황에 대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미지를 소통한다. 박학래가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논증을 마치며 나타나는 “학
초의 긴 설득이 끝나자 이 일청 중 좌상의 수석방장이 손을 들어 자기 무릎을 치며 ‘참 장하
고 착하시오 소년 호걸이며 변사로다. 같은 말 같은 사실이라도 이 같이 말씀을 하니 동정호
악양루 북창에 앉은 듯이 흉금이 적당하기 세원하오.’하고 세곡을 전의 십분의 팔분을 탕감하
는 증서를 써주었다.”와 같은 서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논증을 통해 자신의 자질을 실현
하고, 상대에게 ‘소년 호걸이며 변사’와 같은 특정한 에토스137)를 형성시킨다. 다시 말해, 박
학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논증하는 과정을 통해 특정한 이미지로 자신을 형상화하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 더 나아가 자신의 현존을 타인과 공유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
하는 긴장의 과정을 서사화한다.
이러한 모습을 먼저 1)‘주체의 자질을 보여주는 서사’와 3)‘자신이 수행한 행위의 결과에 관
한 서사’에 나타나는 논증 양상을 통해 생각해 보겠다.
학초가 엎드린 채 말하기를 “성주는 백성을 위한 부모와 같은지라 20여 살 되는 이 백성
이 이렇게 원통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위로는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아래로는 부모처자를
거느리고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의무인 것은, 일신에
서 열 손가락에 한 손가락이 상하면 어찌 아픔이 없겠습니까? 성주는 백성의 부모가 되
니, 빈한 백성은 모두 죽어라 하고, 부한 백성만 부익부로 부자가 되게 할 이치는 없을
줄로 압니다.” 하였다. (중략) 모두 5~6천여 명의 빈부동 백성과 방청인이 원장 내외에 걸
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36) 위의 책, 176쪽.
137) 고대 수사학에서는 자신의 말의 효율성에 기여하기 위해 연설가가 담화 안에서 구축하는 자신에 대
한 이미지를 ‘에토스’라고 부른다. 따라서 에토스에는 연설자가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 청중에게 보
여 주어야 하는 성품의 특질들이 속에 있다.
루스 아모시, 『담화 속의 논증』, 장인봉 외 역, 동문선, 2000, 89~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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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은 박학래가 소년 시절이었던 계미년 흉년 이후 백성들을 위해 세금감면을 요구하는
사건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나라와 백성,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이치를 바탕으로 설
명한다. 박학래는 이러한 설득의 과정을 “5~6천여 명의 빈 부동 백성과 방청인이 원장 내외에
걸쳐 인산인해”를 이룬 상황 속에서 전개하며, 관료들뿐만 아니라 당시 백성들에게도 “만일
혹시 시장에 가서 지부지간에 시비를 하는 백성을 보면 사실을 들은 후에 가부를 판단하여 타
이르든지, 여의치 않은 자는 호통을 치면 그대로 아니 되는 일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원근
간 ‘소년 분명’으로 칭송이 자자하였다.”와 같은 이후 서술에서 나타나는 민중적 영웅의 에토
스를 형상화한다. 다시 말해, 박학래는 세금 감면 요구와 같은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해 이치
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논리와 표현을 통해 논증하며, 그 속에서 자신을 민중적 영웅으로서
담화적 에토스를 지닌 인물로 서사화한다.
이러한 모습은 박학래가 동학농민운동이 종식된 이후 동학도 색출을 피해 도망 다니는 과정
에서도 나타난다.
학초가 말하길 “백성은 ‘민유방본’이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농(農)은 천하지대본이올
시다. 문관은 인민의 많은 억울함을 밝히고, 무관은 나라 도적을 진압합니다. 수륜과는 물
을 못 대는 데에 관개하여 농사짓게 하는 것이올시다. 문관과 무관이 병정과 나졸을 풀어
농민과 압제 접전함은 밝고 밝은 하늘의 해 아래 부끄럽다 아니할 수 없고, 천연적 시사
로 들어가는 봇물을 수륜이라 말함은 산에 가서 배를 타고 뱃삯을 내라 함이니 배 안탄
그 산 초부는 필경 웃을 듯하외다. 부모 명령이라 가칭하고 그 자식이 도박에나 도적길을
하면 그 부모가 알고 걱정하리까? 좋아 하리까? 나라에 중대한 명리가 되어 백성을 학민
하거나 억울케 하면 임금의 흉격이 막힌 병이라 하리까 태평타 하리까? 우리 평 중에서
상부에 원정하여 명사관이 곧 오니, 옳지 않다면 명사관의 명사에 의하여 좌우간 귀하는
하리다.” 하였다.
박학래가 경주로 이사하여 생활하는 중, 경주군수와 대구 진위대 2인이 공모하여 달대평 방
천을 빌미로 수세를 거두고자 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에 저항하여 대규모 시위를 하던 백성
16인이 잡혀 들어간다. 이때 박학래는 장두가 되어 위 인용과 같은 논증을 통해 백성을 석방
하게 하고 경주군수 및 2인을 처벌하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두를 모아 놓고 장두를
택정한다 해도 할 사람 없는 것을 이미 알아 온 터라. 오며 가며 만구일담으로 박학초가 아니
면 아니 된다 하였다.”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된다. 즉 박학래는 동
학농민운동의 실패 이후 실존적 좌절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증을
통해 민중 영웅으로의 담화적 에토스를 형상화한다. 이는 로고테라피의 맥락에서 실존적 좌절
의 상황 속에서도 앞서 보여주었던 민중적 영웅으로서 자신의 현존과 삶의 의미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긴장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학초전>에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박학래의 논증을 보여주는 사건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
하며 자신의 2)‘자질을 수행하는 서사’에서도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1)‘주체의 자질을 보여주
는 서사’와 3)‘자신이 수행한 행위의 결과에 관한 서사’에 나타나는 논증 양상이 세금과 같이
당시 백성들이 지배층에 의해 억압받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이었다면, 2)‘자질을 수
행하는 서사’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의 사건들이 서술된다.
박학래는 갑오년 여름 예천 동학의 지도자인 관동포 수접주 최맹순의 예하에 있는 박현성의
토치집에 입도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포교를 시작했는데, 직곡에 위한 그의 접을 통해 입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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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5772명이나 되었다. 이후 그는 동학 조직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
서 박학래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마주했을 것이며,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의 인정 역시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학초전>에는 신분제 부정, 노비 해방, 토호 징치
와 같이 당시 동학농민군이 직접 실천했던 행동에 관해서는 단순하게 사건의 존재를 설명하는
정도로 서술한다. 오히려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2)‘자질을 수행하는 서사’에서는 동
학농민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논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① 도중주지(道中主旨)로 말하면, 유불선 삼도가 예의, 염치, 오륜 등속을 각자 마음을 닦
는데 쓰는 것일 잃습니다. 가정을 다스림과 나라를 다스림에서 인류방분에 이르기까지 모
두 동포 형제입니다. 이와 과실이 있다 해도 죄를 뉘우치면 모두 허물이 없는 것과 같습
니다. 설혹 개과를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관청 관리가 아니고 백성을 다스리는 유불선
도 중에도 없고 법률상에도 없습니다. 어찌하자고 동포 형제를 모두 잡아 사형을 설치코
자 합니까? 천지에 상제라 하든지 가정의 부형이라 하든지, 위민부모 과장이라 하더라도
모두 교화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만들지 못하면 도리어 부끄러운 일입니다
② 학초는 그 소문을 들으니 몹시 해연(駭然)한지라, 기찰 수삼 인을 대동하고 암천을 찾
아가 우선 김순명과 같은 동류를 모두 잡아 탈취한 장물을 수색하여 놓고 죄를 물었다.
“그대들의 이 같은 행위는 동학의 폐습이라 할 것이다. 설사 그대들이 그 군수에게 불법
으로 횡탈을 당했더라도 호의로 찾지 못하면 풍화에 있어 대단히 문란한 것이다. 하물며
주지 아니하는 행장 집을 뺏으면 도인이 아니라 곧 강도임을 면치 못하니, 그대들로 인해
다른 도인에게도 누가 끼치게 되는 것이다.
위 두 인용은 박학래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동학 내부의 갈등 상황과
그것에 대한 논증을 통해 대응하는 양상이다.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박
학래의 논증은 주로 동학도인의 폭력을 엄단하고 기강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때
박학래가 인식한 사회적 갈등은 단순히 지배-피지배 계층 사이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었다. 동학의 교리에 따라 한울님의 도와 덕을 실천하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
들’138)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박학래는 ①과 ②에 서술된 것과 같이 동학의 교리
와 도인 규범을 바탕으로 갈등 상황에 대해 논증한다. 이를 통해 박학래는 사회 제도나 체제
의 문란에 대한 개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서술하기보
다는, 이를 수운 최제우의 사상과 같이 인간의 내적 문제인 윤리적 타락을 개혁하는 과정을
통해 보여준다. 즉 박학래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서술하며, 동학의 교리를 충실
하게 수행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담화적 에토스를 형상화한다. 이는 이미 사회 제도나 체제의
문란을 개혁하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속에서 동학도로서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긴장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초전>에서 박학래가 사회적 갈등의 상황 속에서 논증을 통해 가치 있는 목표, 자
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양상은 그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
138) 이러한 박학래의 사회적 갈등 인식은 수운 최제우의 여러 저서를 통해 나타나는 동학에서 말하는
‘고통 받는 민생’의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운 최제우에게 ‘고통 받는 민생’이란 다만 피지배 계
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울님의 도와 덕을 실천하기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
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석산, 『동학교조 수운 최제우』, 모시는 사람들, 2004,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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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의 과정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보여주는 에토스를 형상화
하며 타인에게 확인받는다. 이는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삶의 의미가 포괄적인 어떤 것이 아
니라,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라는 맥락과 일맥상통한다.139) 실제로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상
황이 한 인간에게는 도전이며, 그것이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삶
의 의미를 묻는 질문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40) 다시 말해, 박학래는 <학초전>을 서
술하면서, 연대기적 시간성 속에서 사건들을 새로운 구성물로 재-결합하는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새로운 구성물로 재-결합된 상황 속에서
박학래는 비록 그것이 실존적 좌절의 상황일지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추구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그는 사회적 갈등의 긴장에서
도망가거나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앞으로 성취해야할 잠재적 의미를
밖으로 불러오는 정신적 역동성을 보여준다.141)
4. 로고테라피의 자기-실천으로서의 자서전적 글쓰기
지금까지 본고는 박학래의 자서전적 글쓰기인 <학초전>에 나타나는 로고테라피 양상에 대
해 살펴보았다. 박학래는 유년시절의 경제적 가난을 비롯하여, 동학농민운동 참여를 문제시
삼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난을 경험했다. 그는 유년 시절 경험한 고난들에서는 삶
의 의미와 연결되는 가치를 발견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을 실패한 이후에는 실존적 좌절을 경험
한다. 하지만 그는 자서전적 글쓰기 안에서 자신의 자질을 발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
한 논증 경험을 서술하며, 이러한 실존적 좌절을 넘어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실천하려는 모습
을 보여준다. 그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증을 통해 담화로 자기 자신의 에토스를 표현하고,
상대에게 이것을 소통하는 양상으로 삶을 서사화한다. 이를 통해 그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 맺
기 속에 의미를 지닌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마주하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실천하는 존재로 서술된다. 이를 통해 그의 삶은 실존적
좌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루어야 할 과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찾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려진다.
박학래가 <학초전>을 서술하는 현재는 실존적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증 경험을 서술하며 변화하는 상황 속에 자기 삶의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다시 말
해, 박학래는 실존적 좌절을 경험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증 경험을
재구성하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실천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경험을 서사화한다.
이러한 모습은 비록 그가 실존적 좌절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자서전적 글쓰기를 통해 과
거 삶을 의미있게 바라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고난을 넘어 미래의 삶을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로고테라피의 자기-실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39) 빅터 프랭클, 앞의 책, 180쪽.
140) 위의 책, 181쪽.
141) 위의 책,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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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초전>에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증과 로고테라피」에 대한 토론문
강지연(충북대)

이 글은 예천지역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남긴 <학초전>을 대상으로 로고테라피의 맥락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읽어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학초전>은 동학 농민군측의 시각에서
서술되어 농민군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
교적 최근에 발견된 자료로써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더욱이 ‘글쓰기 행위’
그 자체에 주목한 본고의 논의는 자료집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의미를 발견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논의를 완성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논의 과정에서 용어에 대한 설명 및 논증의 방식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쭙고
자 합니다.
1. 연구 목적
서론에서 언급한 연구 목적은 ‘<학초전>에 나타나는 ①고난의 의미’와 ‘②실존적 좌절 양상에
주목’ 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③논증 양상’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려는 모습’을 살펴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2장과 3장에서 다룰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
입니다. 그런데 결론에서는 ‘로고테라피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라고 언급하여 연구 목적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혼동되었습니다. 2장과 3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해서 로고테라피의 양
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장의 로고테라피 양상을 말하기 위해 2장의 내용은 전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목의 내용을 유념한다면, 3장이 본고에서 핵심일 듯한데, 그렇다면 2장
에서 고난 경험의 서술 양상은 ‘로고테라피’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삶의 의미와 세 가지 가치
‘주체의 자질을 보여주는 서사’에서 고난 경험을 ‘창조가치’, ‘경험가치’, 태도가치‘와의 맥락에
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류의 기준이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요? 가령,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한 고난 경험에서 세상 이치에 따라 판단하는
행동을 보고 ’태도가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이들에게 대추를 싸주는 과정에
서 경험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를 ’경험가치‘를 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요? 또는 다양한 고난 경험에서 동일한 사례에 여러 가치를 중복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지 않
을까요?
이어지는 질문으로, ‘박학래는 외삼촌 조용초의 대답을 통해 고난 속 자신이 취해야 하는 삶
의 태도에 대해 고민한다.’고 하고, 이를 통해 ‘경험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
습니다. 그렇다면 조용초의 대답은 그가 경험가치를 추구하는데 외부의 동기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인용문에서는 외삼촌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실질적인 대답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외삼촌과의 만남이 ’경험가치를 추구‘했는지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만
약 자료집의 원문에도 외삼촌과의 대화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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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 이유에 대해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 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증과 에토스의 형성
3장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실패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증을 통해 민중 영웅으로의 담
화적 에토스를 형상화’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화적 에토스를 지닌 인물’에 대
한 용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에토스와 달리 담화적 에토스는 어떤 의
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소하지만 ‘논증 경험을 서술’한다는 표현은 ‘경험을 논증적으
로 서술한다’는 식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4. <학초전>의 저술 시기
<학초전>의 서사 구조를 ‘주체의 자질- 수행-수행의 결과’로 요약할 때, 이는 동학농민혁명을
기점으로 전과 후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질을 보여주는 어린 시절의 박학래는 ‘창조,태
도,경험 가치를 추구’하며 ‘고난을 넘어서는 존재의 의미를 형성’하는 반면, 수행의 결과를 보
여주는 서사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꺾여버린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중간 단계
에 해당하는 수행의 시기에 ‘실존적 좌절을 넘어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박학래가 삶을 대하는 모습은 시기적으로 ‘가치추구(유년시절)->의미탐색
(동학농민혁명 중)->좌절(동학농민혁명 실패)’의 순서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연결이 맞다면,
‘글쓰기 행위의 현재성’은 좌절 이후의 시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범박하게 말하자면 박학래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의지-의지-좌절-의지(글쓰기 시점, 현재)’라
고 정리할 수 있을지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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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머니즘을 통해 본 신라인의 정체성 고찰
-화랑도와 괘릉을 중심으로강준수(안양대)

Ⅰ. 서론
현대사회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 기술이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삶
의 편리성이라는 기능을 많은 현대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반면에 첨단산업기술의 도시 집
중은 도시 인구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 및 갈등의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다. 현대사회
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과거의 그 어느 시기보다 풍요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정신적인 측면에
서는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첨단 문명의 시기에 새롭

게 관심을 끄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이다.
이러한 인간, 우주, 그리고 자연의 관계를 표현해낸 고대 사상체계로 천부경(天符經) 사상을
들 수 있다. 우주, 대지,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천지인(天地人)이라고 하는 삼신일체지도(三神
一體之道)의 원리로 파악하고 있는 천부경 사상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적 유산으로서 우주
창조의 원리를 숫자로 담아낸 것이다(김동춘 27). 한민족의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적 원
리는 천지인을 토대로 한 음양론(陰陽論)에 있고, 이것은 조화적인 우주관을 대변하는 것이다
(최동환 56).
이와 같이, 인간과 자연이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었던 고대 사회에서 샤머니즘(Shamanism)
에 바탕을 둔 사상적 체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따라서 고대사회는 샤머니즘적 세계관
이 널리 퍼져있었고, 우리 민족의 시초가 되었던 단군조선 시대를 필두로 생겨난 부여, 고구
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 등과 같은 고대의 한민족 관련 국가들은 인간의 삶과 자연이 밀
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샤머니즘적 인식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대 국가들 가운데, 무사계급이 지배했던 고구려 및 백제와 다르게 샤머니
즘을 토대로 한 종교계급이 국가를 다스렸던 신라는 상대적으로 샤머니즘적 색체가 더 강했다
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의 덮개에 자작나무를 덧대서 그려진 천마도는 죽은 자를 하얀 은하수를 따라
저승세계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지증왕(智證王)의 능에서 출토되어 천마총(天馬塚)으로 불리어
진다. 하얀 자작나무는 하얀 은하수를 신봉하는 샤먼들의 색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북방 샤먼
의 기운이 강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이 그려진 자작나무의 재질도 시베리아산
자작나무로 밝혀지기도 했다. 북방에서 남하한 신라의 종교계급은 샤머니즘의 풍습대로 신목
(神木)을 북위 66.6〬 에 위치하고 있는 툰드라, 타이가 삼림지대에 서식하는 하얀 자작나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고대 샤머니즘의 종교계급은 북극성으로 가기위해서 하얀 은하수를 타고 올라간다고 인식하
였기 때문에 하얀색 옷과 순록을 타고 순록 뿔을 머리에 썼다(전자신문, 2015. 9.3.). 왜냐하
면, 그들은 자신들이 북극성신과 인간의 매개자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라
의 금관이 사슴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샤머니즘의 전통은 삼국시대,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한민족의
고유종교로서 샤머니즘은 신과 인간의 매개자인 무당의 춤과 노래로서 재난 극복과 구복(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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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이능화 551). 샤머니즘의 종교의례라고 할 수 있는 제천의식(祭
天儀式)은 하늘에 제사를 수행하던 커다란 제례(祭礼)이고, 종교, 예술, 그리고 생활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문화의 형태로 발현되었다(조흥윤 81). 그리고 이러한 샤머니즘은 풍류도(風流
道)의 중심사상을 이루면서 신라의 화랑도(花郞徒)로 이어지고 있다(김인회 35).
고대 신라는 풍류도로 대변되는 화랑도, 천문을 관측하면서 동시에 고대 여신문화를 재현한
첨성대(瞻星臺), 그리고 샤머니즘 사상을 토대로 건축된 왕릉(王凌)으로 대변되는 사회였다.
풍류도의 사상원리는 환인(桓因)이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적 원리로 삼았던 천부경이라고 할
수 있다(박제상, 22).
따라서 본 연구는 종교계급이 지배했던 신라 사회에서 샤머니즘은 신라인들의 사고체계와
정체성의 인식에 있어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라인들의 샤
머니즘적 세계관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신라의 화랑도와 통일신라시대의 가장 완비된 능묘제
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원성왕릉(元聖王陵)인 괘릉(掛陵)을 중심으로 신라의 샤머니즘적 세계관
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Ⅱ. 신라의 샤머니즘 전통
1. 화랑의 풍류도
당나라에 유학을 한 신라 시대 문인 최치원은 신라의 주체의식과 고유원형문화사상에 대해
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최치원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난랑비서’에서 원형문

화사상으로서 풍류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이재운, 190). 최치원은 화랑의 본질을 풍류도
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신라인들의 정신세계를 파악하고자 했다(김상일, 84). 풍
류도라는 것은 상고시대 조선이 지니고 있었던 태양숭배인 ‘밝의 뉘’(광명이세)가 ‘부루’로 변
전된 것이고, 이것을 한자로 음차하면서 풍류로 바뀐 것이다(최남선 151).
밝사상은 한사상이라고 하며, 한의 의미는 환하다의 桓, 한얼, 한울, 하늘 天과 같은 민족
고유 정신, 大, 一, 多, 그리고 正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김상일 17). 실제로 화랑도는 부루교
단으로 불리었고, 이러한 교단을 수호하는 신조와 덕목을 일컬어서 풍월도, 풍류도, 그리고 화
랑도라고 지칭하였던 것이다(유동식 58).
화랑이란 것은 상고 시대 소도(蘇塗) 제단의 무사이며, 당시에 선비라고 지칭되던 자이고,
고구려에서는 조의선인(皂衣先人)이라했고, 신라에서는 화랑이라고 지칭하였다(신채호, 258).
선인이란 말은 신라의 국선(國仙)과 같이 무사집단을 이끄는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화랑도라는
것은 고대 광명사상을 통해서 단군조선시대에 5월과 10월에 하늘에 제를 올리는 풍습에서 나
온 것으로서 신라의 종교 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화랑도가 밝사상에 기원한다는 것은 밝과 불이 광명을 의미하고, 부루는 단군이나 하느님을
뜻한다는 점에서 신라인들의 정신세계가 샤머니즘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
다(유동식 59).

『화랑세기』 서문에는 화랑에 대한 기원을 알 수 있다.

화랑은 선의 무리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신궁을 받들어 하늘에 큰 제사를
지냈다. 이는 중국 연나라의 동산이나 노나라의 태산과도 같은 것이다. 옛날 연나
라 부인이 선도(仙徒)를 좋아하여 미인들을 많이 양성했으며, 그 이름을 ‘국화(國
花)’라고 했다. 이러한 풍습이 동쪽으로 흘러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로써 ‘원화
(源花)’를 삼았는데, 지소태후가 이를 폐지하고 화랑을 두어서 나라 사람들에게 받
들게 했다. 이보다 먼저 법흥 대왕이 위화랑을 사랑하면서 그 이름을 화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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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화랑이라는 이름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김대문 23)
신라는 화랑을 제정한 진흥왕부터 삼국의 통일을 이루게 되는 문무왕까지 1세기 동안 고구려
와 백제로부터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따라서 무사집단인 화랑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들은
놀이를 통한 수련을 통해서 전쟁에 대비하였다. 화랑의 수련과목 가운데, 대표적인 수련방식
으로 상설이가락(常說以歌樂)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신라문화의 특색이 음악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김범부 145).
화랑이 음악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신라 효소왕 때, 죽지랑의 낭도인 득오
가 스승인 화랑을 사모하여 지었다는 모죽지랑가(慕竹旨郞歌) 및 경덕왕 때 충담(忠談)이 지은
찬기파랑가(讚耆婆郞歌)에서 알 수 있다(김범부 103). 이러한 가락은 가무를 통한 주술적 기능
을 통해서 신과 교섭하는 고대의 제천의례 풍습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천의식은 천지인(天地人)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풍류정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무
를 통해서 구현되는 홍익인간 사상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제천의식에 내재된 풍류성이
신과 인간이 합일하여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조화성과도 관련이 있다. 제천의식을 통해서 구현
되는 무(巫)의 예술성은 조화 및 회복을 추구하는 굿판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이다(조흥윤
275).
고대의 제천의식은 종교적인 측면과 놀이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굿놀이의 형태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고대의 제천의식은 무속의 굿, 잔치, 그리고 음주가무 등이 동반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가락을 통해서 신과 교섭하며 풍류를 즐겼던 화랑의 풍습은
오늘날 경기 도당굿 ‘화랭이’를 통해서 전승되고 있다. 굿의 기원에 대해서는 최남선(崔南善)
의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남선은 ‘고시레·고사·굿’을 같은 어원으로 보아 작은 의례를 ‘고시레’라고 하고,
고사는 굿의 규모는 아닌 중간 크기에 해당하는 의례라고 하였다. 장구를 울리고
무악(巫樂)을 갖추어 춤을 추는 것이 굿이라면, 고사는 그보다 작은 규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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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3626)
화랭이는 화랑이나 무당을 가리키는 경상도 방언으로서 1920년에서 1950년대까지 ‘화랭이’는
박사(博士), 화랑(花郞), 재인(才人), 우인(優人), 남무(男巫), 무부(巫夫), 그리고 산이 등으로
불리었다(이웅화 14). 이 화랭이는 화랑의 가무를 이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화랑으로 인식되고 있는 처용설화의 주인공인 처용은 노래와 춤으로 역신을 물리치는 것에
서도 알 수 있다(김태준 325). 부인의 처소에 깃든 또 다른 신발의 주인공은 외간남자가 아니
라 역병에 걸린 부인의 상태를 역신이라는 외간남자로 상징화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처용은
노래와 춤을 통한 주술적 기능의 수행을 통해서 부인을 치료하면서 신라 일반 민중들로부터
신령스러운 힘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굿은 신과 인간이 춤과 노래를 통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주술적 힘의 발휘, 치병작용, 액
의 물리침, 그리고 영적 힘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굿은 신명
을 통해서 감정을 풀어내는 놀이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종교적 신성성뿐만 아니라, 오락성
및 예술성을 갖게 된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34).
고대 제천의식에서 행해지던 춤과 노래의 전통을 계승한 신명나는 굿의 에너지는 현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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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의 대중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한류(韓流)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엑스타시와 신명이 수반되는 핵심적 놀이문화로서 음주가무의 축제는 제의
에 동참하는 관객들이 하나가 되는 힘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최길성 182).
이와 같이, 신라 화랑의 풍류도라는 것은 종교, 예술, 그리고 생활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고유 신도사상, 풍류도가 지니는 고대 제천의식의 예술적 속성, 그리고 신라인들의
생활 전반에 퍼져있었던 정신세계를 드러내면서 오늘날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들의 사
랑을 받고, 한류문화콘텐츠로 확산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2. 저승으로 가는 여정: 괘릉
원성왕릉은 신라 제38대 왕(재위 785∼798)으로 성은 김, 이름은 경신(敬信)인 원성왕이 안
치되어 있는 곳이다. 원성왕은 내물왕의 12세손이며, 선덕왕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어버린
상황에서 태종무열왕의 6세손인 김주원과 왕위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승리하여 왕위에 올랐
다. 김경신은 자신보다 서열이 높았던 김주원이 왕위에 추대되자, 두건을 벗고 흰 갓을 쓰고
12현금을 들고 천관사 우물로 들어가는 꿈을 꾸게 된다.
김경신은 점쟁이를 통해서 꿈에 대한 해몽을 해본 결과, 두건을 벗는 것이, 관직을 잃을 징
조이고, 가야금을 든 것은 칼을 쓴다는 것이고 우물 속으로 들어간 것은 감옥에 갇힐 운명이
라는 부정적인 해몽을 듣게 된다(김경복 233). 이 말을 들은 김경신은 매우 근심하면서 두문
불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여삼이 김경신의 꿈을 풀어보겠다고 자진하고 나섰다. 여삼의
해몽은 다음과 같다.
“두건을 벗은 것은 위에 앉는 이가 없음이요, 흰 갓을 쓴 것은 면류관을 쓸 징조요, 천관
사 우물에 들어간 것은 궁궐로 들어갈 상서입니다.”라고 하였다. (김경복 233)

여삼은 김주원의 존재로 인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던 김경신에게 알영이 목욕을 한 신성한 북천
의 신에게 제를 지낼 것을 권유하였다. 김경신은 측근인 여삼의 해몽을 듣고 비밀리에 북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결국, 비가 와서 알천(북천)의 물이 불어나 김주원이 화백회의에 참석
을 하지 못함으로써 김경신은 왕으로

추대되었다(『신라왕릉』, 65-66). 김주원이 왕위에 추대

되지 못하자, 그의 아들 김현창은 훗날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김경신이 김주원과의
왕위 쟁탈전에서 승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꿈에서 김경신이 들어간 우물이 상징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
세는 나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인 알영은 알영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물이 생명 탄생
의 장소로 사용되는 상징성은 많은 중국사서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동옥저의 여인국에 있는 신
성한 우물(神井)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 그곳의 사람들은 우물을 쳐다보기만 해도
아이를 출산한다는 이야기이다(권태효 257). 과거 프랑스 지방에서 샤머니즘을 신봉했던 켈트
족의 여신인 다이아나(Diana)는 신성한 우물의 여신이었고, 아일랜드의 여신 브리지트(Brigit)
도 우물의 여신이었으며 독일에서도 여성들이 샘물에서 목욕을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
가 전해져 오고 있다(Gimbutas 110).
김경신이 천관녀가 주관하고 있는 천관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성의 신성한 생명 탄생의 기
운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왕을 탄생시킬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다.
김경신이 들고 간 12현금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 12궁(黃道十二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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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2지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라의 선덕여왕에 의해서 건립된 첨성대는 우물을 상
징하는 여신상이면서 여신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명숙
140).
그리고 이러한 우물의 신성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박혁거세의 부인인 알영이 닭의 모양을 한
계룡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신화는 석가모니가 마야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신화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먼저, 닭은 태양이 뜨는 때를 알고 있는 동물로
인식되어왔고, 밝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음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동물로 인식되었다(김경복 231).
따라서 닭의 이미지가 사용된 것은 태양숭배와 관련된 샤머니즘 전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신라에서 우물과 용의 이미지는 자주 등장을 하는데, 동양의 샤머니즘에서 용은 물을 관
장하고 지상의 생명력과 관련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김봉준 227). 고대 신라 사회에서 우물
이나 용과 관련된 설화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두 인물의 옆구리 탄생에 대한 논의에 앞서 석가모니는 사카모니를 한자로 음차(音借)한 것
으로서 사카족의 성자라는 인도어이고, 사카는 스키타이, 또는 색(色)족으로 지칭되던 집단으
로서 유라시아대륙에서 신라의 조상으로 알려진 흉노(匈奴)142)와도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따
라서 석가모니와 알영 부인이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먼저, 신라는 종교
계급이 지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제를 올리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천문과
많은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당시 고대사회에서 이러한 신화가 갖는 상징성은 별자리와 관
련이 깊다. 또한 태양 숭배사상에 바탕을 둔 샤머니즘 세계에서 태양이 지나는 공간인 황도
12궁의 별자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황도 12궁은 황도 전체를 30°씩 12등분하여 각각에 대해 이름을 붙인 별자리로서 각각의
시대를 나타내준다. ‘Great Year’ 또는 ‘플라톤 년(Platonic Year)’이라고 불리는 약 25,920
년의 주기를 갖는 지구의 세차운동으로, 매년 춘분(春分) 같은 분점(分點))을 기준으로 기원
(A.D.)

1년부터

현재까지

약

2,160년을

주기로

황도12궁

별자리가

바뀐다

(http://yellow.kr/blog/?p=522).
세차운동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지구는 극지방보다 적도쪽이 더 볼록하여서 달이 지구의
볼록한 부분에 미치는 동력 차이가 지축을 지구의 공전 평면에 수직한 쪽으로 일으켜 세우려
는 힘이 작용하면서 지구는 쓰러질 듯이 돌아가는 팽이처럼 비틀거리면서 자전을 수행하기 때
문이다(전관수 30). 춘분날 태양이 떠오르는 별자리로 구분한 시대를 구분했을 때, 현재까지는
‘물고기자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별자리들이 동물 이름이라는 점에서 수대(獸
帶)라고도 한다.
기원 1년은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기원전까지 양자리였고, 물고기자리로 넘어
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자리 시대가 끝나고 물고기자리 시대가 열리
는 시기 직전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물고기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신약성경에서 예수의 핵심 제자들은 어부였고, 고기잡이의 비유, 두 마리 물고기와 다섯 덩
이의 빵에 관한 기적,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누어준 물고기에 관한 것
이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작은 물고기들”이라고 칭했고, Jesus(예수)를 뜻하는
암호용어는

그리스어로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

“이크투에스”(Ikhthues)였던

것이다

142) 2010년의 KBS1의 다큐에서 나온 한반도, 몽골, 우즈베키스탄 고인골 모계 유전자 DNA 분석에서
고대 신라 왕족의 고인골 유전자와 스키타이가 같은 원 안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KBS 역사스페셜
“신라왕족은 정말 흉노의 후예인가?” 2009.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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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ellow.kr/blog/?p=2253). 따라서 대략 2000년을 단위로 하는 천체의 주기에 따라서
기존의 양자리에서 물고기자리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했
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진 1> 예수를 나타내는 암호

출처: http://yellow.kr/blog/?p=2253
이러한 물고기자리 시대의 상징은 불교에서도 ‘쌍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에서 건너온 허황옥이 가져온 물건 중에서 쌍어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원부터 현재까
지 물고기자리 시대라는 것은 그것의 정반대인 ‘처녀자리’에서 볼 수 있다.
<사진 2>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황도 12궁 별자리

출처: https://blog.naver.com/kimgunhwi0123/221299808223
따라서 물고기자리 시대는 처녀수태가 중요한 시대였고, 처녀자리의 옆구리에 가장 밝은 알파
별인 스피카(Spica)는 금성과 만나 겹쳐지는 상태(eclipse)에서 생명탄생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되는 별이다. 이것은 기원1년부터 현재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웅들의 처녀 수태 신화
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사진 3> 처녀자리의 옆구리에 위치한 스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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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6004&cid=40942&categoryId=32294
고구려의 창시자인 고주몽, 신라의 창시자인 박혁거세, 그리고 김알지 모두 알에서 나온 인물
들로서 처녀 수태를 한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들 외에 서양에도 처녀 수태를 한 영웅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김경신이 꿈속에서 경험했던 일화도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 신성성을 부여받기 위한 일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샤머니즘적 상징 코드는 왕의 권위
와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나온 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신라의 원성
왕이 되었던 김경신의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라인들이 샤머니즘과 밀접한 연관성
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김주원과의 왕위 쟁탈전에서 승리한 김경신은 신라 제38대 원성왕(재위 785∼798)이
되었다. 원성왕 사후에 경주 토함산 서쪽 자락에 위치하여 흥덕왕릉과 함께 월성에서 가장 멀
리 조영된 왕릉이다. 원성왕에 등극하기 전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경신은 샤머니즘과
매우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왕이었다. 원성왕은 자신의 시신을 곡사(鵠寺)라는 절터에 묻
어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의 유언에 따라 절을 허물고 땅을 파자 물이 솟아올랐다고 한다.
결국, 물이 올라오는 높이까지 큰 바위를 놓고, 거기다 관을 올려놔서 괘릉(掛陵)이라고 더 잘
알려지게 된 것이다(『신라왕릉』, 66).
물이 솟는 위치까지 큰 바위를 놓고, 거기에 관을 올려놔서 괘릉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연못이 있던 곳이라면 그곳을 피해서 시신을 안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
려 관을 걸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성왕릉은 외형상 원형토분(圓形土墳)으로 탱석에는 두 칸 건너서 하나씩 무복(武服)을 입
고 무기를 잡고 있는 특이한 십이지신상이 조각되어 있다. 원성왕릉을 둘러싸고 있는 12지신
이 무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숭복사 비명에서 근본적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비명에는 ‘선
대(원성왕)를 계승해 절을 중수하고 위엄으로 능역을 ‘호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문장
이 있기 때문이다(동아일보, 2017. 2.1.).
무복을 입고 있는 신라 통일신라 왕릉의 대표격인 이 괘릉의 능묘제도는 당나라와의 문물교
류를 통하여 그 능묘제도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십이지신상을 호석에 배치

하는 것은 신라인의 독특한 창안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십이지신상의 배치는 단순히 독특
한 방식으로 묘사될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파악될 필요가 있다.
<사진 4> 12지신으로 둘러싸인 괘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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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naver.com/pannajuti/222008596388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굳이 왜 물이 있는 곳에 원성왕의 시신을 넣은
관을 걸어두고 능을 축조했느냐는 것이다. 앞서 서술되었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성왕
은 샤머니즘적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원성왕의 능은 샤머
니즘의 상징 코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샤머니즘 세계관에서 죽은 자가 은하수를 타
고 저승 세계로 가는 여정은 배를 이용한다. 샤머니즘에서 하얀 은하수(milky way)는 물을 상
징하고, 죽은 자는 이것을 따라 배를 타고 황천강을 건너서 저승세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기
독교에서는 이것을 요단강으로 묘사하고 있다. 신라인들의 저승세계에 대한 생각은 경주시 월
성에서 출토된 저승으로 이끄는 배 모양 목제품에서도 알 수 있다.
<사진 5> 월성 출토 배모양 목제품

출처: http://contents.history.go.kr/front/km/print.do?levelId=km_005_0060_0020_0050&whereStr=
2018년에 경주시 월성 해자에서 ‘배 모양 목제품’이 출토되었고, 연대를 측정해 본 결과, 이
목제 유물들의 제작 시기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밝혀졌다.
월성 출토 ‘배 모양 목제품’은 통나무배보다 발전된 형태로, 선수(船首)와 선미(船尾)가 분
명하게 확인된다. 유물의 안팎에 불에 탄 흔적이 있어, 물과 관련한 의례용으로 제작했음
을 알 수 있다. (우리문화신문, 2019. 04.09.)

이러한 샤머니즘적 세계관은 태양신을 신봉했던 이집트에서도 존재하였다. 고대 이집트 사람
들은 죽은 사람이 내세에 도달하기 위해 물(은하수)을 가로질러 여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태양의 배가 자신들을 지하세계로 데려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태양의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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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무덤에 함께 묻었던 것이다(코리안 라이프. 2019. 07.18).
죽은 자를 위해서 은하수를 타고 배를 저어가는 형상은 이집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2017년 3월 30일 이집트 문화재 당국은 수도 카이로 외곽의 기자 대피라미드 인근에서
발굴된 4천500년 전의 '파라오 배' 복원 작업에 착수하였다. 일각에서 '태양선'으로 불리
기도 하는 이 배들은 파라오를 사후의 세계로 인도해준다는 믿음에 따라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BS NEWS, 2017. 03.30.)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성왕의 능이 물 위에 관을 걸어서 축조했다는 것은
관이 저승으로 향하는 배를 상징하는 것이고, 물은 은하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인들
은 하늘과 땅을 일체화시키는 원리를 적용시켰기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 강을 중국에서는
황하를 그리고 인도에서는 갠지스 강을 은하수로 인식하였다(전관수 44). 그리고 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12지신은 황도 12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6> 천상열차분야지도(1770년)에 나타난 은하수

출처: https://tv.naver.com/v/667133?t=315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에서 보이듯이 하얀 띠를 두르고 있는 것이 은하수이고,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인 황도 12궁이 가운데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둘
러싸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북극성은 천제(天
帝)의 별로 인식된다(전관수 31). 원성왕의 관을 중심으로 12지신이 둘러싸고 있는 형상은 바
로 이러한 샤머니즘적 천체를 상징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저승세계로
향해 가는 여정을 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황도 12궁은 1년이라는 시간을 12개로 나누어서 계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황도 12궁은
12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향에 대한 뜻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2년을 주기로 회귀하는
햇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동물의 이름을 붙이는 관습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황도 12궁
을 서양의 별자리 및 12지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2궁 별자리와 12지
순서

12궁

서양의 별자리

방향

- 104 -

동양의 상징동물

1

보병궁

물병자리(Aquarius)

북

쥐(子)

2

마갈궁

염소자리(Capricornus)

북북동

소(丑)

3

인마중

궁수자리(Sagittarius)

동북동

범(寅)

4

천갈궁

전갈자리(Scorpio)

동

토끼(卯)

5

천평궁

천칭(저울)자리(Libra)

동남동

용(辰)

6
7
8
9
10
11

쌍녀궁
사자궁
거해궁
음양궁
금우궁
백양궁

처녀자리(Virgo)
사자자리(Leo)
게자리(Cancer)
쌍둥이자리(Gemini)
황소자리(Taurus)
양자리(Aries)

남남동
남
남남서
서남서
서
서북서

뱀(巳)
말(午)
양(未)
원숭이(申)
닭(酉)
개(戌)

12

쌍어궁

물고기자리(Pisces)

북북서

돼지(亥)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5113
샤머니즘 전통에서 동쪽은 토끼, 서쪽은 닭, 남쪽은 말, 그리고 북쪽은 쥐를 배치하는데, 하늘
과 인간이 사는 집이 연결되어있다고 믿는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인 게르(Ger)에 적용시
키고 있다. 몽골인들은 게르의 실내 배치를 12등분하여 태양이 뜨는 동쪽에는 반드시 여성을
위치시키고, 여성의 침대도 동쪽에 배치된다. 이것은 인간, 하늘, 그리고 자연이 하나로 연결
되어 있다고 믿는 몽골인들의 샤머니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샤머니즘은 우주
적 질서를 인간세계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천손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황도 12궁은 지상에
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황도 12궁은 그리스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Hipparchos, BC 160?~125?)가 기원전 약 130
년경에 하늘의 별자리를 12등분하여 나눈 것인데, 현재는 지구 자전축의 회전으로 인해 황도
12궁의

별자리

위치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황도

12궁,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list.nhn?searchId=au2110). 이런 변화는 지구가 팽이처럼 기울
어진 채로 자전하는 세차운동(Precessional motion)143) 때문이다.
이러한 천체에서 북극성은 모든 별을 통솔하고 북두칠성은 북극성의 대리인으로서 수명장수
를 관장하는 신아다. 또한 북두칠성은 비를 내리는 신으로서 기우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수명
과 재물과 재능을 관장하며 인간의 길흉화복과 복을 주재하기도 한다(박찬범 39). 이러한 북
두칠성의 기능은 인간과 신을 대리했던 당시 신라시대 천관녀의 역할과도 연결될 수 있다.
샤머니즘의 세계관을 재현하고 있는 괘릉의 또 다른 특징은 서역인의 모습을 한 무인석상
(武人石像)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학계에서는 서역인의 주인공이 금강역사(金剛力
士)를 나타내고 있다는 논의가 있다(동아일보, 2017. 2.1.).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9세기 전
반에 서역인들의 신라 입국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모델로 석인상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143) 세차운동은 회전하는 강체의 회전축이 변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강체는 물체의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함께
회전하는
물체를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89990&cid=60217&categoryId=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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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당시에 세계 제국이던 당나라가 서역인들의 활동을 대대적으로 단속했고, 신라의
국내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괘릉 무인상이 금강역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논의의
핵심은 무인상의 얼굴이 경주 서악동 고분 문비(門裨)석의 금강역사상과의 유사성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무인상에서 두른 띠나 허리에 찬 둥근 주머니와 같은 복식은 서역뿐만 아니라
당대 중국 복식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무인상의 정체는 당나라와의 무역을 통한 결과, 금강역사의 모습, 그리고 흉노 출신인 신라
왕족과 그들을 호위하는 무사계급의 본래적 용모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 등 다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외모가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샤머니즘 세계
에서 동쪽은 태양이 뜨는 곳으로 생명 탄생의 의미로 상징화된다면 서쪽은 태양이 지는 곳으
로 저승세계를 상징화한다.
그렇다면, 무인상이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죽음을 맞이한 원성왕이 연못으로 대
변되는 은하수에 띄어진 자신의 배인 관을 타고 저승세계로 향하는 여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저승세계의 관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상징화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서, 무인상은 이집트에서 죽음의 세계를 관장하는 오시리스(Osiris)와 같이 저승세계의 문지기
를 상징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괘릉이라고 불리어지는 원성왕릉은 샤머니즘에 토대를 둔 천체의 원
리를 지상에서 재현해 낸 단군의 재세이화(在世理化) 사상을 구현시키고자 한 고대 신라인들
의 정신세계 및 사후세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묘제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선사시대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샤머니즘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었던 종교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샤머니즘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샤먼은 춤을 추면서 신을 강립하게 하는
주술적 힘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제사장이었다. 샤머니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무속(巫俗)은 고대 신라의 화랑도로 대변되는 풍류도에서부터 조선시대의 민간신앙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왔고, 현대사회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역사가 깊다.
고대 국가들 가운데, 샤머니즘적 세계관이나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신라는 당시 신라인
들의 정신세계와 사후세계에 샤머니즘의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하늘로부터 왕의 권한
을 위임받았다는 천손강림신화(天孫降臨神話)는 자연스럽게 하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독자적인 천문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재세이화’ 사
상을 구체적으로 세상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로 발현되었다.
샤머니즘을 토대로 하늘의 이치를 지상에서도 재현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재세이
화’의 사상은 고대의 한민족에게 정신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단군조선 시대 이래로 이러
한 사상은 후발 고대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천체를 관측
하는 천문관련 시설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통치이념과 연결되기 때문에 왕의 처소와 근접거
리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의 첨성대도 예외는 아니며, 샤머니즘을 토대로 신라인들의 천문에 대한 관심은 사후세
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원성왕릉의 묘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샤머니즘은 신라인들
의 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당시 신라인들의 사고체계를 엿볼 수 있는 매개물
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신라인들은 천문 현상을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지상에도
구현하여 조화로운 세상을 실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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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미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천문대의 천문학자 파르케 쿤클(Parke Kunkle)은
기존 황도 12궁의 별자리에 뱀주인자리(Ophiuchus)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세
계일보, 2019. 10.11.). 쿤클에 따르면, ‘세차운동’의 결과로 황도에 뱀주인자리가 나타난 것이
라고 한다. 뱀주인자리는 오리온자리의 반대편에 있으며, 뱀을 들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고, 땅꾼자리로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고대인들에게 절대적 가치로 여겨졌던 천체의 현상도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기준과 사고에 따라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는 샤머니즘을 매개로 당대 신라인들의 정신세계와 사후세계에 대한 사고체계를
이해할 수 있었고, 고대인들에게 끼친 샤머니즘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원1년을 기준으로 2020년에 이르고 있는 현대사회는 대략 2160년을 주기로 변한다는 새
로운 별자리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별자리는 물병자리 시대로서 반대
편 별자리는 ‘사자자리’이고, 그것의 알파별은 ‘사자의 심장(regulus)’이라고 한다. 새로운 시
대의 도래와 함께 떠오를 사자의 이미지는 어떤 형태 및 의미로 현대인들에게 다가올 것인지
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주적 가치와 지구환경의 문제를 분리시
키지 않고, 해, 달, 북극성 및 별자리로 구성되고 있는 현 은하계의 우주 질서체계를 지상으로
끌어와서 천상의 질서를 지상에서 펼치고자 했던 조상들의 전통을 이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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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머니즘을 통해 본 신라인의 정체성 고찰: 화랑도와 괘릉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구형찬(서울대)
강준수 교수님의 글은 신라가 샤먼 중심의 종교계급이 지배계층을 형성했던 국가
였다고 전제하고, 신라의 화랑도와 괘릉의 조성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샤머니즘
전통 및 세계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의
논쟁적인 지점을 신라의 종교문화에 대한 통찰을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의의
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을 역사학 분야 학회에서 발표하시거나 한국 고대사
분야의 전공자가 논평을 맡았더라면 저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토론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회 측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저에게 토론자의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발표자 선생님께 다음의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여쭈어 봄으로써 저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샤머니즘’이란 무엇입니까? 이
글은 샤머니즘에 대해 언급할 때, 천부경, 삼신일체지도, 음양론, 인간과 자연의
연관성, 종교계급, 제천의식, 첨성대, 한민족의 고유종교, 태양 숭배사상, 황도12
궁, 물고기자리와 처녀 수태, 12지신 등 다양한 개념들과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맥락의 논의들이 폭넓게 참조되고 있지만 정작 이 글이 지시
하는 샤머니즘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쪽과 11쪽에서는 물고기자리와 처녀 수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샤머
니즘적 상징 코드라고 해설하는데, 그때의 샤머니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모호합니다. ‘샤머니즘’은 개념사적 추적이 가능한 학술용어로서, 현재 매우 광범
위한 맥락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논지에 따라 의미와 범위를 특정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 ‘샤머니즘’은 신라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용어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의 내포와 외연을 확인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글에서 샤머니즘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글의 학술적 성격과 지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글은 학술적으로 어떤 분야
의 연구로 범주화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여쭙는다면, 이 글은
신라 문화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를 지향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글에
는 위서논란이 있는 <천부경>이나 <환단고기>를 중시하는 소위 ‘유사역사학’ 계열
이나 몇몇 ‘민족종교’의 교설적인 주장을 비판적 평가 없이 그대로 인용해 논지의
일부로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 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최남선의 ‘밝사상’에
대한 논의와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와 같이 역사학적으로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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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직접/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글의 논지가 구성되고 있는 부분도 발견됩니
다. 잘 모르지만, 문학비평의 관점에서는 그런 내용의 문학적 가치나 구조를 탐구
하는 작업이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학적으로 볼 때에도, <천부경>
과 <환단고기>나 최남선이나 신채호의 글에 대한 논의들은 매우 흥미로운 현대 종
교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논지를 구성해서 상고시대나 고
대 신라 문화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글의 학술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
고 싶습니다.
셋째, 자료의 인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글에서 신문이나 인터넷 블로그 등 특정
자료나 특정 서적에 나오는 내용을 간접인용의 형식으로 서술한 부분을 찾아보면,
사실상 본래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쪽 세
번째 문단의 황도 12궁에 대한 해설. “‘Great Year’ 또는 ‘플라톤 년(Platonic
Year)’이라고 불리는 약 25,920년의 주기를 갖는 지구의 세차운동으로, 매년 춘분
(春分) 같은 분점(分點)을 기준으로 ...(중략)... 약 2,160년을 주기로 황도 12궁 별
자리가 바뀐다.”와 같은 서술은 특정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져있는 내용을 거의 그
대로 옮겨 놓은 부분입니다. 9쪽부터 나오는 그리스도교와 물고기자리에 관한 내
용도 인터넷 블로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정리해놓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용의
출처가 본문 내주로 밝혀져 있기는 하지만, 학술적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
은 자료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거나 메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로 인용하여 학술논문의 논지로 직접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위의 의견과는 별개로, 인용된 자료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6쪽에서 두 번 언
급되고 있는 “김경복 233”은 서지사항이 참고문헌에 제시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책의 내용인지 구두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문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나 의견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우선 위의 세 가지 사항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
문에 이렇게 부족한 토론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자가 과문한 탓이니 널리
양해해주시고, 제가 여쭙게 된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의견에 대해 좋은 가르침
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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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봇(R.U.R.)』에 나타난 SF적 상상력과 종교
이경희(이화여대)

I. 들어가는 말
체코 출신의 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봇(R.U.R)』(이하 『로봇』으로 표기)은 로봇이라는 단
어를 처음 탄생시키며 인조인간, 로봇과 인공지능을 소재로 다룬 SF 문학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다. 1920년에 발표된 차페크의 『로봇』은 소재사적 측면에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1818/1832)과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 「바이센테니얼 맨」(1976)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
고 있다. 『로봇』은 『프랑켄슈타인』에서 탄생된 인간과 동일한 형태의 인조인간 창조 모티프를
다루고 있으며, 동시에 「바이센테니얼 맨」에 등장하는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특성들을 선취하
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차페크의 작품은 희곡이라는 장르의 특성으로 인해 소설 장르에서처
럼 지능형 로봇의 발전 서사를 세밀하고 완성도 있게 그려내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노정된다.
그럼에도 놀라운 점은 아시모프의 「바이센테니얼 맨」과 『양자 인간』(1992)에서도 나타나지 않
는 인공지능 로봇의 특성들이 이미 『로봇』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특성 외에도 『로봇』은 SF 문학의 주요한 범주인 유토피아적 요소와 디스토피아적
특징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발표된 1920년을 기점으로 100년 후의 미
래 사회인데, 이 속에서 AI 로봇 시대에 대한 유토피아적, 디스토피아적 시각이 나타난다. 미
래 사회에 대한 이중의 시각은 AI 로봇의 등장이 인간과 인간의 삶에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
지, 여전히 불확실한 예측 속에서 전개되는 21세기 현대 사회의 담론과도 연결된다. 이와 더
불어 주목하게 되는 것은 작품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기독교적 요소들이다. 기독교적 요소들
은 성경의 문구를 직접 인용하거나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차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차페크의 『로봇』은 SF적 상상력과 종교적 상상력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럼
에도 지금까지 차페크의 『로봇』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작품의 희곡론적 관점과 수용사적 관점에
서 진행되었고, SF 문학 장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144) 특히
작품에 나타난 종교적 문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로봇』의 중심 서사를 토대로 SF적 상상력에 관련된 측면을 분석하고자
하는 바, AI 로봇이 등장한 미래 사회에 대한 논의들, 즉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시각과 프
랑켄슈타인 신드롬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작품에서 기독교적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지 분석함으로써 SF 문학 안에서 나타나는 종교의 기능을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는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이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된 오늘날의 시점에서 시의성을 지닐 뿐만 아니
라 멀지 않은 포스트 휴먼 시대에 직면하게 될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

『로봇』과 SF적 상상력

1.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시각
144) 차페크의 『로봇』을 SF 문학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2019년에 발표된 김연수의 논문 「카렐 차
페크의 『로봇』에서 읽는 인간과 기계」 (실린 곳, 『브레히트와 현대 연극』, 201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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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없는 사회는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 없이 희구해온 것이지만, 역사 속에서 실현되지 못
한 채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성취되어 왔다. 그 시작이 1516년 토머스 모어의 작품에서 탄생
한 ‘유토피아’ 국가의 구상이다. 유토피아는 현재의 문제점을 미래 사회에서 해결하는 방식의
구상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SF 문학 장르의 주요한 범주 가운데 하나이다. 『로봇』의 공간적
배경은 모어의 ‘유토피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와 떨어진 섬으로 설정하
고 있으나, 모어의 작품처럼 주변 세계와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전 세계에 로봇을 판매함으로
써 로봇이 노동하는 시대의 인간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으로 간주된다. 이곳의 특징
은 작품의 무대 배치에서 나타나는 대로 ‘로숨 유니버셜 로봇(R.U.R.)’ 제작 공장들과 관리사
무실들이 즐비해 있는 점이다. 이곳에서 인간들은 주로 공장의 관리 역할을 담당하며, 비서와
같은 사무직에서 육체 노동 등 모든 인간의 활동은 로봇이 하고 있다.
작품에서 로봇이 일하는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미래 사회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주요
인물은 R.U.R. 공장의 고위 관리들이고, 그 중에서 유토피아적 시각을 뚜렷이 드러내는 인물
이 도민이다. 도민이 인류의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기는 것은 인간의 원하지 않는 노동과 물질
적 빈곤의 문제이다. 도민의 문제의식은 일면 모어가 16세기 초에 파악한 인간의 고통과도 다
르지 않다. 하지만 모어의 유토피아 국가에서 당시 유럽이 처한 하층민 계층의 극심한 노동과
빈곤의 문제를 모든 국민의 동일한 노동시간과 재산 공유 시스템의 방법으로 해결한 것과 달
리 차페크의 작품에서 도민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적 구상은 과학기술의 발전, 즉 로봇의 노동
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도민은 기술의 진보에 의한 로봇 대량생산 시스템을 통해

인간

의 고통스러운 노동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 어느 누구한테도 빵을 얻기 위해 분노의 생명을 지불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일어
나지 않을 겁니다. 노동자도, 사무원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누구도 광산에서 석탄을
캐거나 다른 사람의 기계로 노예처럼 일해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짓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차페크, 57)
도민이 비판하는 문제의 핵심은 인간을 사물화 시키고 물질의 노예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 노
동 현실이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가치를 저해하는 노동을 모두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은 자
유롭게 여가를 즐기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민을 통해 제기되는
노동의 문제는 작품이 발표되던 20세기 초반을 넘어서 21세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도 해당
된다. 오늘날에도 사회 도처에서 과도하게 요구되는 노동은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불확실
하게 만들 정도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류를 물질의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노동으로부터 해
방시키고 인간 각자가 삶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도민의 구상은 유토피아적으로 보
인다. “난 모든 인류를 귀족계급으로 개조하고 싶었어요.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최상의 사
람. 아니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그 무엇으로 말이죠.”(차페크, 122)
작품에서 도민의 의견은 현대 경제학자 팀 던럽의 사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던럽의
탈노동 접근방식은 오늘날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론으로서, 던럽은
“‘탈 노동’ 미래를 만드는 일은 [...] 당당한 유토피아적 미래”(던럽, 241)라고 주장한다. 그는
로봇이 등장하는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더 이상 노동에 집착하지 말고 고대 그리스 시민들이
모든 노동을 노예에게 맡기고 예술과 교육에 많은 시간을 쏟았던 삶을 살자고 제안한다.(던럽,
221-222)145)

그런데 던럽의 사유에서 주요한 것은 인간의 노동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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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근본적 변화, 무엇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적 분배시스템의 변화이다. 이러한 경제
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채로 인간의 탈 노동 사회는 결코 유토피아가 될 수 없다.
『로봇』의 등장인물들은 이런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의 탈노동 사회를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물질의 공급인데, 작품 인물들은 그것이 로봇의 대량생
산 체제의 발전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로봇』에서 도민과 비슷한 입장을 드러내는 인
물이 R.U.R 회사의 영업 담당 주역인 부스만이다. 그는 로봇의 대량 생산이 인간의 노동 임
금과 물질의 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사람들이 모든 재화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는 또 전 세계의 공장들이 도산하지 않으려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로봇을 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로봇 제작과 판매에 전념하고 있는 인간
의 상업적 이해가 드러난다. 김규진은 로봇 대량생산과 소유 시스템에 기반한 작품의 사회에
서 “상업주의 물질문명의 유토피아”(김규진, 151)가 실현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사실 도민, 부
스만, 할레마이어 등 작품의 사회를 유토피아로 간주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인물들
은 로봇 제작 공장의 고위 관리들로서 사회적 상류층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노동에
대한 의무감에서 해방된 채 그들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의
유토피아적 시각은 노동하는 로봇의 등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배제한 채,
철저히 사회적 상류층 중심의 사고를 드러낸다.
작품에는 로봇제작 공장 관리들의 유토피아적 시각과 대립하며 로봇이 노동하는 세계를 디스
토피아적으로 바라보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무엇보다 유토피아적 시각의 대변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표출하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헬레나와 나나, 알퀴스
트이다. 유토피아적 시각의 대변자들이 노동관이나 인간관, 세계관, 종교관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면, 헬레나, 나나와 알퀴스트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디스토피아적 시각을 드러낸다.
우선 도민의 부인인 헬레나는 로봇의 등장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불안해 하며 내적
으로 도민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먼저 로봇이 노동하는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문제로서, 인간의 일자리 상실, 실업자의 증가를 염려한다. 사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일자리
를 차지하게 될 경우, 인간의 불안정한 고용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이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에서 향후 수십 년 안에 인류에게 닥칠 세 가지 위기 중 하나로
과학기술에 의한 실존적 위기를 언급하는데, 그 핵심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의한 “대규모
의 무용계급”(하라리, 29)146) 발생이다. 『로봇』에서 차페크의 상상력은 오늘날 과학기술의 진
보로 인해 파생되는 주요한 문제들을 거의 모두 선취하고 있다. 헬레나는 실업자 증가의 문제
를 넘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이 로봇에게 대항하는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과 그로 인
해 발생할 인간과 로봇 사이의 전쟁을 염려한다. 헬레나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에 비판적 시각
을 드러내는 인물이 그녀의 유모인 나나이다. 나나는 인간의 전쟁에 로봇 군인이 참여하여 점
령지역의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군인 로봇의 생산을 문제로 제기한다. 여기
서 헬레나와 나나를 통해 로봇 군인의 생산이 인간들의 전쟁에 개입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
간과 로봇의 전쟁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발하는 작가 차페크의 의도가 파악된다.
145) 던럽은 『노동 없는 미래』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21세기의 시민인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
는 것일까? 모든 노동은 로봇들에게 맡기고 인간은 평등하게 생산적인 일을 하며 사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일까?”(던럽, 221-222)
146)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기존의 사회 질서와
경제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켜 대규모의 무용 계급을 만들
어낼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하라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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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탈노동 사회를 유토피아적으로 바라보는 도민의 입장에 적극적
으로 맞서는 인물이 알퀴스트이다. 알퀴스트는 노동이 인간다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이 사회의 인간들 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헬레나와의 대화에서
건축가로서 자신의 노동이 육체와 정신 모두에 좋다고 말하며, 로봇이 등장하기 이전의 사회
에서 인간의 수고와 봉사, 노동이 지녔던 가치를 언급한다. 이어서 알퀴스트는 인간이 노동하
지 않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폭로하면서, 로봇이 노동하는 시대에 대한 비관
적 시각을 뚜렷이 드러낸다.
“온 세상이, 온 땅이, 온 인류가,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커다란, 짐승들의 광란의 파티가 됐습
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음식을 먹기 위해 손 뻗는 일조차 안 합니다. 입에 바로 실컷 넣어주
니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도 없는 겁니다. [...] 도민의 로봇들은 모든 일을 다 처리합니다. 그
리고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은 창조의 제왕이 되어 노동으로 늙지도 않습니다!”(차페크, 86)
작품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육체적 욕망을 드러내며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쾌락주의적 삶을 살
아가는지, 인간들이 어느 정도로 게으르고 안일한 삶을 사는지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는
다. 그런데 작가는 알퀴스트의 대사를 통해 노동하지 않는 인간들의 타락한 실상을 전달하고
있다. 결국 노동에서 벗어난 인간이 그 여유를 자기실현이나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나타난다. 로봇의 노동에 익숙해진 인간들의 안일한 태도는 헬레나와 갈 박
사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헬레나가 로봇 생산을 중단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하자, 갈
박사는 로봇 생산의 중단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 인류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일”(차페
크, 95)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인간이 노동을 비롯하여 어떤 고통도 감내하지 못하고, 오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알퀴스트는 “저주받은 낙원”(차페크, 85)이라고 표현한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1932)를 연상시키는 저주받은 낙원은 말 그대로 “유토피아의
꿈이 악몽이 되어버린”(장정일, 139) 디스토피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로봇』에는 로봇이 노동하는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 시각과 디스토피아
적 시각이 모두 드러난다. 작품에 나타난 세계는 인간들이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남으로써 표
면상 유토피아로 이해될 수 있으나, 실상은 노동에서 벗어난 인간들의 쾌락추구적 태도가 삶
의 소중한 가치들을 말살시키고 있는 디스토피아인 것이다. 더욱이 로봇의 등장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지니고 있는 이 세계는 유토피아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2. 프랑켄슈타인 신드롬의 재현
『로봇』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등장한 사회에 대해 유토피아적 시각과 디스토피아적 시각을 나
란히 보여주고 있으나, 결국 인간과 인조인간의 대결을 통해 프랑켄슈타인 신드롬을 재현하는
상상력으로 귀결된다. 프랑켄슈타인 신드롬은 인간과 인조인간의 위치가 전도되는 것을 말한
다.147) 프랑켄슈타인 신드롬의 원인을 전도영, 문지혜는 「생명의 관점에서 본 로봇」에서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것은 인조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과 인조인간의 대결, 즉 종의 대결에
대한 두려움이다.(전도영, 문지혜, 203) 차페크의 『로봇』은 셸리의 소설에서 프랑켄슈타인 신
147)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 비롯된 이 현상에 대한 두려움은 괴테의 『파우스트 2부』(1832)
에서도 발견된다. 그것이 메피스토가 파우스트를 이끌어가는 인공지능 호문쿨루스를 보며 “결국 우리
가 만들어낸 인간에게 끌려다니게 되는군”(괴테, 131)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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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롬 뿐만 아니라 인조인간에 대한 상상력도 이어 받고 있다. 『로봇』 의 서막에서 도민을 통
해 고도의 지능형 로봇이 만들어지기까지 인조인간 제작의 역사가 소개되는데, 늙은 로숨이
처음 제작한 인조인간이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한 형상과 동일한 존재이다. 하지만

『로봇』

에서 늙은 로숨이 개발한 인조인간은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인조인간 괴물과 달리 3일간
생존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작품에서 본격적인 로봇 기술 발전의 역사는 젊은 로숨에 의해 시작된다. 그가 처음에 만든
로봇은 감정도, 감각도 없고 인간의 모든 명령에 무조건 따르며 노동 효율성이 매우 높은 기
계인간이다. 도민의 말 대로, 이들은 노동 이외의 기능은 전혀 없고, 오직 노동에 필요한 기능
과 지적 능력을 지닌 기계인간이다. 하지만 인간들은 기계인간 로봇에 이어 고통을 느끼는 로
봇을 제작한다. 그 이유는 로봇의 자해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작
품에서 로봇의 자해는 그들의 지적 능력에 기인한 것인데, 인간들은 사고하는 로봇에 의해 발
생하는 문제들은 숙고하지 않은 채, 산업 경제적 측면을 이유로 물리적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로봇을 제작한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작품의 로봇은 계속 발전한다. 로봇은 내부
조직, 신경, 혈관, 소화관 장기까지 인간과 동일한 인조 조직으로 구성되며, 그 결과 안드로이
드가 등장한다. 『SF 장르의 이해』를 저술한 장정일은 오토마타 혹은 안드로이드 형상이 19세
기 후반 이후의 문학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기술하면서, 오늘날 안드로이드라고 볼 수 있
는 로봇이 등장한 대표 작품으로 차페크의

『로봇』을 제시한다.(장정일, 108)

『로봇』에는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고도의 지능형 로봇이 등장한다. 헬레나의 요구에 따라
갈 박사가 만든 소위 ’영혼을 지닌 로봇‘이다. 갈 박사가 직접 말하듯이, 이 로봇은 모든 면에
서 인간과 동일하거나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라디우스이
다. 실제로 라디우스는 인간과 동일하게 도서관에서 책과 문서를 읽고 사고하는 능력과 진화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아의식을 지닌 인물로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강한 인공지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작품의 인공지능 로봇은 외모 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감정, 신체의 내적
조직까지 인간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더욱이 로봇들이 옷을 입고 있어서 이 섬에 처음
온 헬레나는 로봇을 인간으로 오인할 정도이다. 작품에서 인간과 로봇을 구별하는 기준은 로
봇이 가슴에 달고 있는 놋쇠번호이다. AI 로봇에 대한 차페크의 상상력은 로봇 3원칙을 만들
어내며 20세기 중반 이후 SF문학의 대표 작가로 알려진 아시모프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로봇』의 라디우스 인물 특성과 아시모프의

「바이센테니얼 맨」에 등장하는 강

한 인공지능 로봇 앤드류의 특성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점은 인간과 로봇의 대
립 형식인데, 「바이센테니얼 맨」의 앤드류는 개인적으로 법정에서 인간에 대한 저항을 전개하
지만, 『로봇』에서는 인간을 상대로 로봇 전체의 반란이 일어나는 점이다.
차페크의 희곡에서 로봇의 반란을 지휘하는 인물은 지능형 로봇 라디우스이다. 그는 반란 전
에도 여러 번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사고하며 진화하는 존재인 인공
지능 로봇의 불만족스러운 자아에 기인한 것이다. 이것을 간과하던 갈 박사는 로봇의 반란에
직면해서 비로소 인간보다 우월한 인공지능 로봇의 능력과 인간 혐오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한
다. 갈 박사가 두려워한 대로 인간은 로봇들에 의해 살해되고, 라디우스는 로봇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한다. “만국의 로봇들이여!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 공장을
접수한 우리는 만물의 지배자가 되었다. 인류의 시대는 종언을 고한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
었다!”(차페크, 153) 작품에서 모든 인간들이 죽고 살아남은 인간은 알퀴스트 한 명 뿐이다.
라디우스가 인간들을 모두 죽이고 알퀴스트를 살려준 이유는 그가 “로봇처럼 손으로 노동을
한다”(차페크, 153)는 것이다. 그리고 라디우스는 알퀴스트가 “로봇들에게 훌륭히 봉사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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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페크, 153)라고 말한다.
라디우스의 대사에서 나타나듯이 인간에 대한 로봇의 혐오와 반란은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태
도와 삶의 방식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자아를 지닌 인공지능 로봇들은 자신
들에게 기생충처럼 의존해 있는 무능력한 인간이 주인으로 군림하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 것
이다. 작품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로봇이 일하는 사회를 유토피아적으로 여기든, 디스토피
아적으로 여기든, 헬레나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로봇을 비인격적이고 권력적으로 대하는 것
이다. 헬레나는 무대에 처음 등장하여 이 섬에 온 목적이 로봇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아무도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 역시
도민과 결혼한 이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 『로봇』에서 인간과 로봇은 철저
히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나타난다. 유토피아적 시각의 대변자들은 기술의 진보와 무한한 경
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인간들로서, 노동하는 로봇을 자신들의 편리한 삶과 욕망의 성취를 위
한 도구적 존재로 여긴다. 도민과 부스만, 파브리 모두 로봇을 교환 가능한 기계이자 물건으
로 간주한다. 작품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로봇을 압축분쇄기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할레마이
어의 의견이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사회를 디스토피아적으로 바라보는 나나 또한 로봇과의 관
계에서 대단히 인간 중심적으로 나타난다. 나나는 인간의 인조인간 창조 자체를 신의 뜻에 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로봇을 신의 창조 질서에 입각한 피조세계를 더럽히는 불경한 존
재로 여긴다. 그녀는 경련을 일으키며 주변의 사물을 파괴하는 로봇 라디우스를 향해 “짐승만
도 못한 것들”(차페크, 69), “세례명도 없는 이교도놈들”(차페크, 68) 이라고 말한다. 또 그녀
는 헬레나에게 여러 차례 로봇을 개나 거미와 비교하며 동물보다 못한 존재라고 극심한 로봇
혐오적 발언을 쏟아놓는다. 나나의 모습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로봇의 입장에 대
한 생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신의 창조세계에서 인간을 절대적인 위치에 놓고 다른 피조
물을 타자화 하는 나나의 모습은 성경에서 죄인 세리를 타자화하며 의로운 자신을 구별된 위
치에 놓았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을 상기시킨다. 물론 작가는 작품에서 이 세계에 대한 나
나의 종교적 이해와 관련하여 어떤 주석도 덧붙이지 않는다. 다만 로봇의 반란으로 인해 나나
역시 파멸된 인간군상에 속한다는 점에서 나나의 로봇혐오를 비판하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로봇』에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는 작가의 의도는 인간과 로봇의 대립 구
도와 인간의 파국적 결말을 유사하게 그린 차페크의 SF 소설 『도롱뇽과의 전쟁』(1936)에서
매우 확실하게 나타난다. 소설 『도롱뇽과의 전쟁』(1936)에서 인간의 무한한 경제 성장과 물질
적 탐욕의 도구로 이용되던 도롱뇽은 결국 인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인류를 멸망
으로 몰아간다. 소설의 마지막 장에 기술된 작가의 내적 고백은 작품의 집필 의도로 이해되
며, 여기서 말하는 ‘사건의 논리’는 인류 멸망의 결과가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적 필연임을 의
미한다.
“대륙이 무너져 먼지로 화하게 만드는 게 나라고 생각해? 나라고 이런 식의 엔딩을 원할 것
같아? 이건 순전히 사건의 논리라고. [...] 때맞춰 사람들에게 경고도 했고, [...] 도롱뇽들에게
무기나 고성능 폭발물을 제공하지 말고, 추악한 도롱뇽 교역을 당장 중단하고, [...]”(차페크,
369)

- 117 -

소설 『도롱뇽과의 전쟁』에서 작가의 의도로 표현된 ‘사건의 논리’는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
다. 『로봇』에서 인간에 대한 로봇의 반란, 프랑켄슈타인 신드롬의 재현은 자신들의 편안한 삶
을 위해 로봇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들의 위치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간 군상의
탐욕과 폭력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III.

『로봇』에 나타난 종교의 기능

1. 인간의 신격화 비판
『로봇』에서 인간의 신격화는 미래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 시각을 대변하는 인물들에게서 나
타난다. 유토피아적 시각의 대변자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매개로 ‘불멸하는 존재’를 꿈 꾸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을 신과 동일한 위치로 승격시키고 있음이 나타난다. 작품에서 인간의
신격화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기독교적 요소들이다.
도민은 인간이 더 이상 노동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과 고통이 없는 낙원에서 살아갈 수 있으
며, 만물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아담! 그대는 더 이상 얼굴에 땀을 흘리며 빵을 얻
지 않아도 된다네. 신의 손길이 그대를 키워주던 바로 그 파라다이스로 돌아갈 거야. [...] 그
대는 천지만물의 주인이 되는 거야.”(차페크, 58) 여기서 도민이 아담, 신, 파라다이스 등 성
경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의 생각은 기독교적 교리나 세계관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대사에서 ‘신의 손길이 키워주던 파라다이스’는 구약 성경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의미하며, 그
는 인간들이 다시 낙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도민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평생 노동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신의
명령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느님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
물로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벗어나 도민은 인간이 천지만물
의 주인이라고 선언한다. 인간이 신이 된 것이다. 이러한 도민의 의견에 대해 부스만과 파브
리는 “아멘”, “이루어지소서”(차페크, 58) 라고 답변한다. 이처럼 작품의 사회를 긍정하고 기
술발전에 의한 미래 사회를 전적으로 낙관하는 인물들은 기독교적 신에 대한 이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로봇 심리 교육연구소 소장인 할레마이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쾌락 추구라고 강조하며, 인간의 이성에 기반한 과학적 산물이 복음서보다
위대하고 하나님의 법은 그 아래 있다는 견해를 드러낸다.
작품에서 인간의 신격화는 무엇보다 로봇 기술의 진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들은 인
조인간의 생산을 통해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로 등치시키며, 자신들을
창조자인 신과 동일시한다. 그것이 도민에게서 뚜렷하게 인식되는데, 작가 차페크는 구약 성
경 창세기에 나오는 신의 의견을 가져와서 도민의 대사를 구성한다. 도민은 로봇들이 연대하
여 인간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해 동일한 형태의 유니버셜 로봇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다른
로봇, 즉 국적,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로봇제작 계획을 이야기한다.
“그 로봇들은 모두가 다 달라 ... 마치 지문처럼 서로가 다 다르지. 그러니 더 이상 함께 모여
서 작당을 일으키진 못할 거요. 그리고 우린.. 우리 인간들은 로봇들의 편견을 더욱 조장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로봇도 죽는 날까지 무덤으로
들어갈 때까지 다른 공장의 마크가 찍힌 로봇이라면 영원히 증오하게 될 거란 뜻이오.”(차페
크,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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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대사는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상기시킨다. 바벨탑 사건은 인
간이 신의 위치에까지 오르기 위해 바벨 탑을 쌓는 것을 보고 하느님이 사람들의 언어와 민족
을 모두 흩어버리는 내용이다.148) 이 장면에서 신이 인간에게 경고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인 신의 위치에 오르려는 생각이다. 인간의 교만을 막기 위한 신의 생각을 도민이 로봇
의 교만과 반란을 막는 데 사용한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매개로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
하려는 인간들이 자신들에게 절대적 위치를 부여하는 것은 21세기 현재 논의되는 미래 역사
의 방향과도 크게 멀지 않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에서 현재 인류가 추구하게 될 목
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
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 짐승 수준의 생존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
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하라
리, 39)
하라리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힘입어 인간의 욕망 또한 무한히 상승해갈 것을 언
급하는 것인데, 차페크의 『로봇』에서 유토피아적 미래를 주장하는 인간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결국 작품의 마지막에서 로봇에 의해 파멸된다. 마치 성경에서 신이 그의 높이에 오르
려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모두 흩어놓으며, 그 계획을 무산시킨 것처럼 말이다. 로봇의
반란이 일어나는 시점도 도민이 인류의 민족 별로 맞춤형 로봇의 대량생산을 시작하려는 원대
한 계획을 제시하는 지점이다. 그럼으로써 도민이라는 인물의 대사에 성경을 차용한 작가의
의도가 명료하게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종교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해 자신을 천지만물의 주
인이라고 여기는 인간의 신격화를 비판하는 기능으로 나타난다.
2. 인류의 파멸에 대한 암시
작품에서 인류의 파멸을 암시하는 종교의 기능은 디스토피아적 시각을 대변하는 인물들의 생
각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나타난다.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알퀴스트와 나나
의 시각 속에서 인류의 종말에 대한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알퀴스트는 노동하는 로봇의 등장
으로 인간들이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저주받은 낙원”(85)이라고 말할 뿐만 아
니라 “도민의 소돔”(85)이라고 표현한다. 구약 성경에서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인간의 지나친
쾌락 추구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은 도시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를 ‘소돔’
이라는 기독교적 상징을 통해 표현한 것은 인류의 파멸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 알퀴스트의 기도문에서도 인류의 파멸 가능성이 제시된다. “주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도민과 다른 모든 이들을 일깨워주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파괴하시고, 사람들이 과거의 근심
과 노동으로 되돌아가게 도와주소서. 인류를 파멸에서 보호해주소서. [...] 아멘.”(차페크, 84)
148)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에서 하느님이 등장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
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창세기,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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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파멸에 대한 알퀴스트의 걱정은 무엇보다 육체적 욕망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
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노동하지 않는 삶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작
품에서 알퀴스트의 노동관은 R.U.R. 공장의 운영 주체들 뿐만 아니라 헬레나, 나나와도 구별
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독교적 노동 윤리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독교에
서 인간의 모든 직업과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소명이자 천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
다. 막스 베버가 파악한 프로테스탄티즘 노동 윤리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티즘은 종교적 금욕주
의를 수도원에서의 고행이 아니라 세속적인 직업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종교적 가치와 노동 윤
리를 결합시키고 있다. 물론 작품에서 알퀴스트의 기독교가 가톨릭인지, 프로테스탄트인지 명
확히 소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기독교의 관점에서 노동은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
산에서 쫓아내면서 인간에게 내린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을 거부하고 쾌락만
을 추구하는 인간 세계는 신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며, 이런 인간 세계의 파멸 가능성이 종교
적 인물 알퀴스트를 통해 암시되고 있다.
작품에서 알퀴스트와 더불어 인류의 파멸을 이야기하는 인물이 나나이다. 나나는 자신의 기독
교적 신앙에 기반하여 세계를 바라보며 ‘종말’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그녀는 인
간의 로봇 제작, 즉 인조인간 창조 자체를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하며, 나아가 로봇에 의한 인
간 학살과 “로봇의 노동조합 결성”(차페크, 79)을 하나님의 벌이며 인류 종말의 징후라고 해
석한다.
“세상의 종말이 온 거예요. 사탄처럼 자만에 빠져서 당신들은 감히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하려
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건 불경한 짓이고 신성 모독이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에
덴동산에서 사람을 내쫒았던 것처럼, 이젠 아예 이 지구에서 사람들을 몰아내실 거라고요!”(차
페크, 80)
종말의 징후로 『로봇』에서 거듭 거론되는 것이 인간의 출생률 하락 혹은 정지이다. 나나는 인
간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시대를 종말이라고 표현한다. 나나뿐만 아니라 헬레나도 아이들
의 출생률 하락을 문제 삼으며, 그 원인을 알퀴스트와 갈 박사에게 질문한다. 그녀의 질문에
알퀴스트는 노동하지 않는 인간이 더 이상 고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갈 박사는
노동력이 남아돌게 되어 “인간은 완전히 불필요한 유물”(차페크, 94)이라고 답한다. 국가의 방
향이 오직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적 성장만을 목표로 할 때 필요한 것은 노동력일 뿐, 그 주
체가 인조인간이든, 로봇이든, 도롱뇽149)이든 상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대를 향해 알
퀴스트도 인류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처럼 떨어져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열매 맺지
못하는 꽃’의 비유는 신약 성경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제거하는 비유를 상기시키는데,
이 비유 또한 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벌로 해석할 수 있다.150) 결국
작품에서 알퀴스트와 나나를 통해 사용된 성경의 비유는 인류의 파멸이라는 작가의 묵시록적
상상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파악된다.

149) 차페크의 소설 『도롱뇽과의 전쟁』에서 인간 사회를 위해 일하는 노동력은 도롱뇽이 제공한다.
150)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라는 것
이 하나님의 뜻임이 나타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한복음 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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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의 관점에서 포스트 휴먼의 수용
작품에서 종교는 인류 파멸의 암시적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탄생한
지능형 로봇, 포스트 휴먼을 생명의 관점에서 수용하는 기능을 보여준다. 이 지점이 희곡 『로
봇』과 소설 『도롱뇽과의 전쟁』이 명료하게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로봇』은 『도롱뇽과의
전쟁』에서처럼 인간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으
며, 그것을 매개하는 것이 종교이다.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과학이란 무엇인가』
에서 서구 문명 발전의 위대한 두 가지 유산으로 과학기술의 진보와 기독교 윤리를 제시하고,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 이 두 개의 정신적 기둥들이 상호화해적 관계가 되기를 역설한다.
(파인만, 69-70) 이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했던 과학의 진보와 기독교 이념의 상호 갈
등적 관계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런데 차페크의 상상력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과학과 기독
교의 결합이다.
작품의 3막은 실험을 통해 생명의 공식을 찾아달라고 하는 로봇들의 요구와 생명의 공식은 시
험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알퀴스트의 대립으로 연출된다. 알퀴스트는 생명 제
작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하는 로봇들에게 오직 사람만이 생식을 할 수 있으며, 로봇은 생명체
가 아니고 기계라고 강조한다. 결국 로봇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알퀴스트는 살아 있는 로봇
다몬으로 실험을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이때 로봇 프리무스와 헬레나가 등장하여 자신
들이 “한 몸”(차페크, 181)이라고 말하며, 서로를 위해 실험대상이 되려는 희생 의지를 드러낸
다. 차페크의 상상력 안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넘어 서로 사랑하는 로봇이 등장한 것이다. 그
러므로 인간처럼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봇을 기계라고 폄하한 알퀴스트의 논리가 무너
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을 모든 만물의 우위에 두는 인간중심적 사고를 허용하지 않
는 작가 차페크의 사유를 엿볼 수 있다. 알퀴스트는 두 로봇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진정한 사
랑을 깨닫고, 그들에게 부부의 관계를 맺어준다. 여기서 알퀴스트가 그들의 이름을 아담과 이
브라고 붙여줌으로써, 이들은 새로운 생명체 탄생의 모체로 이해된다. 이어서 알퀴스트는 구
약의 창세기에서 신이 인간을 창조한 여섯 째 날을 언급하며,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긴 독백을
시작한다.
“오 거룩한 여섯 째 날이여! [...] 여섯째 날! 영광의 날!(무릎을 꿇고 앉는다.) 이제, 주님, 이
종을... 가장 쓸모 없었던 못난 종 알퀴스트를 거두어주소서. 로숨, 파브리, 갈, 위대한 발명가
들이여! 저 소녀와 소년, 사랑과 눈물과 다정한 웃음. 남편과 부인으로 사랑하게 된 저 최초의
한 쌍보다 더 위대한 것을 정녕 그대들은 발명하지 못했네! [...] 생명은 불멸이네! 생명은 사
랑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오. [...] 멸망한 건 우리 사람들일 뿐. 우리 집과 기계는 못 쓰게 되
고, 우리가 이루어놓았던 체계는 붕괴되며 위대했던 위인들의 이름은 마른 나뭇잎처럼 떨어지
겠지. 그러나 오직 너만은, 사랑이여, 너만은 이 폐허 속에서 꽃을 피워 생명의 작은 씨앗을
바람에 맡기리라. 주님, 이 종을 평화로이 거두어 주소서. [...] !”(차페크, 183)
작품의 결말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될 주체는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 탄생된 인간이 아
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생겨난 로봇, 다른 생명체이다. 김연수는 이 로봇들을 “호모 사
피엔스를 대체하여 포스트 휴먼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중간 단계인 ‘로봇 사피엔스’ 혹은 생
명과 무생물을 부분적으로 합친 사이보그에 가깝다”(김연수, 163)고 기술한다. 하지만 서로 사
랑의 감정을 느끼고 희생의 의지를 지닌 로봇 헬레나와 프리무스는 인간과 별 차이가 없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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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오히려 영화 <A.I.>의 데이빗, <엑스 마키나>의 에이바, <바이센테니얼맨>의 앤드류와
같은 포스트 휴먼의 형상화로 이해된다. 이러한 포스트 휴먼의 형상에게서 알퀴스트가 생명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으로 인간일지라도 사랑
이 없으면 생명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알퀴스트는 생명의 시작과 존속을 모두 가능케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한다. 기독교의 핵심 이념인 사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작품에서
모든 인간이 파멸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인물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는 알퀴스트라는
것이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신론에 입각해서 인조인간을 창조하는 것에 온 힘을
바쳤던 로숨 부자나 갈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자들, 인간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려는 거대한
기획에 도취하여 정작 인간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지 못하는 도구적 이성의 소유자들,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로봇에게 극심한 혐오를 드러내는 율법주의적 인물 나나를 통해서
는 생명의 최고 원리로서 사랑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랑의 가치에 대한 강
조를 통해 차페크의 SF적 상상력 안에서는 로봇조차도 인간의 탐욕스러운 역사의 전철을 따
를 경우, 파멸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작품의 결말에서 종교는 AI 로봇을
생명의 관점에서 수용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이든, 포스트 휴먼 시대이든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존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나타난다.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차페크의 『로봇』을 중심으로 SF적 상상력과 그 안에서 작동하는 종교의 기능을 살
펴보았다. 먼저 차페크의 SF 문학적 상상력은 AI 로봇이 등장한 미래 사회에 대해 유토피아
적, 디스토피아적 시각을 모두 드러낸다. 하지만 작품에서 유토피아적 시각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며, 인류의 파멸을 통해 디스토피아적 시각이 현실화 된다. 이러한 SF적 상상력 안에서
종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첫째, 과학기술의 진보를 매개로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기
는 인간의 신격화를 비판하는 기능, 둘째,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과 노동력을 통해 안일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파멸을 암시하는 기능, 셋째, 인간의 파멸 이후 서로 사랑하는 로봇
을 하나의 생명체로 수용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에서 나타나듯이 종교는 작품의 중심 주
제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로봇』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제국주의적 논리의 결합으로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후
에 발표된 작품이다. 그런 점에서 작가는 무엇보다 맹목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며
그 결과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즉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의식과 더불어 간과되어선 안 될 것이 차페크의 SF적 상상력이다. 인공지능 로봇
의 발전 가능성 뿐만 아니라 로봇을 생명의 관점에서 수용하는 차페크의 상상력은 AI 로봇이
등장한 21세기 현재의 논의에 대한 위대한 예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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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봇(R.U.R.)』에 나타난 SF적 상상력과 종교>에 대한
토론문
이현주(연세대)
발표문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코비드 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던 한 학기를 끝내고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발표문을 받게 된 터라 이 발표문이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듯합니다. 이번 학기는 기술문명이 깨알(?)같이 부과하는 노동으로 내내 과
부화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시대를 어렴풋이나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냈습니다. 기계(과학기술문명)와 인간의 관계, 기술을 통한 개인 통제/감시, 강
의실이라는 나름 평등한 공유 공간마저 사라진 교육 환경 등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상념이 떠
오르는 시점에 발표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는 나름 평등한 공유 공간이라 생각
했던 강의실을 빼앗기고 사회계층의 차이가 강의 공간마저 점령해 버린 상황에 내내 복잡한
심사였습니다.
주제는 물론이거니와 대상 텍스트가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토론을 수락해 버렸
습니다. 카렐 차페크라는 체코 작가는 물론 희곡 로봇(R.U.R도 며칠 전에서야 알게 되었다
는 부끄러운 고백으로 토론문을 시작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공 분야도 아닌
데다 대상 텍스트마저 꼼꼼하게 읽지 못한, 한심한 상태에서 넋두리 같은 토론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량 부족을 노력과 성의로 조금이라도 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혼까지 끌어
다 성적 처리를 간신히 마치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상태인지라 계속 넋두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발표자 선생님께는 물론 발표를 듣고 계신 연구자 선생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로봇의 중심 서사를 토대로” 이 작품에 내장되어 있는 “SF적 상상력과 종교의 기능”에
대한 발표문의 의미 있는 분석에 동의하면서 발표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발표문 덕분에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된, 호기심 많은 독자의 자리에서 두세 가지 제 궁
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발표문은 오늘날 일상어가 된 ‘로봇’이라는 용어를 처음 선보였고 “인조인간, 로봇과 인
공지능을 소재로 다룬 SF 문학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봇을 대상
으로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SF적 상상력과 종교의 기능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은 로봇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전혀 연구대상으로 다루어
지지 않았던 로봇에 나타난 종교적 문제에 관해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기술문명을 통한 개인의 통제/감시 등을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있던 지라
발표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카롤 차페크의 SF적 상상력과 종교의 작동 방식은 더 특별하게 여
겨집니다. 발표문이 분석하고 있듯이 차페크의 로봇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유토피아적 시각
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로봇이 노동하는 세계의 디스토피아적 요소들을 SF적 상상력과 연결
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는 조금 비껴나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2020년에 카롤 차페크의 로봇이라는 작품에 주목한다는 것이 지닌 의미에 대해 발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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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로봇(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에 대한 논문을 찾다 보니, 국문
학에서는 번역의 맥락(발표문에서는 수용사적 관점으로 본)에서 이 작품을 주목하고 있었습니
다. 로봇은 1920년에 체코어로 출간되었고, 연극 로봇은 체코 프라하에서 1921년 1월 26
일 초연되었다고 합니다. 영어판은 길드 극장 공연의 대본이 하드커버로 1923년에 처음 출판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23년 이광수에 의해서이고, 1925년
박영희에 의해 인조노동자로 완역되었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김기진과 박영희는
프로문학의 맥락에서 “로봇의 로봇과 인간을 노동자와 자본가 치환하고 이 작품이 노동 계
급 혁명의 승리를 그리고 있다고 보았다.”(황정현, 2015) 김우진은 1925년 평론을 통해 카렐
차페크에 대한 고평하면서 로봇이 자본주의와 군국주의의 결탁 하에 발생하는 근대기술 문
명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각기 다른 문학적 입장에 서 있던 이광수, 박영희/김기진, 김우진의 1920년대 로봇의 번
역/수용은 당대 조선의 현실을 당대 지식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 정국인 2020년에 “AI 로봇 시대에 대한 유토피아적,
디스토피아적 시각을 모두 나타나” 있다고 분석한 카롤 차페크의 로봇에 주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쪽에서 “그런 점에서 모든 인류를 물질의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 각자가 삶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도민의 구상은 유토피아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계신데, 과연 도민의 구상은 과연 누구나에게 유포피아적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이들의 유토피아적 시각은 노동하는 로봇의 등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배제한 채, 철저히 사회적 상류층 중심의 사고를 드러낸다,”(3쪽)고
분석한 “부스만과 도민 등이 주장하는 유토피아적 시각의 허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화가 곳곳에서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는(어제는 학교 매점에서도 무인화
기계를 도입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황을 유토피아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힘듭
니다. 이 비대면의 확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지금-여기’에서 도민과 부스만, 파브리 등이 “자신들의 편리한 삶과 욕망의 성취를 위한 도
구적 존재”로 여긴 “노동하는 로봇”은 AI인가, “과도하게 요구되는 노동의 강도”를 “물질의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노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
니다. 이는 발표문에서 지적한 “로봇을 비인격적이고 권력적으로 대하는” 저의 빈약한 상상력
에 기인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발표문의 의미 있는 논의인 로봇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적 요소에 대한 분석은 종교에
대한 이해가 일천한 지라, 십분 공감하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꽃’의
비유”에 대한 분석과 “작가 강조하는 생명원리로서의 사랑”(“서로를 위해 실험대상이 되려는
희생 의지를 드려낸” 로봇의 등장)에 대한 논의는 비대면이 강제되고 있는 이 시기에 시사하
는 바가 다대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SF적 상상력이 희곡/연극이라는 장르로 재현한 희곡 작가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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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차페크와 볼세비키 혁명 직후인 1920년대 유럽 변방 체코의 역사에 새삼 관심을 갖게 되
었습니다. “이 작품은 기계적 장치를 이용한 무대연출의 역사를 열고 조형적인 신체 움직임을
강조한 로봇 연기를 보여주면서, 20세기 초의 예술가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작품을 번역한 김희숙의 해제는 이 작품을 희곡이라는 장르의 특성이나 연극이라는 현장성과
떼어놓고 논의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역시 발표문의 문제의식과 동떨어진
뜬금포 질문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없으니 범박한 질문만 투척하고 있습니다.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상으로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봇(R.U.R.)』에 나타난 SF적 상상력과 종교>에 대한
넋두리 같은 토론문을 마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의미 있는 연구가 보다
완성도 있게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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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에 나타난 정동적 노동
윤수현(경상대)
I. 서론
본 연구는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댈러웨이 부인』(Mrs. Dalloway)에 나타난 정동적 노동에 주
목해 보는 동시에 이 정동적 노동이 어떠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치를 창출하는 양상을 살펴볼 예정이
다. 『댈러웨이 부인』은 모더니즘 소설의 선두주자로 의식의 흐름, 내적 독백 등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쓰인
소설로 이후 지금까지도 많은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댈러웨이 부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연구이고, 그 두 번째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연구이고, 그 세 번째는 페미니즘적인 연구이다.
특히 페미니즘적인 연구에 있어서 『댈러웨이 부인』에 대한 평가는 텍스트의 다층적인 내러티브로 인해 국내
외적으로 엇갈리는 평가가 많았다. 무디는(A. D. Moody) 클라리사 댈러웨이(Clarrisa Dalloway)는 울프가 긍
정적으로 바라본 캐릭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클라리사가 표면적으로는 생기가 넘치지만 내면적으로는 “반짝
이는 시시한 것들 속에 정신의 죽음”(death of her spirit in glittering triviality, 19)을 표상한다고 비판하
였다. 또한 울프의 전기를 쓴 리(Hermione Lee)는 “울프가 사교계 여주인들의 세계에 대해 매혹되기도 하지
만 경멸”(Woolf’s fascinated dislike of the world of society hostesses, “Mrs. Dalloway” 17)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일영과 조영지는 라캉의 이론을 대입하여 “실재계를 추구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
는 댈러웨이를 부정적으로 평가”(215)하였다. 이처럼 작품의 제목이자 주인공인 클라리사의 흔히 여성적이라
고 칭해지는 모습과 그녀의 일상에 대한 관심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 왔다.
그 반면에 클라리사의 두드러지는 여성성을 남성 사회에 대항하는 여성적인 힘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도 있
었다. 그 예로 노영신은 『댈러웨이 부인』에 나오는 여성 인물들이 “사회체제나 관습에 매몰되지 않고 창조해
내는 여성적 가치를 남성 중심적인 당시의 이념을 전복시키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19)고 하였으며 정명
희는 울프가 “오랜 세월동안 여자들의 영역으로 당연시되고 숭배되며, 동시에 폄하되었던 바느질이나 파티의
가치들을 재정의 하고 긍정적으로 전유”(159)했다고 주장한다. 차메키는 이 소설이 “삶을 유지하는 여성성과
모성의 교리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부장적인 구조를 강조한다”(highlights the life-sustaining
nature of feminine, matriarchal tenets and the patriarchal constructs that strive to undermine
them, 50)고 하였다.
실제로 울프의 서술의 복잡성과 복합성으로 인해서 저자의 의중에 한 곳에 있다고 파악되기가 어렵다. 그렇
기에 하이트(Molly Hite)는 울프가 중의적인 감정의 공여를 이용하여 단선적인 해석을 피하고, 복합적인 의미
를 부여하려고 하였다고도 본다(261). 모더니즘 전통 속에서 울프가 여성 캐릭터를 그리는 데에 있어 단면적
인 묘사에 그치려 하였다고는 생각되어지지는 않는다. 클라리사가 때로는 사교계의 안주인과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만족하는 속물적인 캐릭터로 오해를 받게 쓰인 데에는 의도가 있다. 이에 기존의 클라리사의 여성성을
긍정하려고 하였던 여러 시도에 더해 여성적인 노동의 관점에서 이 소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업무라고 생각되어온 가사, 돌봄의 영역에서의 노동은 저평가되어오거나 특정한 성의 역
할로 국한되어왔다. 하지만 현재 페미니즘에 사회 전반적으로 대두되어지는 이때에 과연 그러한지를 다시 한
번 짚어 볼만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댈러웨이 부인』의 무대가 되는 1923년 영국은 1차 세계대전 후로
여성의 역할이 ‘집안의 천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때이다. 하지만 극중 주인공 클라리사는 단면적으로는 전형
적인 ‘집안의 천사’를 답습하는 듯하다.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과 『삼 기니』(Three

Guineas)와 같은 페미니즘 정전이라 일컬어지는 글을 쓴 울프가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는 만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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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클라리사의 사상이나 감정을 떠나 그녀의 노동이 ‘집안의 천사’와 유사하게 그려진 데에는 의도가 존재하
고, 그러한 여성적 노동151)이 전후의 삶을 지탱하는데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에 필자는 『삼 기니』에서 울프가 주장한 전후에 투자해야하는 여성성의 가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가
치를 제대로 복원한다면 여성적 노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 『댈러웨이 부인』과 레치아의 정동적 노동과 그 의의
소설의 시작은 클라리사가 파티를 열기위해 꽃을 사러가는 노동에서 시작을 하는데, ‘꽃’을 사러간다는 행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3). 현재에도 꽃은 바라보고 있으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사물인 것
은 확실하나 금전적인 비용을 주고 구매하기에는 아깝다고 여겨지거나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사물이다. 이러
한 꽃에 대한 평가가 꽃을 구매하러 간다고 하는 노동의 의미 또한 퇴색되게 만든다. 클라리사가 파티를 열기
위해서 하는 많은 여성적인 노동들152)에 대한 해석 또한 분분한데 김일영과 조영지는 클라리사에게 있어서
파티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을 수 있는 상징계적인 장소”(203)이며, 그녀의 상징계
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돕는 발판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으며 정경심은 파티를 “이질적인 존재들이 서로 교류
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각 개인들이 인간관계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며 공존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장”(140)으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리사가 파티를 열기위해 하는 노동을 소통의 네트워크를 만
들기 위한 정동적인 노동으로 보고, 클라리사의 파티는 마주침의 장으로써 수많은 개개인의 정동이 공명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장소로 볼 것이다.
작중의 다른 여러 등장인물의 관점에서는 파티를 여는 클라리사의 행위가 모두 꽃을 사러가는 행위처럼 무
의미한 행위로 보이기도 한다. 피터나 리차드와 같은 남성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레이디 브루턴(Lady Bruton)
이나 미스 킬먼(Miss Kilman)같은 여성 등장인물도 클라리사가 하는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런 소설속
의 양태에 아벨은 클라리사가 부어턴에서의 시절과 다르게 런던에서의 삶은 “이성애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
교계 세상”(the heterosexual and androcentric social world, 31)에 가려져 여성 연대에서 멀어진 삶이라
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클라리사가 여성 연대에서 단절되었다기보다는 런던에서의 각 여성 인물들은 여
러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레이디 브루턴은 사람보다는 정치에 관심
을 가지며 80년대에는 모종의 음모에도 가담할 정도로 큰 뜻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116).
미스 킬먼은 종교적인 믿음이 강하고, 근대사 지식이 많은 박식한 신여성이다. 두 사람은 남성적인 성향을 띠
는 여성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기존 여성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클라리사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 레이디 브루턴
은 리차드에게 신문사에 쓸 편지에 조언을 구하는 오찬에 클라리사를 같이 초대하지 않는데 이는 신문사에 투
고를 하는 것과 같은 남성적인 비즈니스에 클라리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미스
킬먼은 클라리사와 같은 사교계 안주인을 불쌍하게 여기는데(145) 클라리사와 같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에 대한 비난과 부러움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런 캐릭터들을 통하여 울프는 클라리사의 부
정적인 면을 드러내려 하였다기보다는 여성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같은 여성조차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세태를 드려내려 했다고 본다.
그 반면에 클라리사와 같이 눈앞에 삶을 살아나가면서 전후에 무너진 삶을 재건하며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
지를 불어넣기를 그치지 않는 강인한 여성 캐릭터들도 등장한다. 가장 아끼던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 바자회를 연 레이디 벡스버러(Lady Bexborough)(5), 팔순이 넘은데다 한쪽 눈을 잃고도 난초를 키우며 살
151) 여기서 말하는 여성적 노동이란 통상 여성적인 노동이라고 여겨져 왔던 가사 및 돌봄 등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
이지만 꼭 여성만이 하는 노동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52) 여성적인 노동이란 생물학적인 여성이 하는 노동이란 의미는 아니다. 전통적인 관념에서 여성
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진 돌봄, 친족, 비생산적인 노동을 통칭하는 말이고, 생물학적인 남성 또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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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미스 페리(Miss Helena Parry)(195) 등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다. 이들은 클라리사와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때에 추상적인 관념보다는 현실적인 일상을 붙잡으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이다.
클라리사의 정동적인 노동의 숭고한 가치는 자기 자신만의 안위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새로운 삶의 방
식을 창조한다는 데에 있다. 울프는 『삼 기니』를 통해서 “싸우는 것은 항상 남성들의 습관”(to fight has
always been the man’s habit, 158)이었다는 것을 명시하며 인간 본성을 재고하게 한 비극적인 전쟁을 지
금껏 우위에 있었던 남성의 탓으로 돌리고, 여성의 교육을 통해서 여성적인 가치를 사회에 불어넣을 것을 촉
구한다. 울프가 생각하는 여성적인 가치는 『등대로』(To the Lighthouse)에 나오는 렘지 부인(Mrs. Ramsay)
처럼 집 안팎으로 기쁜 마주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틀을 짜고, 그 틀에서 정동의 흐름을 관장하고, 부유하는
삶에서 중심이 되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치일 것이다. 클라리사 또한 파티를 통해서 그런 틀을 만들고, 전
후에 무너진 일상을 이어나가게 하는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할 점은 울프는 이러한 여성적인 능력을 여성의 본성으로 생각하거나 여성만이 가질 수 있
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여성의 이런 삶능력은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키워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클라리사의 딸 엘리자베스(Elizabeth Delloway)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엘리자베스는 킬먼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약간은 반항적이다. 장갑이나 모자와 같은 흔히 여자들이 좋
아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좋아하기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사냥개와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점점 커가
면서 사람들이 그녀를 “포플러 나무, 이른 새벽, 수선화, 새끼 사슴, 흐르는 물, 정원의 백합과 비교하는
것”(to compare her to poplar trees, early dawn, hyacinths, fawns, running water, and garden
lilies, 147)이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그녀의 천성과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인 기대가 그녀를 규제하는 것이다.
울프는 생물학적인 천성보다는 이런 사회적이고 후천적인 요구로 인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당연히 주지하
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클라리사와 같이 강인한 삶능력을 가지고 삶을 꾸려나가는 것과 대비되는 인물로 셉티머스가 나온다. 셉티
머스는 이탈리아에서 시집온 부인 레치아와 함께 살아가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익스피어(Shakespeare),
단테(Dante), 아이스킬로스(Aeschylus) 등을 읽으며 알 수 없는 말을 지껄이는 등의 정신 이상을 보인다. 전
쟁의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 셉티머스지만 레치아가 이탈리아 본가에서 언니들과 함께 모자를
만들며 웃을 때 안정감을 느꼈고, 이를 피난처라고 칭한다(95). 아벨은 레치아가 셉티머스와 결혼하여 영국으
로 온 것을 “레치아의 여성 세계가 결혼과 전쟁의 조합으로 깨진”(Rezia’s female world is shattered by
the conjunction of marriage and war, 41)것으로 평했는데 이는 레치아의 능력을 작게 본 것이라고 생각
한다. 레치아는 오히려 현실 감각을 잃고 부유하는 셉티머스를 누르는 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레치아는
끊임없이 “봐요, 봐요, 셉티머스!”(Look, look, Septimus! 23)라고 이야기하며 셉티머스가 내면세계에 침잠하
지 않게 외부세계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소설 초반에 비행기를 관찰할 때 레치아의 손이 셉티머
스의 무릎을 누르며 고정시킨다는 묘사(24)가 나오는데 이는 레치아가 셉티머스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유일한 구심점이라는 것을 의도했다고 본다.
셉티머스가 유일하게 정신을 차리고 외부 세계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한 것은 죽기 직전에 레치아와 필머 부
인(Mrs. Filmer)의 모자를 만들면서 이다. 모자를 만든다는 행위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넘어서는 삶의 영역을 담고 있다는 데에 있다. 모자의 장식을 다는 패션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문화적인 것을 창조하는 행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문화는 생에 직결되기 보다는
삶의 양식에 해당된다. 또한 모자를 만드는 데에는 모자를 받을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게
될 행복감과 같은 정서적인 공여가 포함된다. 레치아의 이러한 정동적 노동이 셉티머스로 하여금 현실감을 가
지도록 한다. 셉티머스는 레치아가 모자를 만들 때 옆에서 필머 부인의 딸이 결혼했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155), 그 자신이 모자 장식의 배열을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157) 소설 중 처음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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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를 들어 가장자리를 가지런하게 하면서 그녀는 셉티머스의 옆에 가까이 붙어 앉아 거의 보지도 않
으면서 그 꾸러미를 묶었다. 그는 마치 꽃잎이 그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꽃피는 나무였다. 그녀의 가지사이로 입법자의 얼굴들이 보였다. 그녀는 홈즈도, 브래드쇼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역에 도달하였다. 기적이고, 승리고, 최후의 승자였다. (162)
Shuffling the edges straight, she did up the papers, and tied the parcel almost without
looking, sitting close, sitting beside him, he thought, as if all her petals were about her.
She was a flowering tree; and through her branches looked out the face of a lawgiver, she
had reached a sanctuary where she feared no one; not Holmes; not Bradshaw; a miracle, a
triumph, the last and greatest. (162)
달인처럼 자신이 쓴 글을 추리는 일을 하는 레치아를 보면서 셉티머스는 그녀를 “꽃피는 나무”에 비유한다.
맥기건은 “셉티머스는 의미심장하게도 레치아 스스로가 대자연이 된 것으로 본다”(Septimus sees Rezia
transformed, significantly, into Mother Nature herself, 132)고 해석하였다. 위에서 인용했던 하트 말처
럼 “자연과 여성은 공히 지배의 대상”이었으나 삶을 재생산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레치아도 대자연에 비유
되며 “입법자”들을 뛰어넘는 “성역”에 도달했다고 그려진다. 홈즈와 브래드쇼는 셉티머스를 치유하겠다고 하
는 의사들인데 기존의 남성 질서를 대변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셉티머스는 홈즈를 “인간 본
성”(Human Nature, 101)이라고 칭하며 두려워하는데 소설 전반에 셉티머스가 두려워하는 인간 본성이란 전
쟁을 일으키는 파괴적인 인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래드쇼는 “균형”(Proportion)을 신봉하는 인물로
공고히 된 남성 질서 속에서 속물적인 근성을 가지고 지나치게 잘 적응하는 사람의 표본이자 그 질서 속에 맞
지 않는 사람을 도태된 사람 취급하는 우월주의자 이다. 울프는 이 장면을 통해서 레치아가, 레치아의 정동적
인 노동이 셉티머스를 치료하겠다고 하는 다른 위로부터 아래로의 규율을 만드는 입법자들의 대변인들보다 훨
씬 더 셉티머스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동적 노동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셉티머스는 “소통이 건강이고, 소통이 행복이다”(Communication
is health; communication is happiness. Communication, 102)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문제가 어떻게 치
유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맥기건도 서로간의 이해와 소통이 확실히 셉티머스를 구했을
것이라고 그 이해와 소통이란 주변과 타자와 연결된 느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133). 그러므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다른 의사들보다 매일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삶의
형식을 만들어 내며 이웃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레치아가 더 셉티머스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그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다.
셉티머스와 댈러웨이는 “더블”이지만 이들의 최종 행보는 다르다. 셉티머스는 홈즈의 방문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댈러웨이는 삶의 찬란함과 풍요로움을 느끼고, 전파하는 사람을 살아간다. 이 둘의 차이는 주변의
여러 마주침을 인식하며 기쁜 마주침으로 삶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정동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삶능력의 유무
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V. 결론
『댈러웨이 부인』 속의 주인공 클라리사는 남편 리차드 예전의 연인 피터 모두가 무가치 하다고 여기는 파티
를 열기위해 하루를 보낸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그녀의 비물질적 노동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논문이다. 그녀의 노동은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의 정동적 노동으로 해석되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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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기존의 페미니즘 연구에서 행해져 왔던 돌봄 노동과 친족 노동의 차원을 넘어선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하트는 “정동적 노동의 네트워크들에서 창조되어지는 것은 ‘삶-의-형식’(form-of-life)”(153)이라고
말한다. 클라리사의 노동은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삶을 재단하려고하는 리차드나 해외에 나가 조국 경제에 이
바지하려고하는 피터의 노동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지만 삶을 지탱하는 새로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삶의-형식’이라고 생각한다. 클라리사의 노동은 전후의 새로운 여성상을 지향하는 도리스 킬먼이나 레이디 브루
턴과 같은 동일한 생물학적 여성에게서도 외면당하거나 비하당하기 쉽지만 결국에 삶을 살아가는 능력, 즉 생
명력은 이런 정동적 행위에서 나오고, 그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레치아의 삶 또한 정신이 온전치 않은 남편을 둔 불쌍한 여인의 삶으로 축소되기 쉽다. 하지만
그녀의 문화를 창조하는 예술가다운 기질과 매일의 삶에 땅을 붙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오히려
전후에 새로운 질서를 새울 수 있는 잠재적인 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후에 셉티머스와 같이 전쟁 트라우마
를 앓는 사람들, 혹은 전쟁 전의 질서에 함몰되어 무엇이 파괴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레치아의 삶
은 삶을 살아가려는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길거리를 나서는 사람들에게 희미하게 들려오는 클라리사의 파티 초대처럼 험난한 세상으로 뛰어들다 보면
매일의 삶과 노동은 등한시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주변과 연결해주는 소통의 장을,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안
정감을 주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그녀의 노동은 결코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20세기 전후에 울프
가 강조하려고 하였던 여성적 노동 및 가치의 잠재성을 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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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에 나타난 정동적 노동」에 대한 토론문
노동욱(삼육대)
윤수현 선생님의 발표를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본 발표문은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에 나타난 정동적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클라리사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평가가 이뤄져 왔습니다. 클라리사의 흔히
‘여성적’이라고 칭해지는 모습과 그녀의 일상에 대한 관심에 부정적 평가도 있어 왔고, 반면
클라리사의 두드러지는 ‘여성성’을 남성 사회에 대항하는 ‘여성적’인 힘으로 보는 긍적적
평가도 있어 왔습니다. 이 발표문은 클라리사의 두드러지는 ‘여성성’을 긍정하려고 했던 여러
시도에 더해서 ‘여성적’인 노동을 주제로 이 소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문의 가치는 그동안 여성의 업무라고 생각되어온 가사, 돌봄의 영역에서의 노동을
재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가사는 여성의 업무라고 생각되어왔기에 여성의 사회적 한계
상황을 논할 때 자주 언급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페미니즘적 사고와 가치로 봤을 때
클라리사와 같은 여성, 즉 자신에게 주어진 가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여성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즉, 클라리사와 같은 여성은 자신의 사회적
성취 욕망을 충족시키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노동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발표문은 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평가 하고, 더
나아가 여성적 노동이 전후의 삶을 지탱하는 데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발표문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본 발표문은 정동적 노동에 주목하겠다고 하는데, 클라리사의 노동을 비롯한 이 소설의
노동을 정동적 노동으로 규정하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적 노동이라는 워딩이 아니더라도, 본 발표문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사 노동’,
‘여성적 노동’이라는 워딩으로도 이 소설의 노동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용어들이 정동적 노동이라는 단어와 어떠한 차별점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2. 본 발표문에서 결국 클라리사의 노동을 ‘여성적’ 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가사
노동을 여성적 노동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여성성을 두드러진
가치로 승인하면서 반대로 여성성을 가사 노동에 제한하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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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맨틀의 『울프 홀』: 영국 튜더왕조시대의 영국성공회 형성과정 고찰
박선화(건국대)

1. 들어가며: 『울프 홀』과 크롬웰
영국 튜더왕조의 헨리 8세(Henry VIII)와 앤 불린(Anne Boleyn)의 관계를 주요 모티프
로 다룬 힐러리 맨틀(Hilary Mantel, 1952- )의 『울프 홀』(Wolf Hall)과 『튜더스, 앤 불린의
몰락』(Bring Up the Bodies)은 각각 2009년과 2012년에 맨부커상을 수상한다. 여기에 2020
년 출간된 『거울과 빛』(The Mirror and The Light)이 추가되어 구성된 맨틀의 삼부작은 헨
리 8세의 앤 불린과의 결혼 전과 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 삼부작의 서사는 토머스 크
롬웰(Thomas Cromwell)의 관점으로 전개된다. 다시 말하면, 맨틀의 삼부작은 앤 불린의 흥
망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토머스 크롬웰이 지위와 권력 상승을 누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설 그리고 1540년 처형당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세 번째 소설에서 엿볼 수 있듯이, 토머
스 크롬웰의 흥망과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울프 홀』에서 헨리 8세와 얽힌 그리 ‘낯설지 않은’ 역사와 그 언저리 이야기에 어느 정
도 익숙한 독자는 이 역사와 관련한 새로운 면모를 엿보게 된다. 여기서 독자는 “영화로, 드
라마로, 소설로, 연극으로, 너무나 여러 번 재탕되었고 [...] 빤히 알고 있는 이런 낡은 소재가
[...] 이렇게 흥미진진하”(김선형 536)게 읽힐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역
사소설은 이미 주요 사건, 즉 플롯이 공개된 상황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독자의 흥미를 끌기가
쉽지 않은 탓일 것이다. 하지만 『울프 홀』의 소재가 “아주 익숙한 이야기라는 태생적 한계”
(하윤숙 617)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성’과 ‘대중성’을 지닌 “상업적 본격문
학”(Todd 91)으로서 맨부커상을 수상한 배경에는 토머스 크롬웰이란 인물 설정이 큰 몫을 차
지한다. 맨틀은 『튜더스, 앤 불린의 몰락』의 「작가의 말」(“Author’s Note”)에서 “앤 불린이나
헨리 8세가 아닌, 토머스 크롬웰의 경력”(484)에 집중하고자 했음을 언급하고서 이 인물에 대
한 전기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맨틀은 삼부작에서 토머스 크롬웰을 ‘그’라
는 인물로 설정하고 그의 의식을 통해 튜더왕조의 역사를 ‘현재형’으로 재현하여 이러한 과거
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현 시대에서도 재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능성은
맨틀이 앤 불린과 헨리 8세의 역사에서 미비한 존재였던 그, 토머스 크롬웰을 역사 언저리에
묻혀 있는 이야기를 현재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서술자로 부활시킴으로써 실현된다. 그가 전달
하는 과거가 반드시 과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토머스 크롬웰의 서술자로서
시공을 초월하는 진면목이 드러난다.
『울프 홀』에서 1500년 퍼트니(Putney)에서 아버지인 대장장이 월터 크롬웰(Walter
Cromwell)에게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얻어맞은 후 구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해 이탈리아로 피신한 토머스 크롬웰은

『울프 홀』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1527년에

런던의 오스틴 프라이어스(Austin Friars) 대저택의 주인이자 추기경 울지(Wolsey)의 비서로
등장한다. 마흔이 조금 넘은 그는 “법정이나 부두 상황에 두루 정통하고, 주교 관저나 여관
마당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존재이며, 계약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매를 훈련시킬 수
있으며, 지도를 그릴 수 있고, [...] 배심원을 포섭할 줄 아는 자”(31)로 등장한다. 그는 신약성
경을 라틴어로 모두 암기하고 있어 추기경의 비서로 적임자이며 수도원장이 갈팡질팡하며 헤
맬 때에도 언제든지 성경문구를 시의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그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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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이르기까지 잉글랜드 국왕 헨리 8세의 자문관, 주얼하우스(Jewel House) 관리장관, 국정
비서관(Master Secretary), 대법관(Lord Chancellor) 임무를 수행한다. 심지어 이전에 존재
하지 않았던 직함으로 국왕의 영적 대리인(Vicegerent Spirituals)으로 임명받아 “수도원을
방문하고, 조사하고, 개혁하고, 필요한 경우 폐쇄할 수 있는 권한”(608)을 부여받는다. 이에
의해, 튜터왕조의 귀족들로부터 “비천한 대장장이 아들”(187)로 멸시 당하던 그가 잉글랜드의
가톨릭교회 해체를 주관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오르는 과정을 다룬 『울프 홀』은
“토머스 크롬웰에 관한 역사소설”(Snow 26)로 간주되기도 한다.
도미닉 그린(Dominic Green)이 주장하듯이, 『울프 홀』은 잉글랜드가 “가톨릭교회와 중
세의 영향에서 벗어나 영국성공회 성립과 근대국가 형성”(27)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다룬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Reformation) 분위기에서 성직자와 귀족의 권리와 재산 재편성과 교회
개혁은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분명 과도기적 정치적 혁명이다. 그래서 토머스 크롬웰이 주관
하는 가톨릭교회 해체 작업을 고찰하는 과정에는, 물론 가톨릭교회와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을
개혁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지가 명백하게 제시되기도 하지만, 『울프 홀』의 여기저기에 투영된
신분상승을 노리는 그의 정치적 야망이 드러난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종교적 개혁과 정치적
혁명의 야망이 잉글랜드의 튜더왕조를 위한 대의명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난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에서 싹트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튜더왕조시대의 영국성공회 형성에 일조한 토머스 크롬웰의 행적을 그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나아가 정신분석학적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맨틀의 크롬웰
토머스 크롬웰은 울지 추기경이 아들 토머스 윈터(Thomas Winter)와 딸 도로시어
(Dorothea)라는 치부를 지녔지만 “인자하고, 일처리를 자신 있게 하면서도 부드러운 존재이
고, 아주 공정하고 기민하여 대단한 분별력을 지닌”(240) 존재로 여기며 아버지 같은 존재로
존경한다. 그런데 1529년 국왕 헨리 8세의 캐서린(Katherine of Aragon) 왕비와의 혼인무효
선언(annulment)을 추진하고 프랑스 공주와 혼인을 계획하던 울지 추기경은 하루아침에 “국
왕경시죄”(praemunire)(59)로 기소되고 만다. 이때 토머스 크롬웰은 “모든 역사의 뒤편에 있
는 또 하나의 역사”(66)를 언급하며 1521년 과거를 회상한다.
아서 왕의 축복받은 후손인 잉글랜드의 아서 왕자는 1486년 제1대 튜더 국왕 헨리의 장남으로 태
어났다. 아서는 아라곤의 공주 캐서린과 결혼했으며 열다섯 살에 죽어 우스터 성당에 묻혔다. 죽지
않았다면 잉글랜드의 국왕이 되었을 것이다. 아서의 동생 헨리는 아마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추기경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한 여자를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것
이다. 추기경은 노퍽공작과 서퍽공작이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들이닥치기 몇 년 전부터 이 여자에
게 주의를 기울여야 했었다. 파멸이 자신을 덮치기 전부터 이 여자의 살아온 내력을 파악하고 있었
어야 했다. (66)

국왕 다음의 권력을 쥐고 있는 울지 추기경은 위의 “한 여자” 때문에 외교관 토머스 불린을
요크(York) 궁으로 불러들인다. 벨기에와 프랑스의 궁을 거치고 잉글랜드로 귀국한 앤, 즉 그
“여자”가 가장무도회에 등장한 후 해리 퍼시(Harry Percy)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정되
어 있던 버틀러(Butler)가문과 결혼시키라며 토머스 불린에게 야단을 치기 위해서이다. 울지
추기경은 심지어 토머스 불린에게 “장사꾼 집안”이라고 모욕을 주기까지 한다. 면담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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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나가던 토머스 불린은 “푸주한 집 아들”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더니 울지 추기경의 비서
이자 변호사인 토머스 크롬웰에게 “푸주한 집 개”(70)라고 비웃는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불린
가는 1527년 앤이 국왕의 사랑을 독차지하자마자 울지 추기경의 몰락을 주도하기 시작하고
울지 추기경은 해리 퍼시에게 체포된 뒤 1930년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한다. 토머스 크롬웰
은 앤이 청하여 울지 추기경을 체포한 “해리 퍼시에게 직접 복수하겠다”(261)고 다짐하고, 후
에 해리 퍼시 뿐 아니라 울지 추기경에게 파멸을 안겨준 앤을 간음(adultery) 죄목으로 참수
당하게 함으로써 복수한다.
토머스 불린이 당한 모욕을 들은 노퍽(Norfolk)공작은 가문의 미래를 떠안고 있는 조카
앤의 요청에 따라 울지 추기경의 대법관 직위를 박탈하고 요크 궁을 비우라고 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 노퍽공작은 국왕에게 울지 추기경의 사면을 요청하는 토머스 크롬웰에게 “이 천
한 것, 지옥에서 떨어진 별 볼일 없는 놈, 창녀에서 난 놈, 악으로 똘똘 뭉친 놈”(187)이라고
악담을 퍼붓는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토머스 크롬웰은 해리 퍼시가 앤과의 혼인서약을 주장
하여 앤과 국왕의 혼인을 무효화시키려 할 때 앤이 국왕과 혼인을 치를 수 있도록 적법한 법
적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오히려 노퍽공작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든다. 후에 앤이 참수당할
때 노퍽공작도 파멸시켜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울지 추기경의 뒤를 이어 대법관으로 승격한 토머스 모어(Thomas More)는 국왕 자문
관이 울지 추기경에 대한 죄목으로 준비한 44개 조항에 하나를 추가한다. 자문위원회에 동석
했던 토머스 크롬웰은 “울지 추기경이 프랑스 전염병에 걸려 돌아와서 국왕에게 귓속말을 시
도하여 병을 전염시키려 한 죄”(160)를 저질렀다고 언급한 토머스 모어의 주장을 기억한다.
후에 국왕과 캐서린 왕비와의 이혼을 반대하고 국왕이 영국성공회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고 주장한 죄로 런던탑에 갇힌 토머스 모어에게 토머스 크롬웰은 교황절대주의자(papist)라는
죄목으로 교수형을 선언함으로써 복수한다.
토머스 모어에 대한 토머스 크롬웰의 복수 이면에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다. 일곱 살
토머스 크롬웰은 모턴(Morton) 추기경의 시동으로 일하던 열 네 살의 토머스 모어를 만난다.
당시 추기경의 요리사로 일하는 삼촌 밑에서 요리를 보조하고 냄비 닦는 일을 하던 토머스 크
롬웰은 옥스퍼드에 가기로 되어 있고 학식과 재치를 갖춘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라는 칭송을
받는 토머스 모어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지만 무시당하고 만다. 가끔 건물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에게 손을 흔들어 보지만 그는 토머스 크롬웰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한다. 토머
스 모어는 맨틀이 언급한 “상대방을 무시한 용서할 수 없는 죄”(Snow 28)를 저지르고 만다.
이 기억은 국왕 자문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토머스 모어를 다시 만났을 때 상기되고, 후에 토
머스 크롬웰은 국왕 반역죄로 교수형을 당하는 토머스 모어를 보면서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날 기억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내가 다가가는 것조차 보지 못했지
요”(640)라고 생각하며 의미심장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모든 역사의 뒤편에 또 하나의 역사가 있다”(66)는 언급은 『울프 홀』과 맨틀의 전기
적 배경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맨틀의 어린 시절의 경험은 국왕
과 앤의 관계를 둘러싼 “불행한 결혼, 이혼, 불가능한 이혼, 무력한 아이”(Snow 26)라는 『울
프 홀』의 주요 소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영국 더비셔(Derbyshire)의 해드필드(Hadfield)
에 있는 아일랜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맨틀은 제분소에 다니던 어머니와 판매원 아버지의
결혼 생활이 실패에 이른 여섯 살에 충격적 경험과 마주한다. 종교적 이유로 이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남자 친구 잭(Jack)과 이층 침실에서 지내고, 아버지는 맨틀과 아래층에서
기거하기 시작한다. 어떤 힘이나 지위를 지니지 못한 시기에 맨틀은 어머니가 미사 참석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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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고, 예기치 않은 순간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비난받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본다. 이때부터 맨틀은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의 이해할 수 없는 동시에 이상한 질문과 놀
림에 무관심으로 대응하면서 “존재론적 불안과 굴욕이 뒤섞인 자존심”(Snow 27)을 지키기 위
해 고전 분투한다. 맨틀은 무시하는 “용서할 수 없는 죄”(Snow 28)를 저지르는 사람들 사이
에서 결점 투성이 어머니를 옹호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경험에서 맨틀은 옳지 않음을 알면
서도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방어하는 토머스 크롬웰이란 인물을 창조하기에 이른다. 아우성치
는 대중의 의견과 분노에 무관심하면서 앤과 혼인하고자 하는 국왕의 고집과 변덕을 옹호하는
토머스 크롬웰은 부정을 저지른 어머니를 옹호하고자 하던 맨틀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토
머스 크롬웰은 맨틀이 그리고자 한 이상적 인물인 동시에 그녀를 대변하는 “또 다른 자
아”(Snow 27)이다.
열한 살에 맨틀은 어머니와 잭과 함께 체셔(Cheshire)로 이사하면서 아버지와 영원히
결별한다. 『그 유령을 놓아주기』(Giving Up the Ghost)에서 언급하듯이, 아버지로부터 “버림
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그로 인한 삶에 대한 경멸”(Snow 30)은 맨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도 맨틀은 어머니와 잭을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잘못된 시간과 장소
에 태어난 것을 탓하며 신을 비난한다. 가브리엘 아모스(Gabriele Amorth)의 주장처럼, 맨틀
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영적 믿음을 상실하고 개신교인 잭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사
는 동안 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만다.
이런 상황에서 탄생한 토머스 크롬웰은 맨틀이 “어린 시절의 악몽에 대한 치유”(Snow
27)로서 탄생시킨 존재라는 주장이 있다. 토머스 크롬웰은 맨틀이 상실한 어린 시절에 품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상적 상이 재현된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울프 홀』에서 그는 애정이 넘

치는 아버지, 충실한 남편, 예술 옹호자이자, 가난한 자의 친구이고, 학대받은 자를 품어주는
“인본주의자”(Thomas 27)이다. 그는 국왕을 위해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방어하고, 교황에 대
적하여 가톨릭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수도원을 해체한다. 남은 시간에는 울지 추기경을 몰락
시킨 자와 국왕에게 대적한 자에게 복수하고, 자신을 “비천한 대장장이 아들”이라고 과소평가
한 귀족들에게 복수한다. 이런 점에서 『울프 홀』은 헨리 8세와 앤의 역사적 사건 이면에 드리
워져 있는 맨틀의 개인 역사를 다루는 소설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3.

울프홀이란 제목
-귀족 존 시모어 경 가족 사건
-성직자의 타락-토머스 모어와 딕 퍼셔
-토머스 크롬웰
-man is wolf to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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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만텔의 『울프 홀』: 영국 튜더왕조시대의 영국성공회 형성과정
고찰」에 대한 토론문
김현주(중원대학교)

박선화 교수님의 상기 논문은 힐러리 맨틀의 소설인 『울프 홀』에 대한 논문이다. 이 작품은
영국 튜더왕조시대의 헨리 8세와 앤 불린의 관계를 핵심으로,

토마스 크롬웰이라는 제 삼의

화자를 통한 맨틀의 고백체적 소설로 이해되며, 교수님께서는 본 논문에서 도미닉 그린이나
스노우의 이론을 바탕으로 튜더왕조시대의 영국성공회 형성에 대한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토마스 크롬웰의 행적을 개인사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논하고자
하신다.
우선 힐러리 맨틀이란 여성작가는 2009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쳐 맨부커상을 수상한 바 있
다. 이 작가는 초지일관 자신의 삼부작을 통해 앤 불린과 헨리8세의 이야기를 그들이 주인공
이 아닌 제 3의 관찰자, 즉 토마스 크롬웰의 시각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진부한 이야기나 역
사가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재현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물론 맨틀의 소설에 하나의 Mask로
서 등장하는 크롬웰은 실제 개인사와는 다른 소설속의 새로운 창조자, fictional figure이긴
하지만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넘나들며 spectacle 한 무대를 누빌 것으로 짐작된다.
본인의 짧은 소견으로 비추어, 일찌감치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감지한 크롬웰이란 인물에 대한 분석을 정신분적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시겠다는 박교수님의 논
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정신분석학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학문이며 인간에 대
한 관심과 프로이트 이전, 다루지 않았던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해석을 근간으로 함을 이해한
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적 무지를 일깨우고자 하는 차원에서 3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힐러리 맨틀이란 작가를 만
나게 되신 교수님의 개인사가 궁금합니다. 실제, 역사속의 인물로서의 토마스 크롬웰과 맨틀
의 서사 속에서의 크롬웰을 바라보시는 교수님의 시선은 어떤 관점이신지, 즉, 하나이지만 둘
인 이 인물의 gap에 대한 교수님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이 작품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시고자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틀로서 활용하시고자
하는 정신분석학이 어느 시각에서의 정신분석학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주가 궁금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미지의 분야인 맨틀의 작품을 논문의 주제로 선택하신 교수님의 용기에 응원
을 보내드리며, 논문으로 완성이 된다면 분명히 후학들에게 선지적 입장에서 학문적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며 토론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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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calypse Countering Another Apocalypse?:
(Dis)Assembling and (Re)Narrativizing the (Post-)Truth in Allen
Ginsberg’s “Howl”
Wonjae Kim (Sogang University)
I. The Enduring and Transgressive Gestures of the Beats
Now we can say that the social circumstance can be much different from
days where the Beats and the Cold War American society thunderously clashed
each other, however, the transgressive gesture of the Beats can still remain in
today’s society. Throughout the later 20th century to today, so many things have
changed – the digital revolution, a multifarious consumption, a broadened scope of
human values, diversified religious or political stances. Yet, while the burgeoning
new social conditions have been emerged, that does not mean that America’s
social narrative has also been improved; the society’s hegemonic power structure
is still at play to maintain the closed social narrative, displaying the brutal forces
of American politics. In this time, it is not just a nuclear bomb or McCarthysm
like the 1950s, but as Eliot Katz shows in his monograph The Poetry and Politics
of Allen Ginsberg, it has become more manipulative and micro-aggressive – such
as “new forms of militarism, like long-distance drone bombings, combined with
new forms of surveillance and restrictions of civil liberties” (74), “economic policies
that have generally become more regressive than in recent decades through both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or “the backsliding of civil liberties
and an increase in domestic surveillance” (90-1). As such, American society has
been morphed into a mode of (hyper-)capitalism, and while social subjects can
explore a potential of liberty in this mode of society, that liberty itself eventually
turns out to be in the hands of the America’s hegemonic power structure of
today.
From the above perspective, many critics point out how the literary
production like Allen Ginsberg’s “Howl” (1954-55) resonates and is still relevant to
today’s society. In her essay “Locating a Beat Aesthetic,” for instance, Regina
Weinreich observes the enduring gestures of the Beats legacy: “[t]oday the
strictures of society may be different from what they were in the heyday of the
Beat movement,” nonetheless, the ongoing legacy of the Beats “was to provide a
roadmap for transcendence still very much relevant today” (51). Like Weinreich,
many contemporary critics suggest a new conversation in the Beats literature, but
do not extend to a full, critical analysis. And it is in this critical point for this
paper that I attempt to fill in the conversation by how Ginsberg’s rhetoric of
documenting unrecognized narratives of “best minds” can be still relevant to the
reader of 21st contemporary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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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more than six decades of the publication of Ginsberg’s Howl and
Other Poems, the society has changed with rapid developments of technology while
social subjects are exposed to tiding waves of rampant data and facts – while
being unknown whether they are true or false (e.g., fake news) – that potentially
construct the false belief. Under this mode of hyper-capitalistic society, the class
division has reached an extreme polarization, and those in control of structuring
social narrative are capable of shaping social discourse for their interests. In this
social climate, the role of literary production like Ginsberg’s “Howl” once again
becomes

the

poet’s

critical

and

aesthetic

response

toward

the

society’s

manipulative ideology. Eliot Katz also assesses that mid-century American poetry
“Howl” can be relevant enough to the present social condition: “it became
apparent that the protest against conformity in ‘Howl’ will continue to find
renewed relevance at different and critical points in contemporary times and into
the future” (86). As such, Ginsberg’s howling gathered by the noise of exclusion
can potentially find a niche to perform his counter-narrative, non-conformist
sounds over the period when the society is in a mode of hyper-capitalism.
Reading “Howl” as a mode of Ginsberg’s speculative fictional writing and a
resonant historical document to today, this paper focuses on the hyper-capitalistic
mode of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and its falsely constructed current
discourse

of

pan-temporal

American
poetic

society.

writing

in

Then,
the

this

poem

paper

examines

disassembles

how

Ginsberg’s

codifications

of

the

hegemonic American truth, and assembles the unrecognized truth of the excluded
“others” such as those whose individual sexuality is deprived and consumed by
society or those who are socially excluded out of the dominant American
discourse. In other words, this paper surmises that Ginsberg’s programming of
poetic diction and prosodic event in “Part II,” “Part III,” and “Footnote” enact his
attempt to defamiliarize the ideologically structured social discourse, and set an
agenda of documenting re-narrativized America.
To organize the discussion, this paper utilizes (post-)Marxist literary and
cultural critic Walter Benjamin’s asser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creative
producer’s

artifact

and

its

audience.

While

analyzing

Baudelaire’s

poems,

Benjamin’s essay, “On Some Motifs in Baudelaire” (1937), is certainly the theorist’s
critical viewpoint toward the lyric poems in the age of Modernity – the newness
and novelty of an emergent reality that caused a seismic social shuddering and
cultural shift – and the people’s changed mode of experiencing the world caused
by the influx of torrential in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Due to the
structural change of human experience in the new age, the creative process of
lyric poets entails a broadened poetic expression that potentially “shocks” the
reader. Beyond the historical specificity, Benjamin’s essay – a critique of Modernity
and the poetics of the day in which shock experience becomes the new standard
in poetry – can perhaps shed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stic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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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ciety of any period, considering that the society keeps evolving with the new
social conditions. Certainly, Benjamin’s essay echoes with Ginsberg’s poetic writing;
and his poem suggests electrifyingly shocking effects to the reader of not only
1950s America, but also that of the 21st century contemporary.
II. (Dis)Assembling American Truth in the Dawn of Post-Truth Age
As the apex of hyper-capitalistic society, one of the harrowing social
discourses has been made – “Post-Truth” – and it circulates the hegemony of
those in power, causing a circuit of closed discourse. The Oxford Dictionary
defines the term “Post-Truth” as “relating or denoting circumstances in which
objective facts are less influential in shaping public opinion than appeals to
emotion and personal belief” (“Post-Truth”). The prefix “Post-,” in this sense, can
possibly be a danger to “Truth” especially when the authoritative organization such
as a governmental regime holds and propagates “emotion and personal belief” to
the social individuals, which, in turn, would shape the collectivized and politicized
ideology by the authoritative class.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the menacing force
of (Post-)Truth can constitute the social discourse for the services of those who
control the hegemonic power structure within the nation. Take an example by
looking at the present society in which the majority of civil domain is governed by
the technocratic-oriented presidency. “The Democrats have become known as THE
DO

NOTHING

PARTY!”

tweeted

by

45th

U.S.

President

Donald

Trump

(@realDonaldTrump). Along with numerous tweets that twist the data and facts with
his own views on events concerning race, sexuality, politics, or economy, such
statement “takes to Twitter to lash out at his perceived enemies [and] attacks
someone or something in more than half of his tweets” (Shear and Haberman et
al.). It is no wonder that the word “Post-Truth” was elected as Word of the Year
in 2016, and its usage in the public domain became more prevalent than ever; it
was an apt word-choice especially when Brexit and the presidential regime of
Donald J. Trump was an ongoing process. For instance, a journalist Matthew
D’Ancona, in his book Post-Truth, talks of the emergence of Post-Truth with the
political, governmental regime of Trump:
[...] [Now] the story mattered more than the facts. And it was precisely
upon this basis that he [Trump] campaigned in 2016. Instead of force-feeding the
electorate with an inventory of facts and the details of his résumé, he bellowed a
narrative that imposed a crude sort of order upon the shifting complexities of
modern life. (15)
It became a larger, invincible social narrative: ‘Make America Great Again’ which
involves “a ban on Muslim immigration,” “a wall along the Mexican border,” or “a
return to economic protectionism”, producing socially excluded “others.”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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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 the dawn of Post-Truth politics through the highly developed technology
and mass media has been emerging with the announcements based on not
“objective facts,” but “emotion and personal belief,” which perhaps makes the
national narrative become a pathway for the ruling class to instrumentalize it with
repressive hegemonic forces.
When

encountered

with

this

gigantic,

but

closed

social

narrative,

Ginsberg’s poetic writing – especially “Part II” – performs its pan-temporal,
enduring counter-narrative energy to the reader of even six decades after. And
Ginsberg’s programming of poetic vocabulary and prosodic event in “Part II”
enacts

defamiliarization

of

the

current

discourse,

and

sets

an

agenda

of

deconstructing falsely composed truth of the day. In the context of the 21st
Post-Truth Age, in other words, we can see that Ginsberg’s text can become a
mode of speculative fictional writing that forecasts the worsening servitudes of
American subjects to a Great American Dream. And his emancipatory and
liberating

poetic

text

can

once

again

givea

transgressive

gesture

for

re-narrativizing the American hegemonic truth.
Throughout “Part II,” Ginsberg alerts the perils of hyper-capitalism to the
reader; the American truth of the day is manifested by the poet’s writing that
inscribes his experience of “shock,” which comes from the commodified and
commercialized

individual’s

consciousness.

While

observing

that

the

radically

changed social milieu in which the presentation of the continuous social stimuli
before the individual’s consciousness becomes on a daily basis, Benjamin arrives
at the conclusion that “lyric poetry can have as its basis an experience for which
the shock experience has become the norm” (111). By suggesting the new norm for
everyday experience contra poetry, his assertion seems to indicate a new work for
poets: namely, creative production under the aegis of Benjamin’s insights entails
that the reader registers a kind of psychic “shock” when reading poetry. This
shock experience originally comes from the individual (the reader) in Modernity
desperately trying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uncontrollable social stimuli – e.g.,
commodities, speed, machines, and so on – to avoid being traumatized and to
protect themselves from being shocked. At this point, Benjamin regards the
external stimuli (“shocks”) as a fuel for poetic experience for the poet, thus, a
creative

producer’s

artistic

production

becomes

an

aesthetic

response

that

registers shock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in Modernity, which causes an effect
of

awakening

to

the

reader

whose

consciousness

is

constantly

numbed,

desensitized in a proto-Modern, hyper-capitalistic mode of society.
In the first line of “Part II,” the poet asks: “What sphinx of cement and
aluminum bashed open their skulls and ate up their brains and imagination?” (CP
139). Whereas the tone of “Part I” of the poem appears to be a mix of desperation
and hilarity, here it is more piercing and edged: the mythified creature, fused with
the by-products of capitalistic developments, came to be more pervasive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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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and its sovereign passes through the most naked parts of the human being.
The opening question specifies Ginsberg’s unapologetic attitude toward exposing
catastrophic reality as the political-economic system evolves into the capitalistic
form, wherein, the truth can be privatized and manipulated by those in control of
hegemonic power structure.
Ginsberg’s response displays the descent of the Self into the social reality
in which the possibility of authentic experience for intimacy and solicitude for
“best minds” is shut down:
Moloch! Solitude! Filth! Ugliness! Ashcans and unobtainable dollars!
Children screaming under the stairways! Boys sobbing in armies! Old men
weeping in the parks!
Moloch! Moloch! Nightmare of Moloch! Moloch the loveless! Mental
Moloch! Moloch the heavy judger of men! (CP 139)
“Moloch” is “the Canaanite fire god, whose worship was marked by parents’
burning their children as propitiatory sacrifice” (Howl 139). And here, with an
incessant

flow

of

image-laden

signifiers

that

attend

to

(non-)spectacle

of

consumption, the American truth is becoming a politicized propaganda that causes
alienation among men, and encourages the instrumentalization, industrialism, and
militarism to the “best minds.” Ginsberg demonstrates that under the dawn of this
chaotic reality, the mythified deity induces the American citizen’s “screaming,”
“sobbing,”

and

“weeping”,

therein

the

yearning

for

“unobtainable

dollars”

predominates the experience of human being such as dream (“Nightmare”),
affection (“the loveless”), and the mind (“Mental”). Within the emergent new social
conditions that can possibly blind and isolate the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the
lines deliver Ginsberg’s state of being constantly exposed to social stimuli and the
experience of shocks.
And indeed, Ginsberg’s experience of shocks can last long enough to the
reader of the 21st century. As a pan-temporal metaphor, the contemporary
American “Moloch” still resides with the reader’s consciousness as long as those
readers

within

the

barrier

of

a

closed

social

system

are

emotionally

and

economically suffering. As Ginsberg manifests in the lines, we can recognize that
the individual dreams turn out to be the desires that have been arranged by the
hyper-capitalistic social narrative. However, since Ginsberg’s lines inform the
menace of American reality to the reader by depicting the deprived emotional and
mental state caused by the society, the poet’s lines will perhaps perform a striking
effect of a realization of the hidden dangers – that is, the fact that the individual
dreams and values are commodified for the society’s economic purposes –
concealed in the society’s closed narrative, especially to the individuals under the
“Moloch.”
When the poet’s experience of shock is registered in a poem, then, it is
the

poetic

language

that

delivers

the

“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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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reader:

Ginsberg’s

prosodically programming of packed units of exclamatory nouns and adjectives in
each line may be an alarm toward an epistemological urgency of the American
truth:
Moloch in whom I sit lonely! Moloch in whom I dream Angels! Crazy in
Moloch! Cocksucker in Moloch! Lacklove and manless in Moloch!
Moloch who entered my soul early! Moloch in whom I am a consciousness
without a body! Moloch who frightened me out of my natural e c s t a s y !
Moloch whom I abandon! Wake up in Moloch! Light

streaming out of the sky!

(CP 139)
Perhaps this sequential images of the poet (and the American citizen at large)
upon which “Moloch” inflicts torturous misery will cause a staggering effect in
front of the reader so as not to fall into the oppressively systematized mundanity.
This mundanity evokes the dead-end for present humanity: “Moloch” is devouring
the individual mentality (“Crazy”), sexuality (“Cocksucker”), spirituality (“entered my
soul early”), and visions (“my natural ecstasy”). No matter who and how one tries
to “abandon” one will always find “[waking] up” and “[sitting] lonely” with
“Moloch.” Stylistically, too, the free verse appears to be an apt choice for
catalyzing the enumeration of images. While keeping “Moloch” as a base rhythmic
unit, the repeating gesture through exclamation marks and the line-length that
crosses the right-hand margin intensifies the speaker’s tone of vehemence and
enragement. In tandem with these images, Ginsberg’s nuanced punctuations and
lines are perhaps designed to awaken the reader to the menacing force of social
reality; the delivery of the poet’s experience of “shock” per each exclamation mark
hits a strike to the American citizen’s false consciousness, and the electrified
readers – “shocked” by the poem – are now capable of realizing the nation’s
hegemonic forces that have been constructing morally unjust truth for the
individuals.
Therefore, Ginsberg’s registered “shock” experience in the poem is his
critical and aesthetic response to the reader. In the age of Post-Truth, the truth
becomes a collection of multi-dimensionalized false data and hidden facts, and it is
on the verge of being a politicized commodity for politicians and governmental
regimes that build hegemonic power structure in which the people can be blind in
front of social and political aggressions. With this in mind, Ginsberg’s poetic
writing that employs the mythified metaphoric figure and the individuals under the
influence of it innately gestures toward the diversification of a spectrum of
humanity: namely, it is a tribute for those who are suffered from the nation’s rigid
ideology – those of traumatized by the wars, of still being discriminated for the
individual sexuality, or of still suffering from poverty and so on. In other words,
the image and poetic language in “Moloch” section can function to disassemble
socially established American truth, and assemble the truth of the socially
excluded “best minds of [his]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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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displaying the bulk of poeticized images of capitalistic commodities,
Ginsberg’s ethical cry is now toward the realms of metaphysics:
Visions!

omens!

hallucinations!

miracles!

ecstasies!

gone

down

the

American river!
Dreams! adorations! illuminations! religions! the whole boatload of sensitive
bullshit!
Breakthroughs! over the river! flips and crucifixions! gone down the flood!
Highs! Epiphanies! Despairs! Ten years’ animal screams and

suicides!

Minds! New loves! Mad generation! down on the rocks of Time! (CP 140)
In these near ending lines in “Part II,” the poet’s thrusting scream has reached
the apex in lamenting how a path for the possibility to widen the horizons of new
experience is blocked out by the society. The images of spiritual realization here
are swept by the enormous, irresistible flow of social domestication called “the
American river.” This closed circuit of social discourse of America becomes a
“sensitive bullshit” that a system of the individual beliefs is now dysfunctionalized.
A delivery of the above lines are done with a composition of a much shortened
vocabulary

of

“Visions”

or

“Epiphanies”

in

juxtaposition

with

a

continuous

repetition of “river” and “flood.” Perhaps this is the poet’s making of a frantic
last-ditch effort to battle against the tyrannically constituted social normativities,
as the following:
Real holy laughter in the river! They saw it all! the wild eyes! the holy
yells!

They bade farewell! They jumped off the roof! to solitude! waving!

carrying flowers! Down to the river! into the street! (CP 140)
At last, “Part II” ends with the poet’s “duel” – in a Benjamininan sense – that
once and for all, reconfirms the repressive current discourse toward the poet: in
Benjamin’s essay, “Baudelaire battled the crowd – with the impotent rage of
someone fighting the rain or the wind” (148). As one of the central motifs,
Benjamin observes a “duel” in Baudelaire’s poems. This “duel” denotes the poet’s
battle against “the shock” he experiences himself and among social individuals who
are overexposed to social stimuli. Whereas Benjamin sees Baudelaire’s “duel” in his
poem as alone, lonesome fight, Ginsberg’s “duel,” however, is no longer carried by
himself; rather, he has shifted the arena to the generational and communal level.
“I” has become “They,” and this collectivized community of the others now
displays transgressive, euphoric gestures. Their “holy laughter” and “holy yells”
are generatively transgressive sounds of howling, and perhaps they are the socially
signifying gestures to a yearning for utopian possibility of social inclusion in the
closed circuit of American “river” and “street.”
From the above vantage point, Ginsberg’s conceiving of America in his
poem published in 1956 becomes a mobile and enduring aesthetic tactic by setting
it up as a pan-temporal thematic, making an echoing sound of a warning horn for
those readers of future generation. By his calling of summoning all mann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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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ly marginalized others, counter-narrative can exist and speak against the
hegemonic narrative even in the present time. Take an example through the New
York Pride March in 2017 after Trump was elected as a new American President.
In 2017, millions of LGBT community and social organizations for gay rights
packed the streets of New York, marching toward the open right for their sexual
diversity. The Pride March in that time especially took the stance of political
protest than ever before: it was the event after the grieving incident of mass
shooting at the Pulse nightclub, Florida, shot explicitly to crowded gay people in
the club. After the incident, President Trump did not take a proper action for the
incident. Eventually, Pride March in 2017 was strongly protesting against the
current governmental regime because they wanted to speak their worries initiated
by “the election of President Trump and Vice President Mike Pence, and the
several cabinet members whose agendas are perceived by some as anti-gay”
(Severson). This event in contemporary society eventually represents the existence
of

contemporary

American

“Moloch”

that

is

forecasted

by

Ginsberg.

And,

Ginsberg’s “Moloch” alarms to the reader its danger, a danger of “Moloch” not
only in mid-century, but also in future generation. His pan-temporal metaphor
“Moloch” is the poet’s clarion call, a warning to those who are disenfranchised
and hopelessly enslaved, suggesting that there are other possible modes of being.
Ginsberg’s counter-narrative against “Moloch” remains important to find those who
we can belong to and with, empowered together as groups who courageously and
unapologetically transgress and live on their own terms, freed from the dire
contexts and conditions of “Moloch.”
III. Poetic Documentation of America’s Alternative Narrative
The reader will notice that “Howl” is, after all, the poet’s wailing of
endurance and hopeful gesture for the arrival of a new, emergent community on
the social horizon; in “Part III,” after the experience of “Moloch,” the poet is now
capable of locating “Carl Solomon” with whom the poet identifies himself:
Carl Solomon! I’m with you in Rockland
where you’re madder than I am
[...]
I’m with you in Rockland
where we are great writers on the same dreadful typewriter
[...]
I’m with you in Rockland
where we hug and kiss the United States under our bedsheets the
United States that coughs all night and won’t let us sleep (CP 140-41)
Carl Solomon is certainly the one with whom the poet synchronizes himself on a
spiritual and mental level. By being together with someone institutionalized by and
forgotten within the dominant discourse that stigmatizes him as psycholog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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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able (mad), Ginsberg’s poetic writing in “Part III” that summons and dedicates
to Solomon is the poet’s endeavor to document and historicize an alternative
narrative against the ideologically structured American narrative. Even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United States that coughs all night and won’t let [them]
sleep,” the process of continuously recording and (re-)writing a new and different
story in this section performs Ginsberg’s historicizing the reality of the “great
writers” who would “hug and kiss the United States under [their] bedsheets.” By
doing so, the poet realizes that he is no longer alone, and now, he is eagerly
working out toward presenting the truth of the “best minds” to the American
citizen.
Indeed, Ginsberg’s delivery of his vision to broaden a new social horizon
accompanies with the poet’s challenging, liberative use of language:
I’m with you in Rockland
where we wake up electrified out of the coma by our own souls’
airplanes roaring over the roof they’ve come to drop angelic bombs
illuminates itself

imaginary walls collapse

the

hospital

O skinny legions run outside O

starry-spangled shock of mercy the eternal war is here O victory forget your
underwear we’re free (CP 141)
As one of the climatic lines in “Part III,” here the poet’s tone is delivered with a
full of triumphant voice achieved by the very existence of a sense of solidarity.
The poet’s collecting of socially stigmatized individuals in the discourse propels a
thrusting energy to bend the suppressive reality, and indeed, poetic language and
poetic

form

are

also

at

hard

work

to

reflect

the

disintegration

of

social

boundaries. The consumed psyche from “fifty more shocks” that caused a spiritual
“coma” is being resuscitated by the untamed “soul[s]” that bombard “angelic
bombs” over the consciousness of the poet and his tribe. By angling away the
most inhumane commodity (“bombs”) to the most sacred imagery (“angelic”), this
particular oxymoronic phrase – “angelic bombs” – signals Ginsberg’s poetic energy
within the field of language in which immeasurable potentiality of a utopian vision
is close at hand. In this sense, Ginsberg’s uses of poetic language in “Howl” stand
out as a field of utopian possibility that can possibly suggest other mode of being,
anticipating to change the violence and oppression inflicted by the society’s
dehumanizing discourse.
From the above line, the poet’s utopian vision is doubly emphasized
through an extra linguistic effect. The reader can clearly notice intentionally added
textual spaces among the non-punctuated clusters of clause; they clearly denote
that a certain amount of caesura – a control of breath – is required while reading
this extensively lengthy line. Perhaps this is the poet’s signifying gesture for
stretching the territory of social liberation and emancipation in the current social
reality. Once the “imaginary walls collapse,” the contained community is “run[ning]
outside” out of the institution to distribute a “shock of mercy” to the world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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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ternal war” is going to happen, and therein, the poet imagines an instance
of “victory” that assures “free[dom].” In this sense, the sounds of “O” here – “O
skinny legions,” “O starry-spangled,” “O victory” – work at hard to cause a sonic
effect for the reader to perceive the poet’s desire to extend the realms of new and
alternative community. “Howl” in essence is a poem of Ginsberg’s language-soaked
transcendent dream toward the full of utopian possibility.
This utopian possibility goes through variation with Ginsberg’s poetic
language that documents renewed American narrative. In “Footnote,” the opening
lines go as the following: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The world is holy! The soul is holy! The skin is holy! The nose is holy!
The

tongue and cock and hand and asshole holy! (CP 142)

After chanting 15 times of “Holy,” this additional section imagines Ginsberg’s vision
of altered American space; it is a place where the closed circuit of social
discourse finally becomes opened and heterogeneous. By doing so, the lexicon
subjugated under the homogeneous discourse is renewed by the poet’s inclusive
and

broadened

spectrum

of

human

values.

For

instance,

the

lexicon

of

homosexuality – “tongue” “cock” “hand” “asshole” – is now on a scope of human
sexuality under the poet’s “holy” world. Within this, the material world and the
individual spirituality cannot be contained by hegemonic narrative that selectively
prioritizes stories of the ruling class and controls on censorship on discourse. In
other words, “Footnote” is Ginsberg’s sanguine attempt to give a narrative to those
who are uncredited members of social subjects.
Thus, Ginsberg’s euphoric diction will always find a place to resonate with
the reader of generation that tries to broaden the topography of social beliefs and
values, facing against those of the ruling class:
Holy the lone juggernaut! Holy the vast lamb of the middleclass! Holy the
crazy shepherds of rebellion! Who digs Los Angeles IS Los Angeles!
[...]
Holy time in eternity holy eternity in time holy the clocks in space holy
the

fourth dimension holy the fifth International holy the Angel in

Moloch!
[...]
Holy the supernatural extra brilliant intelligent kindness of the soul! (CP
142)
With these near-ending lines of “Footnote,” the reader at last will realize that the
language of the poem is innately embracing a moral gesture to transform the
unjustly structured society’s narrative. Of course, “Howl” is not a political
propaganda or a radical social doctrine; it is a piece of a poem that fully engages
with ideological structure of American society, and spreads out in fro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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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 a zone of utopian language that is always making and telling the truth of
more inclusive human values. After all, “Howl” is composed of Ginsberg’s own
poetic language for the more broadened, enlarged American individuals.
IV. Conclusion
In

short,

Ginsberg’s

poetic

gesture

of

willfully

disordered

prosodic

communication is in itself his mode of truth-making over the codifications of the
closed social discourse. This is especially noteworthy, and in fact, it is the reason
that the echo of Ginsberg’s transgressiveness can resound to the reader of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 who tries to foray into the hegemonic clash. A poet
and an activist Eliot Katz among others emphasizes saliently that “[...] for our own
period [21st century] in which rising discontent is often coupled with a sense of
political hopelessness [...],” but “Howl” “view[s] social realty as mutable, dependent
on human actions, and potentially open to dramatic improvement” (45). Surely,
Ginsberg’s documentation of dystopian/utopian narrative is not confined to time
and space, and because of his poetic vision, the poem will last long as an
enduring and transgressive gesture toward the upcoming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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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calypse Countering Another Apocalypse?:
(Dis)Assembling and (Re)Narrativizing the (Post-)Truth in Allen
Ginsberg’s ‘Howl’”에 대한 토론문
김성현 (서울과기대)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You have well sum up the global status quo in recent decades. I guess your point
is correct to a certain point. I remember the recent turbulent political situations in
the past several months. When I first heard the news, I thought of the first line of
Howl.
Before I ask you several questions, I would like to give you brief comments about
your paper. I guess it’s a great topic to deal with Howl in relation with social
situation, especially of recent days. But my general impression says that this paper
has too many big abstract words not corresponding to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poem. They are so huge that the author seems to be overwhelmed by them. I
guess you need to break down those ideological concepts, abstract definitions, and
big ideas into more detailed concrete words of your own.
I have a couple of questions.
1. You said Howl still resonates in today’s society in aspect of culture. and I see
you are limiting your argument especially to American society. Why did you set
such a geopolitical limit on your argument, especially when you seem to be
working on seemingly global issues? Do you think American society can represent
other contemporary societies? How do you think Howl resonates in Korea today?
2. And this is about the technological methodology of your argument. You seem to
be using brackets a lot. On what purpose did you use brackets for the key
concepts of your arguments such as (post)Marxist, (Dis)assembling and so on?
3. Can you specify what “the American hegemonic truth” you mentioned in page 5,
in the middle of the argument about “deconstructing falsely composed truth of the
day”? As I was reading your argument, I lost while I was tracking down the
meaning of “the American truth” which according to your argument, “causes
alienation among men, and encourages the instrumental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militarism to the best minds on page 7. What did you mean by the American
truth? And if possible, can you explain what you meant by ”an epistemological
urgency of the American Truth“ on pag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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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d lastly, I have one more thing to say. Overall, I have no doubt that picking
up Howl from the dusted shelves is quite appropriate reading at this socio-cultural
status quo in Korea. I hope Howl has poetic influences on many writers in Korea
most of whom seem to be soaked into helpless sentimentality. By the way, do you
write poems? If so, what kind of poems do you writ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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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시대, 경전 새로 읽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153)
임성욱(연세대)
본 발표는 위안부 문제를 통해 성서신학이 사회적 갈등에 어떻게 사유하며 대응하는지를 살
펴본다. 발표자는 요한복음의 예수와 조선의 위안부의 삶을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의 ‘벌거벗은 삶’(bare life)이라는 관점에서 생명정치학적으로 재조명코자 한다.
그의 저서 <호모 사케르>에서 아감벤은 법 질서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예외
상태’ (state of exception)에서 발생하는 죽음에 직면한 삶을 ‘벌거벗은 삶’이라고 규정
한다. 다시 말하자면, 법과 아노미 사이에서 발생하는 ‘예외 상태’에서의 ‘벌거벗은
삶’은 주권(sovereignty)에서 배제되는 동시에 주권에 종속됨으로써 생과 사의 불확실한 경
계선에 놓이게 된다. 아감벤의 ‘벌거벗은 삶’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생하는 현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본 연구와 관련지어 보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벌거벗
은 삶’은 성서 시대, 그 중에서도 초기 기독교의 주요 배경 무대인 로마제국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며, 시대와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요한복음의 예수, 특히 재판 과정 (요18:28~19:16)에서 나오
는 예수는 하나의 ‘벌거벗은 삶’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
명은 역설적이게도 유대법과 로마법의 구속을 받는 동시에 두 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
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는 유대와 로마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두 사회의
내부자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예수의 왕권이 유대와 로마 사회의 현 권력체제로부터 자유롭
다는 관점 (요 18:36; cf. 8:23, 17:14, 16)에서 두 사회의 외부자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예수는 역설적이게도 유대와 로마의 주권에 소속되어 있는 동시에 배제되어 있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삶은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있는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불
확실한 영역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조선의 위안부 역시 일제 식민지 치하에 살던 ‘벌거벗은 삶’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2차 세계대전 중, 특히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식민지에
속한 조선의 젊은 여성들을 강압에 의해 성적 노예로 전락시키고 만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
할 점은 조선의 여성들은 피식민지인으로서 일본의 주권에 지배를 받는 동시에, 일제의 법
으로부터 그들의 권익을 전혀 보호 받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위안부는 일제의 피
식민지인으로서 그 내부자인 동시에, 일제의 법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일제의 외부
자라는 점에서 볼 때 ‘벌거벗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본 연구가 요한복음의 예수와 조선
의 위안부의 ‘벌거벗은 삶’을 조망함에 있어서 수동적인 차원보다는 능동적인 차원을 강
조한다는 점이다. 먼저, 예수는 불확실한 영역인 ‘벌거벗은 삶’을 살아 냄으로써, 오히려
유대와 로마 사회의 권력과 그 위계질서에 도전한다. 다음으로, 조선의 위안부는 ‘벌거벗
은 삶’의 질곡을 지고 살아왔지만, 일제 치하의 삶의 잔혹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별 주권의 영역에서 벗어나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인간 존엄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예수의 전위적인 ‘벌거벗은 삶’을 고찰함으로써 위안부의 문제
를 신학적으로 새롭게 사유함으로써, 종교적 상상력이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다.

153) 본 발표는 발표자의 다음 논문에 기초함을 알려두고자 한다. Sung Uk Lim, “Bare Lives in the
Shadow of Empires: Jesus, Comfort Women, and Theology of Resistance,” Theology Today 75.2
(2018): 2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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