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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며
2021년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문학과종교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유요한 교
수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진행은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는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기조강
연을 맡으신 선생님들과 저를 비롯한 소수의 진행요원들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신양관에
모여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이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술대회의 주제가 “뉴노멀 시대의 문학과 종교”인데, 정기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
하는 우리 문학과종교학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제 인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문학과 종교를 연구하는 우리들은 ‘지나간 세계’와 ‘오늘의 위기’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다른 세상’의 ‘새로운 정상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옛 유물처
럼 여겨지던 종교가 전혀 새로운 삶의 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그
리고 실용적인 언어에 조금씩 밀려나고 있던 문학이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에 대해 함께 답변을 모색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전국학술대회에서는 “뉴노멀 시
대의 문학과 종교”에 대한 다양한 사유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열다섯 편의 논문이 발표
되는데, 그 중 일곱 편이 뉴노멀시대, 팬데믹, 재난 등에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문학과
종교에 관한 폭넓은 주제의 논문도 여덟 편 발표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학술대회 주제
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유 주제의 논문도 대환영입니다.
오늘 기조강연으로는 전혀 다른 두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을 모
셨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님은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
스로 인해 발생한 변화의 모습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험의 양상들에 대해 가장 신
속하고도 면밀하게 검토하신 학자이십니다. 문학과 종교라는 우리 연구 분야와는 별 관련
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학 역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
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우리 모두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
은 문학과 종교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그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팬데믹을 처절
하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분석,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
신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간 숙주, 그리고 한국 사회: 코로나19 팬데믹 1년의 경험
과 함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맡아주신 유명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
째 기조강연을 해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김헌 교수님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
화 및 사상 연구자로 우리 나라에 가장 널리 알려지신 분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EBS 초대석과 <발견의 기쁨> 그리고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등
의 방송에서 빛나는 명강의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바쁘신 것을 알면서도, 저와 같
은 건물 같은 층에 연구실이 있다는 것을 내세워 간곡히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
노멀”이라고 명명한 팬데믹 관련 상황과 경험이 사실 고대 그리스인 역시 맞서고 통과했

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의 경험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고전으
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학자이시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대
규모 역병의 역사: 그리스 로마 문학의 사례”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낯선 방식의 학술대회가 이제 차차 익숙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 뉴노멀
시대에 들어선 것이 분명합니다. “뉴노멀 시대의 문학과 종교”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뉴노
멀한 방법으로 마련한 학문적 축제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벌써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것 같은 이전 방식의 학술대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치열하면서도 즐거운 학문적 논의를 펼쳐가는 학술대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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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박상민(강남대) / 토론: 조윤아(가톨릭대)
김탁환의 <살아야겠다> 연구
발표: 홍주영(공군사관학교) /
토론: 이병주(공군사관학교)

- 5 -

Contents
기 조 강 연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간 숙주, 그리고 한국 사회: 코로나19 팬데믹 1년의 경험과 함의
유명순(서울대 보건대학원) ……………………………………………………………………… 1
대규모 역병의 서사-그리스 로마 문학의 사례
김헌(서울대 인문학연구원) ……………………………………………………………………… 10

제1세션

1분과

영문학1

1. 노이만의 위대한 어머니 이론으로 읽는 길먼의 『허랜드』: ‘사랑의 신’의 양면성
박선화(건국대) …………………………………………………………………………………… 24
2.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타나난 샤머니즘 고찰
강준수(안양대) …………………………………………………………………………………… 32
3. Living in the New Normal – Re-communicating Core Values and Resiliency in a
Changing World

Dary E. Dacanay(St.Patrick School of Quezon City) ……………………………… 54

제1세션

2분과

종교/철학

1.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대응 유형 연구
김민아(인천대) …………………………………………………………………………………… 61
2. 비대면(untact)의 현실존재론 - 낯설고도 익숙한 또는 익숙하고도 낯선 접촉에 관하여
이성근(서울대) …………………………………………………………………………………… 74
3.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 뉴노멀 시대 종교가 갖는 ‘오래된 미래’
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김민철(연세대) …………………………………………………………………………………… 84
4. 서양의 세계 종교 입문서는 어떻게 동양을 배제했는가
최명훈(서울대) …………………………………………………………………………………… 96

제2세션

1분과

영문학2

1. 토니 케이드 뱀버러의 『소금 먹는 사람들』에 나타난 여성주의 연구
안유진(충남대) …………………………………………………………………………………… 111
2. 소로우의 『월든』과 법정의 『무소유』, 그리고 생명존중
박종무(호원대) …………………………………………………………………………………… 121
3. 『버너 시스터즈』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혐오 연구
정신희(한남대) …………………………………………………………………………………… 131
4. 파라켈수스의 팬데믹 치료법
차영선 …………………………………………………………………………………………… 135

제2세션

2분과

국문학

1. 가톨릭 여성 작가들이 보는 낙태: 박완서, 공지영, 소노 아야코를 중심으로
양혜원(이화여대) ………………………………………………………………………………… 147
2. 문학 속 재난에 대한 종교적・윤리적 인식 – 박경리 <토지>를 중심으로
박상민(강남대) …………………………………………………………………………………… 169
3. 김탁환의 <살아야겠다> 연구
홍주영(공군사관학교) …………………………………………………………………………… 177
4. 뉴노멀 시대, 한국시의 새로운 모색: 세인의 언어를 넘어 존재의 진리의 언어로
– 2000년대 전위시인 김경주의 시를 중심으로

오주리(가톨릭관동대) …………………………………………………………………………… 180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대규모 역병의 서사
- 그리스 로마 문학의 사례김헌 /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I. 들어가는 말

작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19 사태는 전 세계를 순식간에 휩쓸었다.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현재 전 세계 220개국에서 감염자가 나타났다. 전체 확진환자의 수는 91,594,372
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962,217명에 달한다.1) 감염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순식간에 번지게 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인간이 자초한 측면도 강하다. 인간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전력한 산업
화 개발의 시도가 지구 온난화의 결과를 낳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주생활 공간의 기후와
생태 조건이 변하면서 바이러스의 변종이 발생했고, 그 활동 공간이 인간의 생활공간과
겹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이룬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전 세계 인구의 활발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와 같은 세계화는 특정 지역의
바이러스를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이기도 하지만, 인간에 의해 촉발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 최대 피해국은 수치상으로 볼 때, 가장 부유하고 기술이 발달한 미국이다. 우
리나라의 확진자가 70,212명(사망자 1,185명)인데 반해, 미국은 323배가 넘는 22,743,960
명(사망자 378,875명)이며, 1월 1일 현재 확진자의 수 223,338명은 코로나 진단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 총 확진자의 수를 3배 이상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부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책임 있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말로만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자찬하는가 하면, 이 모든 책
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에 있다며 발뺌을 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그러나 어디 그뿐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딱히,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를 비롯해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리스 로마 문학 작품에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잘 맞는 대답을 제시하는 작품은 단연
오이디푸스의 참혹한 운명을 다룬 비극이다. 그리스에서는 소포클레스가, 로마에서는 세네
카가 그 비극을 쓴 작가다. 이 가운데 먼저 서기 1세기에 창작된 것으로 알려진 세네카의
1)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21:48 검색.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query=%EC%BD%
94%EB%A1%9C%EB%82%98+%ED%99%95%EC%A7%84%EC%9E%90&oquery=hold+back+firmly
&tqi=U%2FJCPsp0Jywssm2wOUCssssssZs-077840&acq=%EC%BD%94%EB%A1%9C%EB%82%98&
acr=1&qd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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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 『오이디푸스』의 한 장면을 보기로 하자.

II. 세네카의 비극 『오이디푸스』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 기원전 4년 -

서기 65년)는 금욕주의 사상을 골자

로 하는 스토아 철학의 대가로 꼽힌다. 특히 그는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이자
정치적 조언자로 유명하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등극하며 로마가
공화정을 벗어나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시기였다. 그의 뒤를 이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통
치하던 서기 41년에 세네카는 45세의 나이로 코르시카 섬으로 유배를 당했다. 49년에 다
시 로마로 복귀할 때까지 그는 8년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달래면
서 울분을 삭이기 위해서였는지, 여러 편의 비극 작품을 썼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절제
와 금욕이 삶에 평화와 행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며 철학적 저술을 하는 한편,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격정에 휘둘릴 때에 어떤 불행을 겪게 되는지를 비극 작품을 통해 역설했던
것이다.
이제 인용할 구절은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주인공
오이디푸스는 어려서부터 코린토스의 왕자로 자랐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친부모가 누
구인지 궁금하던 차에, 델피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가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할
것이라는 끔찍한 신탁을 받았다. 오이디푸스는 신탁이 예언한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고결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신들도 변경할 수 없다는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코린토스 왕자로서의 모든 기득권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 운명
을 거스르는 길을 향해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테베 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테베
인들을 죽음의 공포에 떨게 했던 괴물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테베의 왕이 되었다. 그가 괴
물을 물리치고 테베로 들어갔을 때, 그 이전에 테베를 다스리던 라이오스 왕이 포키스 삼
거리에서 죽임을 당한 터라 왕좌가 비어있었기 때문이었다. 백성들은 열렬히 그를 환영했
고, 그는 영웅 대접을 받으며 테베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왕비 이오
카스테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다.
오이디푸스는 도덕적 결단과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운명의 굴레
를 넘어서는 것만 같았고, 승승장구하던 그의 행보는 신들이 그에게 내린 선물처럼 적절
해 보였다. 그는 아름다운 왕비와 네 명의 자식을 낳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백성들
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용감한 왕으로서 테베를 성공적으로 통치하
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테베에 무시무시한 역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속절없이 쓰러져 갔다. 백
성들은 그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예전에서 스핑크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했던 것
처럼, 지금의 역병의 고통에서도 구해달라고 탄원했다. 위기의 순간에 오이디푸스는 구원
자로서 자신만만하게 나섰다. 그는 역병의 원인을 알아냈는데, 델피의 아폴론 신전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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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신탁에 따르면 전왕 라이오스를 죽인 살인자가 도시에 들어와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역병으로 오염되었다는 것이었다. 역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은 라이오스의 살인범을 찾아내 처벌하고 도시로부터 도려냄으로써 도시를 정화하
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오이디푸스는 범인을 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범인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라이오스를 죽인 살인범은 다름 아닌 오이디푸스
자신이었음이 밝혀졌다. 신탁을 따른다면, 도시를 역병에서 구하기 위해 오이디푸스는 자
기 자신을 처벌해야만 했다.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의 충격은 거기서 그치
지 않았다. 자신이 죽인 라이오스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고, 따라서 그와 침대를 같
이 쓰던 아내 이오카스테는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은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
로 밀어넣는 것 같았다. 운명을 피하려는 고결한 오이디푸스의 결단은 자연의 섭리를 거
스르는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의 과실로 끝을 맺은 것이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두 손으로
두 눈을 후벼 파냈으며, 그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리고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역병으로 오염되고 고통당하던 도시를 정화하고 백성들을 구
원하기 위해 피범벅이 된 두 눈으로 앞을 보이지 못한 채 도시를 떠나는 오이디푸스의 간
절하고 한 맺힌 소원으로 끝을 맺는다.

지친 심장에 질병으로 무거워진 그대들 모두가
주검 같은 몸을 끌고 있구나. 자, 간다, 떠나간다.
고개를 들어라. 하늘의 더욱 부드러워진 자태가
등 뒤로 따라오리라. 병들어 누워서 간신히
숨 쉬며 버티는 누구든 생명의 숨결을 가벼이
마시리라. 가라. 드러누운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
대지의 치명적인 병폐는 내가 다 끌고 나가리라.
폭력적인 운명과 질병의 공포스러운 경련이여,
허약함과 시꺼먼 역병과 탐욕스러운 고통이여,
나랑 가자, 나랑. 너희들의 안내라면 기쁘리라.
Quicumque fessi pectore et morbo graves
semanima trahitis corpora, en fugio, exeo:
relevate colla. mitior caeli status
post terga sequitur. quisquis exilem iacens
animam retentat, vividos haustus levis
concipiat. ite, ferte depositis opem:
mortifera mecum vitia terrarum extraho.
Violenta Fata et horridus Morbi tremor,
Maciesque et atra Pestis et rabidus Dolor,
mecum ite, mecum. ducibus his uti libet. (1053-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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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디푸스는 끝까지 고결한 영웅성을 보여준다. 차라리 신들이 가한 운명을 탓하라고,
그 누구도 운명 때문에 저지른 짓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 없다고 이오카스테가 울부짖어
도, 오이디푸스는 자신에게 끔찍한 운명을 부여한 신들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그쪽으로 돌
리지 않았다. 의연히 모든 일을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 인정하며 철저한 자기 징벌을 감
행하였다. 신들에게 돌려질 책임을 자신이 끌어안음으로써 오이디푸스는 역설적이게도 자
기가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한 자유를 전적으로 획득한 것이다. 운명에 꼼짝없이 묶인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오히려 완벽한 자유를 선언한 셈이다.
세네카는 이런 오이디푸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그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임이 드러났을 때, 이를 은폐하거나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용감하게 그 모두들 끌어안는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 유배지에서 세네카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가 그려낸 오이디푸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이 사태에 대해 각
국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III.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세네카의 비극은, 거의 대부분의 로마 문학이 그렇듯이 그리스의 걸작에 대한 ‘모방과
경쟁’(imitatio et aemulatio)의 결과였다. 그의 『오이디푸스』가 취한 전범(典範)은 잘 알
려져 있다시피 그리스 고전기의 대표적인 비극작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다.
두 작품에서 주인공 오이디푸스의 모습은 사뭇 비슷하게 나타난다. 특히 세네카는 소포클
레스가 보여주었던 전통적인 이야기의 구조를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대로 지켰기 때문이
다.
그 내용은 이렇다.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의 불길한 신탁 때문에 버려진 오이디푸스, 그러
나 죽지 않고 살아난 그가 그 신탁에 직면했을 때, 도덕적 결단을 내리고 코린토스를 벗
어나 테베로 들어가 왕이 된다. 그러나 끔찍한 신탁을 벗어나려고 취한 그의 모든 행보가
역설적이게도 그 운명을 따라간다. 테베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를 아버지인줄 모르고 죽이
고, 어머니를 어머니인줄도 모르고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과
실로 인해 테베에 대규모 역병이 엄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 재앙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오이디푸스의 정체와 과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오이디푸스가 이를
피하지 않고 모두 끌어안고 자기 징벌을 통해 도시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작품에서 국가적 재난에 대해 책임지는 지도자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 이
야기가 당대 관객/독자에게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그것은 그
시대를 넘어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문학에 드러난
신화적 상상력은 우리의 과학적 상식과 합리적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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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디푸스의 이야기에서는 역병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우리의 공감을 어렵게 하는 진
입장벽으로 작동하며 유통기간이 지난 낡은 요소를 이룬다. 간단히 말해서, 세네카와 소포
클레스의 작품에서는 ‘왜 테베에 대규모 역병이 들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신이 테베에
대해 노해서’라는 식의 대답이 전제되어 있다.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을 척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가 오염되었고, 이에 노한 신이 그 징벌로 대규모 역병의 재앙을 내렸다는 식
의 설명이 제시된다. 요즘도 ‘코로나 19는 인간들에게 내린 신의 경고며 징벌이다’라는 식
으로 말하는 종교지도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설명
이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의 한 장면을 보자. 오이디푸스의 지시에 따라 델피의
아폴론 신전에서 역병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듣고 온 크레온이 오이디푸스와 나누는 대화
다.

크레온: 포이보스 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이 땅에서 양육된 나라의 치욕을 모두 몰아내고
치유할 수 없을 때까지 품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오이디푸스: 어떤 정화인가?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크레온: 사람을 추방하거나 살인을 살인으로 갚으라 하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도시에 폭풍을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도대체 누구의 운명을 그분은 이렇게 드러내시는가?
크레온: 왕이시여, 그대가 이 도시를 바른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는 라이오스 왕이 이 땅의 통치자였습니다.
오이디푸스: 들어서 난 안다. 한 번도 그를 본 적은 없으니까.
크레온: 그분은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께서 우리들에게
그 살인자들을 손으로 벌주라고 분명히 명령하시는 겁니다.
ΚΡ. Ἄνωγεν ἡμᾶς Φοῖβος ἐμφανῶς ἄναξ
μίασμα χῶρας ὡς τεθραμμένον χθονὶ
ἐν τῇδ' ἐλαύνειν μηδ' ἀνήκεστον τρέφειν.
ΟΙ. Ποίῳ καθαρμῷ; τίς ὁ τρόπος τῆς ξυμφορᾶς;
ΚΡ. Ἀνδρηλατοῦντας, ἢ φόνῳ φόνον πάλιν
λύοντας, ὡς τόδ' αἷμα χειμάζον πόλιν.
ΟΙ. Ποίου γὰρ ἀνδρὸς τήνδε μηνύει τύχην;
ΚΡ. Ἦν ἡμίν, ὦναξ, Λάϊός ποθ' ἡγεμὼν
γῆς τῆσδε, πρὶν σὲ τήνδ' ἀπευθύνειν πόλιν.
ΟΙ. Ἔξοιδ' ἀκούων· οὐ γὰρ εἰσεῖδόν γέ πω.
ΚΡ. Τούτου θανόντος νῦν ἐπιστέλλει σαφῶς
τοὺς αὐτοέντας χειρὶ τιμωρεῖν τινας. (96-107)

대규모 역병에 관한 두 작가의 설명은 신화적 상상력에 근거한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
다.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인 적폐가 도시를 뒤덮은 전염병이라는 병리적 현상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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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는 것을 과학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치 가뭄이 들어 흉년이 올 때, 군
주가 덕이 없어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는 식의 설명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설명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경우, 군주가 자신의 부덕을 인정하고 신 앞에 엎드려 기우제
를 드리는 행위는 번혀 과학적인 대책이 아니며, 단지 군주의 부덕에 노한 하늘을 달래는
제의적 의미만을 갖는다. 물론 언젠가는 비가 내린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것은 군주의 부
덕에 대해 하늘이 용서했기 때문은 아니다. 다른 기상학적인 이유로 비가 내린 것이다. 그
러나 그런 제의적 실천은 분노한 민심을 달래는 정치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지금도 이
런 방식의 ‘정치적 쇼’는 일정 부분 먹히는 ‘정치적 마법’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만사에 대해 과학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감정이
나 상상에 근거한 인과관계에 쉽게 쏠리는 것이 인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기 때문이
다.

IV.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소포클레스가 보여주었고 세네카가 답습한, 대규모 역병의 원인을 신화적 상상력으로
그려내는 설명 방식의 최초 사례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나타난다. 트로이아 전쟁
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영웅 서사시의 첫 장면은 트로이아 성벽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리스 연합군의 진지에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건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역병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내기보다는 그리스인들에게 진노한 아폴론 신의 보복
으로 그려지며, 역병에 걸려 쓰려져 죽어가는 사람들은 아폴론이 쏜 화살에 맞았기 때문
인 것으로 묘사된다.

이런 말로 기도하자, 찬란한 아폴론은 그에게 귀 기울이다가
올륌포스 산 갓머리에서 가슴 속 깊이 격분하면서 내려왔다,
활을 어깨에 걸어 메고, 양쪽에 뚜껑이 달린 화살통도 메고.
화살들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격분한 그의 어깨 위에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는 밤이 덮치듯이 내려오고 있었다.
곧 앉았다, 함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리고 화살을 쏘아댔다.
무시무시한 울림이 은빛 번뜩이는 활로부터 울려 퍼져 나갔다.
처음엔 노새들을 공격했다, 그리고 또 섬광처럼 날쌘 개들도.
이어서 사람들을 향해 촉이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
날렸다. 죽은 자들을 태우는 장작불이 연이어 타올랐다.
구일 동안 군대 위로 쏟아졌다. 신이 날려 보낸 화살들이.
Ὣς ἔφατ' εὐχόμενος, τοῦ δ' ἔκλυε Φοῖβος Ἀπόλλω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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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ῆ δὲ κατ' Οὐλύμποιο καρήνων χωόμενος κῆρ,
τόξ' ὤμοισιν ἔχων ἀμφηρεφέα τε φαρέτρην·
ἔκλαγξαν δ' ἄρ' ὀϊστοὶ ἐπ' ὤμων χωομένοιο,
αὐτοῦ κινηθέντος· ὃ δ' ἤϊε νυκτὶ ἐοικώς.
ἕζετ' ἔπειτ' ἀπάνευθε νεῶν, μετὰ δ' ἰὸν ἕηκε·
δεινὴ δὲ κλαγγὴ γένετ' ἀργυρέοιο βιοῖο·
οὐρῆας μὲν πρῶτον ἐπῴχετο καὶ κύνας ἀργούς,
αὐτὰρ ἔπειτ' αὐτοῖσι βέλος ἐχεπευκὲς ἐφιεὶς
βάλλ'· αἰεὶ δὲ πυραὶ νεκύων καίοντο θαμειαί.
Ἐννῆμαρ μὲν ἀνὰ στρατὸν ᾤχετο κῆλα θεοῖο, (1.43-53)

이 서사에서 격노한 아폴론이 무자비하게 쏘아대는 치명적인 화살은 역병을 그려내는
신화적 상징이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이 아폴론의
사제 크리세스를 모욕했기 때문이다. 사제는 트로이아 사람이다. 그는 아가멤논의 전리품
으로 잡혀 있는 딸을 구하기 위해 빛나는 몸값을 풍부하게 가지고 와 간절하게 탄원했다.
그러나 아가멤논은 정중하고 간절한 청원을 난폭하게 거절했고 노 사제를 거칠게 쫓아냈
다. 모욕을 당한 사제는 아폴론 신에게 탄원했고, 진노한 아폴론 신은 대규모 역병을 그리
스 연합군 진영에 보냈다. 그렇게 무려 구일 동안 수많은 전사들이 죽어갔다.
이 장면에서 물어보자. 왜 갑자기 그리스 연합군의 진영에 대규모 역병이 일어났는가?
작품 속에서는 역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그리스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가 나섰다. 그리
고 그의 지시에 따라 예언자 칼카스가 나서서 진실을 밝혔다. 아가멤논의 탐욕과 오만이
역병의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잘못된 행동이 역병을 불러 일으켰다? 과학
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엉터리 이야기’이다. 그런데 왜 호메로스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일까? 그의 생각이 우리의 과학적 상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가? 인간들 사이에
일어난 역병이 정치 지도자의 오만과 불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서사는 당대 그리스인들의
종교적 세계관과 신화적 상상력을 보여준다고 해명하면 되는 것일까? 그들은 그렇게 자연
재해가, 대규모 역병이 인간의 과실, 특히 지도자의 잘못된 행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었
고, 그렇게 불의를 응징하는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믿었다고 말이다.

V.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는 역병의 발생에 관한 비교적 과학적인 해명이 나온다.
물론 철저하게 과학적 설명은 아니고, 신화적 상상력과 종교적 세계관과 일정 부분 결합
된 해명이다. 참혹한 운명에 짓이겨져 두 눈을 뽑고 테베를 떠나 이리저리 떠돌던 오이디
푸스가 죽고, 그의 두 아들이 오이디푸스가 떠나 공석이 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게 된다. 두 아들이 권력을 놓고 싸우는 것을 이미 보았던 오이디푸스는 두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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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한, 둘이 서로를 죽이며 함께 최후를 맞이하리라는 저주 서린 예언
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현되었다. 테베의 왕권을 차지한 에테오클레스에게 폴뤼
네이케스는 아르고스의 군대를 이끌고 테베를 공격한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실패했다. 그
렇다고 에테오클레스가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전쟁에서는 테베가 승리를 거두었지
만, 에테오클레스는 폴뤼네이케스와 일대일 대결을 벌이다가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오이
디푸스의 예언대로 두 형제는 서로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두 형제가 죽자, 그들
의 삼촌인, 이오카스테의 오라비인 크레온이 왕권을 쥐었다. 그는 승리로 끝난, 그러나 상
처투성이인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 포고령을 내렸다. 테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에테오클레
스는 명예롭게 장례를 치르지만, 아르고스의 군대를 이끌고 조국을 공격한 폴뤼네이케스
의 시신은 모욕하고 들판에 버려 개와 새의 먹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다. 만약 그의 시
신에 대해 장례를 치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다.
그러나 크레온의 포고령은 부작용을 낳았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내린 포고령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두 형제의 누이,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가 그의 포고
령을 거역한 것이다. 이스메네조차 언니를 따라 죽겠다고 나섰고, 심지어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도 아버지의 조치는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테베의 장로
들도 크레온을 비난했다. 그리고 마침내 테베의 최고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나타나 크레
온의 조치가 불러온 재난에 대해 극단적인 경고를 하고 나섰다. 크레온의 조치는 죽은 자
에게 적절한 예를 표하라는 신의 불문율에 어긋나며, 이에 따라 엄청난 재앙의 전조가 시
작되었다는 선언이었다.

도시가 이런 병을 앓는 것은 그대의 생각 때문이오.
왜냐하면 제단들과 화덕들은 모조리
새떼와 개떼가 오이디푸스의 불행하게 전사한
아들에게서 뜯어낸 먹이에 의해 더렵혀졌으니까.
그래서 신들께서도 이제 더는 우리에게서
제물도, 기도도, 넓적다리의 불길도 받지 않으시는 것이며,
새도 맑은 목소리로 분명한 징조를 주지 않는 것이오.
그것들은 죽은 사람의 피에서 기름기를 맛보았으니까요.
Καὶ ταῦτα τῆς σῆς ἐκ φρενὸς νοσεῖ πόλις·
βωμοὶ γὰρ ἡμῖν ἐσχάραι τε παντελεῖς
πλήρεις ὑπ' οἰωνῶν τε καὶ κυνῶν βορᾶς
τοῦ δυσμόρου πεπτῶτος Οἰδίπου γόνου.
Κᾆτ' οὐ δέχονται θυστάδας λιτὰς ἔτι
θεοὶ παρ' ἡμῶν οὐδὲ μηρίων φλόγα,
οὐδ' ὄρνις εὐσήμους ἀπορροιβδεῖ βοάς,
ἀνδροφθόρου βεβρῶτες αἵματος λίπος. (1015-1022)

- 17 -

물론 이 작품에서는 대규모 역병이 테베를 휩쓸었다고 명시되지는 않는다. 단지 신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테이레시아스가 새 점이나 동물의 내장 점을 치려고 했지만, 이상 현
상이 나타나 제대로 신의 뜻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말만 했다. 새의 움직임과 동물의 내장
에서 신의 뜻을 읽어낼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은 워낙에 주술적이어서 과학적으로 받아들이
기 힘들지만, 크레온의 그릇된 조치가 가져올 불행의 전조는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읽힌다. 폴뤼네이케스의 시신을 모욕한다는 이유로 들판에 시체를 방치할 경우, 그
와 함께 다른 아르고스인들의 시신들도 역시 적절하게 수습하지 않고 들판에 그대로 내버
려둔다면 치명적인 위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즉 크레온의 조치는 대규모
역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예감을 테이레시아스의 경고에서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설득력이 높은 경고다.
결국 그는 안티고네가 폴뤼네이케스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하
라고 촉구한다. 그것은 신의 뜻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대규모 역병을 막을
수 있는 과학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어쩌면 테이레시아스는 크레온의 조치가 유발할 수
있는 병리적 재앙을 막기 위해 신화적 종교적인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
고 이를 통해 소포클레스는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사고를 가진 관객들, 즉 아테네의 일반
시민들에게 도덕적인 각성을 위해 종교적 경건을 권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대규모
역병의 재앙을 겪은 사람들에게, 그 원인이 인간의 오만과 불경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
학적으로는 불합리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이 과정에서 도덕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효과는
얻을 수 있다. ‘이 재앙의 원인은 바로 당신들의,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
동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 역병의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바로 서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현명하게 판단하라.’ 인과관계의 설명은 합리적인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재앙의
고통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도덕적 종교적 허무주의에 휩싸여 아무렇게나 행동하려
는 욕망을 제어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특히 역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시민들이 도덕적인 각성을 통해 행동을 바로잡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포클레스는 크레온과 테이레시아스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인 과실이나 잘못된 판단 자체를 병리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기에 이른다. 잘못된 판
단, 현명하게 생각하지 못함, 즉 어리석음 자체, 특히 지도자의 어리석음은 하나의 병이
며, 그것이 권력을 통해 번져 나오면 도시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것
은 하나의 은유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지도자의 잘못된 조치가 실제로 대규모 역병을 불
러일으킬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테이레시아스: 인간들 중에 누가 알고 누가 생각하는가요?
크레온: 무엇을 말이오? 무슨 보편적 진리를 말하려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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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레시아스: 올바른 생각이 얼마나 값진 재산인지를!
크레온: 생각건대, 어리석음이 가장 큰 손해인 그만큼이겠지요.
테이레시아스: 그런데 그대는 바로 그 병에 감염되어 있소.
ΤΕ. ἆρ' οἶδεν ἀνθρώπων τις, ἆρα φράζεται –
ΚΡ. Τί χρῆμα; ποῖον τοῦτο πάγκοινον λέγεις;
ΤΕ. ὅσῳ κράτιστον κτημάτων εὐβουλία;
ΚΡ. Ὅσῳπερ, οἶμαι, μὴ φρονεῖν πλείστη βλάβη.
ΤΕ. Ταύτης σὺ μέντοι τῆς νόσου πλήρης ἔφυς. (1048-1052)

VI. 투퀴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다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로 돌아가 보자. 이 작품은 기원전 425년에 대 디오뉘
소스 제전에서 출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보다 좀 더 앞선 기원전 429년에 공연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의 주장은 기원전 431년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펠로
폰네소스 전쟁이 터지고 그 이듬해 아테네에 퍼졌던 대규모 역병이 이 작품의 역사적 배
경이 되었다는 데 근거한다. 이 전쟁을 상세하게 기록한 역사가이자 참전 장군이었던 투
퀴디데스는 전쟁이 일어난 그 이듬해(기원전 430년)에 아테네에 역병이 돌았다고 기록했
다. 소포클레스는 수많은 아테네인들이 역병으로 목숨을 잃자, 이를 위로하기 위해 『오이
디푸스 왕』을 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아테네에 역병이 대규모로 퍼졌을까? 소포클레스의 비극이 말하는 것처럼,
당대 정치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의 부도덕한 행태 때문에 신들이
노해서 징벌을 내렸던 것일까? 소포클레스는 그들의 도덕적인 책임을 물기 위해 비극 『오
이디푸스 왕』을 무대에 올린 것일까? 그런데 역병의 원인에 대해 적어도 투퀴디데스는 그
런 식으로 기술하지는 않았다. 그는 역사가답게 실증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설명
하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 역병은 아이귑토스 남쪽 아이티오피아에서 처음 발생하여 아이귑토스와 리
뷔에와 페르시아 제국 대부분에 퍼졌다고 한다. 이 역병은 갑자기 아테네 시
에 퍼졌다. 맨 먼저 감염된 것은 페이라이에우스인들인데, 그들은 펠로폰네소
스인들이 우물에 – 당시 그곳에는 샘이 없었다 – 독을 탔다고 생각했다. 나중
에 역병이 아테네 시에까지 퍼지자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ἤρξατο δὲ τὸ μὲν πρῶτον, ὡς λέγεται, ἐξ Αἰθιοπίας τῆς ὑπὲρ Αἰγύπτ
ου, ἔπειτα δὲ καὶ ἐς Αἴγυπτον καὶ Λιβύην κατέβη καὶ ἐς τὴν βασιλέ
ως γῆν τὴν πολλήν. ἐς δὲ τὴν Ἀθηναίων πόλιν ἐξαπιναίως ἐσέπεσε,
καὶ τὸ πρῶτον ἐν τῷ Πειραιεῖ ἥψατο τῶν ἀνθρώπων, ὥστε καὶ ἐλέχθ
η ὑπ' αὐτῶν ὡς οἱ Πελοποννήσιοι φάρμακα ἐσβεβλήκοιεν ἐς τὰ φρέ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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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α· κρῆναι γὰρ οὔπω ἦσαν αὐτόθι. ὕστερον δὲ καὶ ἐς τὴν ἄνω πόλιν
ἀφίκετο, καὶ ἔθνῃσκον πολλῷ μᾶλλον ἤδη.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2권
48.1-2.)

그런데 이와 같은 재앙이 생긴 원인을 추적하면, 실제로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페리클
레스의 탓이 크다. 그는 아테네인들에게 스파르타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으며, 전쟁에서
승리할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설득을 시도했었다. 그의 전략은 육군력이 우위에 있는 스
파르타가 공격할 때면 아테네인들이 모두 아테네 도성 안으로 피신하여 버티고, 해군의
정예 병력이 아테네 도심에서 페이라이에우스 항구까지 연결된 잘 닦인 길을 따라 신속하
게 이동하여 스파르타 본국을 치든가, 아니면 스파르타의 후방이나 펠로폰네소스 주요 동
맹국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런 작전이 가능한 이유는 아테네 도성에서 페이라이에우스
항구까지의 길은 성벽으로 잘 방어되어 있어 적의 공격에 상관없이 병력이 이동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전략은 위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폐쇄된 공간으로 전염병이 수많
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번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든 셈이다. 아테네 병력이 신속하게 도심
에서 항구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만큼이나 항구에 도착한 역병의 바이러스는 빠르게 움직
이는 사람들을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항구에서 도심으로 번져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아테
네 도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역병이 순식간에 발
생한 것이다. 페리클레스의 전략은 군사적으로는 탁월했지만, 이와 같은 위생학적인, 병리
학적인 변수를 계산하지 못한 인재였던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지도자의 오만에
대한 신의 징벌이었을까? 페리클레스는 그 역병에 감염되어 전쟁이 일어난 지 2년 반만에
죽고 말았다.
대규모 역병이 아테네 전역에 번졌을 때, 게다가 아테네를 압도적으로 이끌어나가던 정
치 지도자를 잃었을 때,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아테네에 만연했다. 이를 지켜보던 투퀴디
데스는 소포클레스나 세네카의 비극이 그려주는 것처럼, 특정 정치 군사 지도자의 도덕적
과오 때문에 도시에 대규모 역병이 생겼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테네를 엄
습한 역병이 인간의 정신과 도덕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염치를
버리고 법과 규범, 윤리를 내팽개치는지에 주목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절제하며 생생하게
기록하려고 했다.

처음에도 그리고 다른 점에서도 이 도시(아테네)는 이 역병 탓에 무법천지가
되기 시작했다. 운세가 돌변하여 부자들이 갑자기 죽고 전에는 무일푼이던 자
들이 그들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은 전에는 은폐하곤 하던
쾌락에 공공연하게 탐닉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도 재물도 덧없는 것으로
보고 가진 돈을 향락에 재빨리 써버리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목표를 이루기
도 전에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고상해 보이는 목표를 위해 사서 고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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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장의 쾌락과 그것에 이바지하는 것이면 무엇이
나 유용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신들에 대한 두려움도 인간의 법도 구속력이
없었다. 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관해 말하자면,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무차별적으로 죽는 것을 보자 그들은 신을 경배하든 않든 마찬가지라고 생각
했다. 인간의 법에 관해 말하자면, 재판을 받고 발을 받을 만큼 오래 살 것이
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저마다 자기에게는 이미 더 가혹
한 판결이 내려졌으며, 그것이 집행되기 전에 인생을 조금이라도 즐기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다. 이렇듯 아테네인들은 이중고에 시달렸다. 도시에서는 사람들
이 죽어갔고 도시 바깥의 영토는 약탈당하고 있었다.
Πρῶτόν τε ἦρξε καὶ ἐς τἆλλα τῇ πόλει ἐπὶ πλέον ἀνομίας τὸ νόσημ
α. ῥᾷον γὰρ ἐτόλμα τις ἃ πρότερον ἀπεκρύπτετο μὴ καθ' ἡδονὴν ποι
εῖν, ἀγχίστροφον τὴν μεταβολὴν ὁρῶντες τῶν τε εὐδαιμόνων καὶ αἰφνι
δίως θνῃσκόντων καὶ τῶν οὐδὲν πρότερον κεκτημένων, εὐθὺς δὲ τἀκεί
νων ἐχόντων. ὥστε ταχείας τὰς ἐπαυρέσεις καὶ πρὸς τὸ τερπνὸν ἠξί
ουν ποιεῖσθαι, ἐφήμερα τά τε σώματα καὶ τὰ χρήματα ὁμοίως ἡγούμε
νοι. καὶ τὸ μὲν προσταλαιπωρεῖν τῷ δόξαντι καλῷ οὐδεὶς πρόθυμος
ἦν, ἄδηλον νομίζων εἰ πρὶν ἐπ' αὐτὸ ἐλθεῖν διαφθαρήσεται· ὅτι δὲ ἤ
δη τε ἡδὺ πανταχόθεν τε ἐς αὐτὸ κερδαλέον, τοῦτο καὶ καλὸν καὶ χ
ρήσιμον κατέστη. θεῶν δὲ φόβος ἢ ἀνθρώπων νόμος οὐδεὶς ἀπεῖργε,
τὸ μὲν κρίνοντες ἐν ὁμοίῳ καὶ σέβειν καὶ μὴ ἐκ τοῦ πάντας ὁρᾶν ἐν
ἴσῳ ἀπολλυμένους, τῶν δὲ ἁμαρτημάτων οὐδεὶς ἐλπίζων μέχρι τοῦ δί
κην γενέσθαι βιοὺς ἂν τὴν τιμωρίαν ἀντιδοῦναι, πολὺ δὲ μείζω τὴν ἤ
δη κατεψηφισμένην σφῶν ἐπικρεμασθῆναι, ἣν πρὶν ἐμπεσεῖν εἰκὸς εἶ
ναι τοῦ βίου τι ἀπολαῦσαι. Τοιούτῳ μὲν πάθει οἱ Ἀθηναῖοι περιπεσό
ντες ἐπιέζοντο, ἀνθρώπων τ' ἔνδον θνῃσκόντων καὶ γῆς ἔξω δῃουμέν
ης.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2권 53.1-54.1)

그리고 이러한 혼란은 역병의 상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들이 나서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방역을 통해 역병을 잡
아야겠지만, 그와 함께 사회의 질서를 되찾는 정치적인 대책이 있어야 했고, 시민들의 도
덕적 각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왕』을 발
표했던 것이다.

VII. 맺음말

한 해가 다시 시작하는 봄날, 디오뉘소스 극장에 시민들이 모였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
전히 역병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한편,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여러
나라와 어려운 전쟁을 계속해야만 했다. 안팎으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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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했다. 소포클레스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대 디오뉘소스 제전의 비극 경연
대회 무대 위에 그 옛날 테베에 역병이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전설을 소환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단순한 유희적 회고가 아니라, 역병에 시달리던 아테네인들에게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왜 우리는 이런 역병의 재앙을 겪어야만 하는가?’ 무대 중앙
에 제물처럼 서 있는 오이디푸스는 그러한 역병에 책임을 져야만 할 페리클레스와 당대
정치지도자들을 암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관객들 모두를 되돌아보게 하는 반성의 지표
이기도 했다. 그리고 역병의 와중에 돌발하여 만연한 윤리적 혼란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
는 외침이기도 했다. 관객 하나하나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참혹한 결과 앞에서도 의연하
게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떠나는 오이디푸스처럼, 재앙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신
과 운명을 원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오히려 자신에게서 찾는 성숙한 태도와
눈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재앙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던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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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1분과

영문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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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만의 위대한 어머니 이론으로 읽는 길먼의 『허랜드』:
‘사랑의 신’의 양면성
박선화 / 건국대학교

Ⅰ. 들어가면서

샬롯 퍼킨스 길먼(Charlotte Perkins Gilman)은 1915년 소설 『허랜드』 (Herland)에
서 약 2천 년 전에 여성만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상상한다. 원래는 양성으로 구성되었던
이 나라는 외부 세력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밀리고 밀리다가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지
역에 정착한다. 당시 이 나라는 선박, 군대, 왕이 존재하고 일부다처제와 노예제가 존속하
는 나라였다. 여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산폭발이 발생하여 외부로 향하는 유일한 출구
가 봉쇄되고 만다. 이 폭발과 이로 인한 내분으로 남성은 모두 죽고 일부 여성만 살아남
아 ‘허랜드,’ 즉 여성만의 나라를 일구기 시작한다는 것이 허랜드의 기원이다. 길먼은 허
랜드의 이러한 기원 설정에서 나아가 우여곡절을 거치며 허랜드를 방문한 미국 기독교인
에게 허랜드의 ‘사랑의 신’(Loving Power)을 소개한다. 기독교인은 여성만의 나라가 믿고
따르는 허랜드의 모신 ‘사랑의 신’을 경험하면서 기독교의 가부장적 신에 대해 재고하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허랜드의 모신이 사랑의 신인 동시에 파괴적인 힘으로 부각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허랜드의 ‘사랑의 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허랜드의 모신이
내포하고 있는 양면이 드러난다. 이에 의해 본 연구는 선한 속성과 파괴적 속성을 동시에
지닌 여성성의 원형을 연구한 에리히 노이만(Erich Neumann)의 위대한 어머니(Great
Mother) 이론으로 길먼의 『허랜드』를 읽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읽기의 궁극적 목표는 허
랜드의 모신의 양면성을 포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모신 종교가 가부장
적 기독교의 일방적인 발달에서 간과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모신 종교
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논의는 허랜드의 모신을 ‘원시’(primitive)종교로 분류할 것인지를 고민하면
서 시작한다. 여기서 ‘원시’라는 용어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이나 미개한 상태를 가리키
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종교학의 이해』의 「세계의 종교들: 연
구의 편의를 위한 종교의 분류」에서 저자 유요한교수는 원시종교, 고대종교, 세계종교, 그
리고 현대종교로 분류하면서, “근대 서구 지식인의 시각에서 오래되고 미개하고 문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의 종교,” 즉 원시종교라는 개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있음을 언급
한다. 다시 말해서, ‘원시’라는 용어는 “인간 사고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형태”(60)
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원시종교를 “가족유사성”(61)으로 묶어 규명하는데
이러한 원시종교의 구성 형태는 허랜드에서도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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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종교의 배경이 되는 집단은 대개 친족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소규모 사회
로, 구성원의 기능분화가 뚜렷하지 않다. 종교, 가정, 정치, 경제가 하나로 얽
혀 있으며, 현대인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신화적인 사고와 의례 행위를
중심으로 집단 및 개인의 삶이 구성된다. 많은 경우 이 집단에서는 계급 분화
도 분명하지 않아서, 일반인과 구별되는 직업적인 종교 전문인이 없거나, 있더
라도 따로 계급을 구성하지 않는다. 원시종교는 작은 마을이나 부족 단위로
신화가 전해지고 의례가 수행되며 지식이 공유되는 종교이다. 대개 여러 신들
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각 공동체를 주관하는 신과 더 직접적으로 교류하려 하
며, 자신들이 신봉하는 신과의 관계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신성한 자
연과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며, 자연현상에 반응하여 의례를 수행하고 이를 기
준으로 시간의 단위를 정한다. (유요한 61-62)

허랜드의 최초의 어머니에서 5명의 여아가 태어나고 이 5명의 여아가 성장해서 25살에
각 5명의 여아를 출산한 것을 감안한다면, 허랜드는 친족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이
다. 최초의 어머니는 이러한 가족 구성에서 보면 100살에 125명의 손녀를 두게 되는 셈
이다. 여기서 허랜드의 여성들이 “처녀생식(parthenogenesis)을 통해 여아만을 출산하는
능력”(HL 45)을 지니고 있다는 설정에는 허랜드가 함의하고 있는 ‘원시’적 특성이 드러난
다. 남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파격적인 구상을 통해 작가 길먼은 인간의 ‘원시’ 상태를 상
상하고 있는 것이다. 길먼은 “인간 사고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형태”로서의 ‘원시’
의 허랜드에서 ‘사랑의 신’을 창조하여 소개한다.
위 인용문에서 원시종교를 따르는 공동체에서 “종교, 가정, 정치, 경제가 하나로 얽혀
있”다는 특징은 허랜드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원시 공동체에서 구성원의 기능 분화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허랜드의 상황에 비추어 설명하기에는 논란의 여
지가 있다. 허랜드의 여성들은 ‘원시’ 종교를 따르지만 분명한 기능 분화와 분업을 통해
맡은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허랜드는
종종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처럼 고도로 발달된 사회”(HL 67)로 언급되기도 하기 때문에
허랜드의 모신과 고대종교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주목할 점은 허랜드의
기능 분화가 모신이 이끄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허랜드
여성들은 공동체를 주관하는 모신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모신을 전적으로 따르며, 이러
한 모신은 이 여성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위 인용문에서 언급하듯이
허랜드에는 직업적인 종교 전문인은 존재하지 않지만, 허랜드의 모신은 ‘원시’종교의 신의
역할처럼 모든 구성원과 모든 일을 주관하는 신성한 존재이다.
허랜드의 신성한 모신, ‘사랑의 신’은 칼 융의 분석심리학을 이어받아 『위대한 어머니
여신』(The Great Mother)에서 원시부터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 작품에 반
영된 여성성 원형을 연구한 노이만의 ‘위대한 어머니’ 여신 개념과 맥을 같이한다. 노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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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대한 어머니 여신을 융이 “영원불멸의 현존재”(eternal presence)라고 칭한 “원시적
원형”(primodial archetype, 23)으로 규명한다. 원시적 원형인 위대한 어머니 여신은 노
이만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 사고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형상이자 “심리적
투영물을 나타내는 개념”(27)이다. 위대한 어머니 여신은 이 개념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에
인간에 의해 이미 숭배되고 또 묘사되어 왔다. 이러한 위대한 어머니 여신은 여러 민족이
나 부족 사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또는 형상으로] 구현되거나” 그리고 심지
어 현대인의 무의식에서도 “자연 발생적으로 발현할 수 있다”(30)고 주장한다. 이러한 노
이만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노이만의 위대한 어머니 여신, 즉 원시적 원형의 투영물과 연
계해서 길먼의 허랜드에서의 ‘사랑의 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허랜드 모신의 양면성

『허랜드』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이자 신실한 믿음을 지닌 기독교인으로서 밴딕 제
닝스(Vandyck Jennings)는 허랜드에서 만난 엘라도어(Ellador)2)의 종교를 이해하려고 노
력한다. “약 사만 평방킬로미터”(HL 77) 크기에 약 삼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허랜드에
서 약 9개월을 보낸 밴딕은 허랜드의 역사, 경제,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엘라
도어와의 결혼을 숙고하면서 허랜드의 종교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엘라도
어에게 미국의 다양한 종교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믿는 “신”(Dominant Power,
HL 109)이란 그들이 “만든 이미지이자 형상”(HL 110)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와 달리
그가 알게 된 것은 허랜드 여성들은 특별한 처녀생식의 능력을 통해 여아를 출산하고 양
육하는 과정에서 ‘모성애’(motherhood)를 가장 고귀한 능력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모
성애는 허랜드를 지배하는 신성한 능력으로 숭앙받는다. 이는 허랜드 여성들이 미국의 종
교나 그리스 종교에서 드러나는 전쟁, 질투, 복수와 약탈의 신에 대한 특징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애로운 모신의 특징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Their religion, you see, was maternal; and their ethics, based on the
full perception of evolution, showed the principle of growth and the
beauty

of

wise

culture.

They

has

no

theory

of

the

essential

opposition of good and evil; life to them was growth; their pleasure
was in growing, and their duty also. (HL 102)
2) 허랜드에서 이름은 있지만 가족의 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허랜드에서 개인의 이름은 살아가면서 개인
의 특성을 묘사하는 이름을 갖게 되고 이 이름은 바뀌기도 하고 이름에 다른 명칭이 추가되기도 한
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허랜드의 교육 담당자인 모아딘(Moadine)은 다른 나라의 왕에 해당하는 허
랜드의 “국모”(Land Mother)를 예로 든다. 국모는 ‘생각하는 자’를 의미하는 “메라”(Mera)로 불렸다
가 이제는 ‘현명하게 생각하는 자’를 의미하는 “오-두-메라”(O-du-Mera)로 불린다. 하지만 허랜드
여성은 보통 이름만 사용하는데, 모아딘은 이에 대해 모두 “한 가족”(HL 73)이기 때문에 별도의 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다. 이처럼 성 없이 이름만 사용하는 방식 또한 허랜드의 ‘원시’ 공동체의
한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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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랜드의 종교는 한결같이 보살피고 지켜주는 모성애에 근거를 둔다. 밴딕은 이러한 모성
애가 대문자 모성애(Motherhood)로 드높여지고 여기서 진화해서 신으로 자리잡은 것이라
고 생각한다. 밴딕이 더욱 놀라는 것은 허랜드 여성들이 종교가 진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고 모성애, 즉 ‘사랑의 신’의 부드러움과 온화함 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허랜드의 종교에는 죄를 지으면 지옥 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영원한 형벌”(eternal punishment, HL 112)이란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엘라도어는 허랜드의 과거에 끔찍한 생각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위의 인
용문에서 제시하듯이 허랜드 여성들은 인간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는 사고를 지니고 있
어서 이에 의해 과거의 끔찍한 생각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다는 것이다. 밴딕이 보기에, 허
랜드 여성들은 진화론에 의거해서 선조의 과거를 존중하지 않으며, 시간이 흘러 가치가
없는 과거는 가차 없이 지워버린다. 허랜드 여성들은 ‘사랑의 신’의 원리에 따라 진화 그
리고 성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종교 또한 인간의 진화와 성장과 연관된 경우에
만 가치를 부여한다.
여기서 엘라도어에게 “신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나요?”(HL 112)라는 밴딕의 질문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질문에서 허랜드의 종교와 미국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엘라도어는 신을 자연스럽게 의인화하는 것을 인
정하지만 허랜드의 신이 위대한 여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그녀는 신
을 “삶에 스며들어 있는 신성한 힘이자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HL 112-13)이라고 주장한
다. 이러한 힘이자 영혼은 허랜드에서 자애롭고 관대한 모성애와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때
그녀는 미국 기독교에서 신을 “위대한 남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데, 밴딕은
신을 “그분, 인간, 수염을 기른 남자”(HL 113)로 규명한다. 그는 그의 대답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독교가 고대 히브리의 가부장적 사회
가 형상화한 신의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았음을 인정한다. 그러니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히브리인의 영향을 받아 가부장적 신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다.

“What

I

cannot

understand,”

she

pursued

carefully,

“is

your

preservation of such a very ancient state of mind. This patriarchal
idea you tell me is thousands of years old?”
“Oh yes-four, five, six thousand-ever so many.”
“And you have wonderful progress in those years-in other things?”
“We certainly have. But religion is different. You see, our religions
come from behind us, and are initiated by some great teacher who
is dead. He is supposed to have known the whole thing and taught
it. All we have to do is believe-and obe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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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 from that,” she pursued, “what I cannot understand is why
you keep these early religious ideas so long. You have changed all
your others, haven’t you?” (HL 113-14)

밴딕은 미국의 기독교와 달리 허랜드의 종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수정가능한
진취적 이상을 품고 있음을 엿본다. 이러한 변화는 허랜드의 종교가 마을 사원들에 머물
고 있는 현명하고 고귀한 여성이 허랜드의 어느 여성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위안과
혜안과 지혜를 나눠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즉 허랜드 여성들은 신의
관계를 어머니와의 관계로 여기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신이 자신들의 성장과 성숙
을 위해 존재한다고 여긴다. 허랜드에는 성스러운 종교 형식이나 의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여성의 삶에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신’에 대한 종교적 감정이 녹아있다. 선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허랜드의 삶의 이유이고, 진화하고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녀들의 종
교인 것이다. 이처럼 밴딕은 엘라도어와 종교와 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허
랜드의 신은 어머니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넓고 강한 사랑의 개념과 맞닿아
있음을 더욱 더 깊이 인식하게 된다.

“It is beautiful!” I cried enthusiastically. “It is the most practical,
comforting, progressive religion I ever heard of. You do love one
another-you do bear one another’s burdens-you do realize that a
little child is a type of the kingdom of heaven. You are more
Christian than any people I ever saw.” (HL 115; 원문 강조)

이 지점에 이르면, 허랜드의 ‘사랑의 신’은 노이만이 주장하는 위대한 어머니의 ‘선한
어머니’(Good Mother) 속성을 잘 대변해 준다. 심층심리학적 관점에서 위대한 어머니는
자아 발달에 관여하는 힘으로서 자아의 성장을 도와 준다. 하지만 자아의 성장을 방해하
는 속성도 존재하는 데 노이만은 이를 ‘공포의 어머니’(Terrible Mother) 속성으로 설명
한다. 즉, 자아의 성장에는 선한 어머니와 공포의 어머니 속성이 작용하며 이는 위대한 어
머니 여신이 내포하고 있는 양면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허랜드에서 ‘사랑의 신’은 엘라도
어가 “종교가 항상 성장하도록 가르친다”(HL 117)고 하듯이 허랜드 여성의 발전에 기여
하는 긍정의 선한 어머니 개념과 연관된 힘이다.
하지만 여성만을 위한 “완벽한 유토피아”(Booker 338)처럼 보이는 허랜드에서도 불편
한 감정을 유발하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는, 허랜드의 완벽함에 찬
탄하는 밴딕과 달리, 동행자 테리 오 니콜슨(Terry O. Nicholson)이 허랜드와 허랜드 여
성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다. 밴딕이 보기에 허랜드에 “선과 악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HL 102), 즉 항상 사랑과 이해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허랜
드를 완벽하다고 말하지만, 테리는 이런 나라는 “비참한 반쪽짜리 나라”(HL 134)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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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한다. 우선, 모성애가 숭앙받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허랜드는 인구과밀 현상을 조절
하기 위해 일부 여성에게 출산을 금지하는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건강하지
못한 여성은 뛰어나지 않은 유전자를 감소시키는 소극적 우생학적(negative eugenics) 논
리에 따라 출산의 기회를 포기해야 했고, 출산을 허용받은 여성은 남다른 대우를 받는다
는 사실이 드러난다. ‘높으신 어머니’(Over Mother)로 불리는 출산의 특혜를 입은 여성들
은 대단한 지위와 명예를 누리게 되면서 열등한 여성과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허랜
드 여성이 모두 사랑과 이해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엘라도어의 주장과 엇
나가는 부분이다.
테리는 또한 허랜드에서 행복하고 쾌활한 여성과 아이들 속에서 범죄자나 장애인 혹은
노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The whole thing is deduced unnatural-I would say impossible if we
were not in it. And an unnatural condition is sure to have unnatural
results. You will find some awful characteristics-see if you don’t!
For

instance-we

do

not

know

yet

what

they

do

with

their

criminals-their defectives-their aged. You notice we have not seen
any! There’s got to be something!” (HL 81)

밴딕은 테리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허랜드의 교육 담당자 소멜(Somel)에게 허랜
드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점이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한다. 이에 대해
소멜은 범죄자, 장애인, [사실 허랜드에 은발의 위엄을 갖춘 노인은 존재하지만] 노인을
열등한 자로 분류하고서 육백년 동안 이들을 교육을 통해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사라지게
했다고 답한다. 그래서 허랜드 만의 치료와 예방책을 통해 허랜드에는 더 이상 범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쁜 자질을 지닌 소녀에게는 출산의 권리를 포기
하도록 설득하고 또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열등한 자를 선별해서 관리했다는 것
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허랜드에서 열등한 자는 모두 멸종 대상으로 분류되어 폐기되
어 왔다는 것이 드러난다.
밴딕은 처음 허랜드에 대해 “기이하고도 무시무시한(strange and terrible) 여성들이
사는 나라”(HL 2)라는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허랜드에 가는 것이 “위험하고 치명적
인”(dangerous [and] deadly, HL 3) 탐험이라는 원주민의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
러한 경고는 철저한 도태 과정을 통해 “울지 않는 고양이”(HL 49) 종을 대면하면서 허랜
드에 내포되어 있는 공포의 어머니 속성을 인식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서 드러난다.
그는 벙어리 고양이가 본래의 고양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배가 고프거나, 문을 열어달라
고 보채거나, 기분이 좋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새끼 고양이를 부르기 위해 이상한 끽
끽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동정을 금치 못한다. 그는 벙어리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허
랜드 여성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보다는 허랜드 공동체를 위해 희생당하는,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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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로 간주되는 허랜드가 드러낸 민낯을 엿보게 된 것이다.

Ⅲ. 나가면서

길먼의 『허랜드』에서 우선 ‘사랑의 신’은 밴딕의 사회에서 폭력과 차별의 신 그리고
가장의 지배가 존재하는 기독교 가부장적 신과 대비된다. 이러한 차이는 허랜드 여성이
종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밴딕의 기독교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상화된 신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신에게 복종하는 것에서 보여진
다. 허랜드의 처녀생식 방식 또한 기독교의 아담과 이브의 창조론과 대비되어 그 차이를
부각시킨다.
한편, 『허랜드』의 ‘사랑의 신’은 우월한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소극적 우생학적 정책을
펼치고 열등한 자를 폐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랑의 신’ 또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답습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리안족 백인”(HL 54)으로만 설정된 허랜드의 여성들은 모
든 거주자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타 인종을 배제하는 폐쇄적 사고를 극
복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은 남성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허랜드 여성들이 “미개한 종”
이자 “불구자”(HL 142)라고 보는 테리의 견해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허랜드의 ‘사
랑의 신’에 둘러싸여 오직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산다고 반복하는 허랜드 여성들의 주장은
테리에게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 여지는 다분하다.
그럼에도, 허랜드가 ‘사랑의 신’을 중심으로 온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교육에 노력을
쏟고, 경쟁이나 전쟁이 아닌 단결을 통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기존 종교
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재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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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만의 위대한 어머니 이론으로 읽는 길먼의 『허랜드』:
‘사랑의 신’의 양면성」에 대한 토론문
한미야 / 총신대
선생님께서는 길먼의 『허랜드』(Herland)의 ‘사랑의 신’(Loving Power)을 에리히 노이만
(Erich Neumann)의 ‘위대한 어머니’(Great Mother) 개념에 입각하여 분석하면서 『허랜드』
가 지향하는 사회를, 선량함과 파괴적 속성을 동시에 지닌 ‘위대한 어머니’ 개념이 갖는 양면
성과 관련하여 조명하고, 나아가 위대한 어머니 혹은 ‘사랑의 신’ 개념이 기독교 신과 대비되
는 점과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회는 자애롭고 관대한 정신과 관계되는 모성애를 가장 고귀한 능력으로 간주하는데,
이 능력은 사랑의 신의 근본특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 실용, 아름다움을 향한 인간의 성
장 추구가 이 사회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에 교육자가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고 아이 양육은 온
공동체가 책임집니다. 강하고 영리하며 실용적 능력을 가진 여성들의 이 사회는 여성의 자유
와 인간성의 성취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또한 처녀생식은 현재의 가부장적 사회의 여러 문제를 비판하는 강력한 장치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미혼모, 혼외자식, 자녀입양의 문제가 없겠지요.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결혼
과 출산에 대한 시각의 문제점이 이 제도를 통해 부각됩니다.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저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의 부연설명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줄친 문장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랜드의 여성들이 “처녀생식(parthenogenesis)을 통해 여아만을 출산하는 능력”(45)을 지
니고 있다는 설정에는 허랜드가 함의하고 있는 ‘원시’적 특성이 드러난다. 남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파격적인 구상을 통해 작가 길먼은 인간의 ‘원시’ 상태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길먼은
“인간 사고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형태”로서의 ‘원시’의 허랜드에서 ‘사랑의 신’을 창조
하여 소개한다.“라는 부분에서 처녀생식과 원시상태가 어떻게 연결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허랜드』에서 길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상적 여성상, 혹은 유토피아에 대한
것입니다. ‘허랜드’가 우생학적 정책을 따르고 있다는 점, 남성이나 타종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 외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점은 없는지요. 허랜드의
기본원리의 구현인 ‘사랑의 신’을 통해 모성애를 최고로 간주하는 사회, 작가가 추구하는 양육
하는 여성상이 당대 젠더 개념과 어떻게 차별되고 같은지, 의의와 한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
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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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타난 샤머니즘 고찰
강준수 / 안양대학교

Ⅰ. 서론

루이스

캐럴(Lewis

Caroll)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는 독자들을 현실보다는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앨리스(Alice)가 경험하
는 세계가 상징적 의미로 채워진 상태에서 독자들이 그것이 지닌 의미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캐럴이 살았던 시기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시기와도 맞물리면서 작품

속 배경이나 그녀의 삶이 영국의 빅토리아 사회의 모습과도 일정 부분 교차가 이루어진
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기 절제, 통제, 그리고 냉정함은 캐럴이
감정을 억제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캐럴의 내면에는 여전히 “열정적 낭만과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복수심”(Wullschlager 46)이 가득했다.
캐럴은 여주인공 앨리스의 꿈속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앨리스의 꿈속 모험은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인과관계가
전혀 없이 발생하는 사건들, 환상적인 공간에서 직면하는 기이한 상황, 그리고 등장인물들
이 나누는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이 난해한 측면이 있는
것은 독자들이 작품을 현실의 논리성과 인과관계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된
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샤머니즘(shamanism)의 상징 이미지가 지배적이다. 특히, 천
문의 별자리를 바탕으로 하는 샤머니즘의 우주 질서 및 시간 개념이 이 작품의 전체 흐름
을 관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기이한 인물들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순간 미궁에 빠질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판타지는 고대사회의 “종교적 주술이나 마법의
이미지”(Raymond 59)가 동반된다. 기본적으로 기이함이나 판타지 이미지 속에는 샤머니
즘적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온 동서 문명 교류는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유목 민족들이 지닌 문명 자체가 현실적이기보다는 판타지
적인 요소로 인식된 채, 유럽에서 오랜 세월 전통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양의 ‘마녀’는 동양에서 하늘에 제를 올리고 부족을 이끄는 여제사장의 이
미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늑대인간’ 이미지는 늑대를 숭배하는 동아시아 유목 민족의 전
통을 목격한 이후 생긴 것이다. 반인반마 이미지인 켄타우로스(Centaures)도 기원전 6세
기에서 3세기경에 남부 러시아 초원 지대에서 활약했던 최초의 기마 유목민인 스키타이
(Scythian)인들을 목격한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이미지에서도 알 수 있다(헤로도토
스 371).
마녀가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마술(magic)을 수행하는 이미지도 마찬가지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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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석이 된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유목 전사 집단을 이끄는 여제사장이자 비늘 갑옷
을 입은 여전사가 전쟁 수행 중에 상처를 입은 전사들을 위해서 주변 재료들을 조합해 만
들어내는 응급처치 비법이 마술 수행의 이미지로 연결된 것이다.
인어공주의 이미지나 뱀 여인의 이미지도 비늘 갑옷을 입었던 여전사의 이미지에서 만
들어진 것이다(김정민 272). 이 작품이 난해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샤머니즘
적 이미지가 차용되면서 가중되고 있다. 이 작품이 지닌 판타지적 요소와 기인한 상황적
특성은 아동 판타지 문학의 관점에서 주로 파악되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고 있는 시계, 토끼, 여자아이, 도마뱀, 쌍둥이, 거북
이, 그리고 고양이는 아동 판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소재들이다. 그리고 이 소재들은
실재하는 별자리들이기도 하며, 필자는 그것들이 천문의 별자리를 인격화시킨 것이라고
인식한다. 별자리 상징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명석한 예비 제사장 후계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태로 만든 것이고, 일반인들은 별자리 상징 코드로 설명되는 내용
을 단순한 이야기로만 인식하고 본질적인 이야기 속 비밀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
하면, 제사장 계급들은 일반인들에게는 별자리 관련 상징 내용 접근을 제한시키고, 제사장
계급들만이 공유하는 상징적 내용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하는 지배 논리로 활
용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계급들은 자신들이 양성하는 예비 제사장 후계자들이 이해하기 쉽
게 별자리를 이야기로 만든 것이다. 이것은 유목 민족의 샤머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이다. 각 지역의 신화를 찾아 여행하고 있는 예술가인 김봉준은 몽골 지역의 답사 과정에
서 동아시아 유목 민족들이 지닌 천신(天神)과 별자리 문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탱그리! 왜? 몽골족들이 왜 그토록 하늘을 우러러 보며 천신을 섬겼는지 이
제야 비로소 느껴옵니다. 고원지대 평야에서 보는 밤하늘은 맑고 깊습니다. 별
은 가깝고 크게 보이며 지평선 끝까지 가득하여 내가 사는 강원도 산골마을에
서 본 하늘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드넓었습니다. 결국 각각의 신화는 각각의
생태환경으로부터 탄생하는 것임을 실감했습니다.
여기서 밤하늘의 별숲을 우러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인류가 이 이상의 장대
하고 압도적인 성스러운 이미지를 찾을 수 있을까? 별 숲 밤하늘은 그 자체가
신의 형상입니다. 이 높은 고산지대에서 살던 원시부족들이 순록을 생명줄로
삼고 살다가 죽으면 순록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신앙을 갖게 된 것도 이
해하게 되었습니다. (김봉준 221)

첨단 과학 문명으로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도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은 신비로움으로 인
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대 원시 사회에서 처음 인식된 밤하늘의 별들은 신비와
경외감으로 가득한 존재였을 것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앨리스라고 하는 소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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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서 인식되는 판타지 공간으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문학의 측면에서 자아 성장이나 자아 발전의 측
면에서 다루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논리학자이고, 수학자였던 캐럴은 오히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대화나 주변 상황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이한 상황이나
논리성이 없는 대화로 구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독자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판타지적 측면에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무
수한 샤머니즘적 상징 코드들을 통해서 캐럴이 제시하고자 했던 본질적 의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흰 토끼를 쫓아서 판타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은 샤머니즘에서 다산(多産)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생명 탄생의
근원인 태양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쪽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의미이다. 토끼가 지닌
생명 탄생의 이미지는 하나의 우주 질서 관념으로 구성된 몽골의 게르 내부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몽골 게르에 들어가면 여자 침대는 태양이 뜨는 동쪽이다. 12간지 중에서 닭(달)
이 위치하는 서쪽으로 남성의 침대가 놓여 있다. 토끼가 지닌 생명 탄생과 다산의 이미지
는 남성 성인 잡지인 <플레이보이(Playboy)>지(誌)에서 활용되고 있는 토끼의 이미지에서
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1> 남성 성인 잡지인 <플레이 보이(Playboy)>지(誌)의 토끼 이미지3)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우주 질서 및 시간 개념과 연결성을 지닌다는 것은 1999년 래
리 워쇼스키(Lary Wachowski)가 제작했던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에서 컴퓨터
메시지인 “흰토끼를 쫓아라”(Follow the white rabbit)는 명령어에 따라서 주인공 네오
3)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188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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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가 토끼굴을 연상하는 어두운 클럽(Club)으로 들어가는 장면과도 연결지을 수 있다.
이 장면은 흰토끼를 쫓아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 의
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림 2>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Neo)의 클럽(Club)행을 부추긴 여성의 토끼 문신

앨리스는 시계를 보면서 허둥지둥 서두르고 동굴을 향해 달려가는 토끼를 발견하고, 그
를 따라가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앨리스는 기이한 판타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영
화 <매트릭스>의 주인공인 네오(Neo)는 해커로서 컴퓨터만 작동시키는데 몰두하는 가운
데, 머리 좀 식힐 겸 클럽(Club)에 가자고 부추겼던 여성의 왼쪽 어깨 뒷부분에도 토끼
문신이 새겨진 장면이 나온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토끼를 쫓아서 어두운 동굴로 진입하는 사건과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토끼 문신을 한 여성을 따라서 어두운 클럽으로 진입하는 것
은 상호 연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Morpheus)
는 네오를 사이버 공간으로 이끌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지? 토끼 구멍으
로 떨어진 것 같지?”라고 묻고 있고, 네오는 “그런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것은 그렇게 놀랄만한 것은 아니었다. 앨리스는 토끼가 독백으로 “아, 이
런! 너무 늦었군!”하는 소릴 듣는 것도 (나중에는 그것이 그리 놀랄만한 것이
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엔 모든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렇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토끼가 실제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
를 꺼내서 보고, 계속해서 서둘렀을 때 앨리스는 놀라서 일어섰다. 왜냐하면,
조끼 주머니에서 꺼낼 시계를 지닌 토끼는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생각이 들었
기 때문이다. 호기심이 발동한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서 들을 가로지르면서 달
렸고, 그 순간 산울타리 밑의 커다란 토끼 굴로 순간적으로 내려가는 토끼의
모습을 목격했다.

There was nothing so very remarkable in that; nor did Alice think
it so very much out of the way to hear the Rabbit say to itself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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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Oh dear! I shall be too late!” (when she thought it over
afterwards, it occurred to her that she ought to have wondered at
this, but at the time it all seemed quite natural); but, when the
Rabbit actually took a watch out of its waistcoat-pocket, and looked
at it, and then hurried on, Alice started to her feet, for it flashed
across her mind that she had never before seen a rabbit with either
a waistcoat-pocket, or a watch to take out of it, and, burning with
curiosity, she ran across the field after it, and was just in time to
see it pop down a large rabbit-hole under the hedge.4)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는 토끼가 시계를 바라보면서 바삐 서두르고 있는 모습
은 우주의 시간 질서 개념을 상징하는 것이다. 인류가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태양계에 한
정해서 우주의 시간 질서 개념을 본다면, 지구는 지구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지축이
한 바퀴를 돌아서 원래의 자리로 원상 복귀하는 시간은 25,920년이 소요된다(박제상 61).
지구의 시선으로 볼 때, 태양은 황도 12궁이라는 별자리를 지나게 된다. 황도 12궁은 전
체가 30°씩 12등분으로 나누어지면서 한 별자리에서 또 다른 별자리로 이동하는 소요 시
간은 전체의 12분의 1인 각 2,160년이 걸린다. 즉, 25,920년이라는 시간은 2,160년이 12
회 이동한 거리만큼의 시간을 의미한다(Plunket 162).
2020년인 현재의 시간 개념은 예수 탄생의 기준인 기원 1년부터 2,160년의 기본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예수 탄생의 기원 1년은 양자리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물
고기자리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물고기자리’ 시대의 마주하
는 별자리가 ‘처녀자리’였다면 새롭게 도래할 전환기의 별자리는 ‘물병자리’이고, 마주하는
별자리는 ‘사자의 심장’이라는 별자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의 여주인공인 앨리스는 기존의 시간 개념인 ‘처녀자리’
를 상징하고 있으며, 여왕(The Queen of Hearts)은 새롭게 도래할 ‘사자의 심장
(Regulus)’을 상징하고 있다. 이 작품의 도입부에 흰토끼가 들고 있는 시계는 12로 등분
된 우주의 광의(廣義)적 개념의 시간을 의미한다. 시계의 초, 분, 그리고 시간이 맞물리면
서 12개의 축을 바탕으로 이동하는 개념이 2,160년을 기준으로 12회 이동하는 우주의 시
간 이미지로 재현된 것이다(강준수a 34).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상호 연결된 이미지를 지닌 영화 <매트
릭스>에서 네오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모피어스에게 “여긴 어디에요?”라고 묻는 장면이 나
온다.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그보다는 언제냐가 중요해.”라고 하면서 네오가 1999년으로
인식하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2,199년에 가까워”라고 말을 하고 있다. 영화 <매트릭스>
에서 제시된 2,199년이라는 시간 설정은 우주의 12회 시간 주기 가운데, 1회 시간 주기인

4) Lewis Carroll,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and Through the Looking-Glass. New
York: Penguin Book, 1998, 10. 필자 번역. 이후 페이지 수만 기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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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년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시간 이미지이다.

<그림 3> 영화 <매트릭스>에서 여성의 양수를 떠올리는 공간에서 새로 태어나는 네오

또한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는 영어 단어 “Neo”이고, 이 단어가 “새로운”이라는 의미
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네오라는 주인공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디스토피아(Distopia)에
처한 인류를 새롭게 구원할 메시아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는 특별한 “그”로서 묘사되고 있으며, 어머니의 양수를 떠올리게 하
는 공간과 이미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을 빠져나오는 이미지로서 새롭게 양수에서 자란 네오가 밑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이것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 “동굴 터널을 하염없이 떨어져 내려가는 이미지”(10)와도 연결지점을 갖는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의 언급을 통해서 공간 개념인 “어디”인지보다는 “언제
냐”를 강조하듯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우주의 거리 및 시간 개념이 강조된다.
앨리스는 동굴 터널을 내려가면서 위도 및 경도에 관해서 중얼거리고 있다.

“그래, 그 정도 거리쯤 내려왔겠지. 그런데 위도와 경도는 어떻게 될까?”
(앨리스는 위도나 경도가 무언지 아예 몰랐지만 말하기에는 멋진 말들이라 생
각했다.)
“yes, that’s about the right distance-but then I wonder what
Latitude or Longitude I’ve got to”? (Alice had not the slightest idea
what Latitude was, or Longitude either, but she thought they were
nice grand words to say.) (11)

- 37 -

동굴 터널을 빠져나온 앨리스는 세 개의 발이 달린 탁자 위에 놓인 황금 열쇠를 발견하게
된다. 샤머니즘에서 ‘3’이라는 숫자는 삼수분화(三數分化)의 원리로서 신비의 숫자이다. 영
화 <매트릭스>에서 여성 인물의 이름이 트리니티(Trinity)로 등장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갑자기 그녀는 세 개의 발이 달린 작은 탁자를 발견했다. 탁자는 모두 유리
로 되어있었고, 오직 작은 황금 열쇠만이 그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앨리스
에게 처음 든 생각은 그 열쇠가 홀의 문들 가운데 하나의 열쇠일지도 모른다
는 점이었다. 그러나 아! 자물쇠가 너무나 크던지, 열쇠가 너무나 작던지, 아
무튼 어떤 문도 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았을 때, 앨리스는 전에
는 보지 못했던 낮게 드리운 커튼을 보았고, 그 뒤에는 40센티미터쯤 되는 작
은 문이 있었다. 앨리스는 작은 황금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고, 기쁘게도 그것
은 꼭 맞았다.
Suddenly she came upon a little three-legged table, all made of
solid glass: there was nothing on it but a tiny golden key, and
Alice’s first idea was that this might belong to one of the doors of
the hall; but, alas! either the locks were too large, or the key was
too small, but at any rate it would not open any of them. However,
on the second time round, she came upon a low curtain she had
not noticed before, and behind it was a little door about fifteen
inches high: she tried the little golden key in the lock, and to her
great delight it fitted! (12)

앨리스가 세 개의 발이 달린 탁자에서 발견한 황금 열쇠는 새로운 문으로 설정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여제사장이 지상과 우주, 이승과 저승을 연
결해주는 것처럼, 앨리스는 여제사장의 역할로서 현실 세계가 아닌 판타지의 공간으로 들
어갈 수 있는 열쇠를 지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
스가 수행하는 상징 이미지의 측면에서 볼 때, 고대의 여신인 마고(麻姑)를 상징하는 인물
로 볼 수 있다. 마고라는 이름의 어원은 다음과 같다.

마(麻)는 대마(大麻, hemp, 마리화나), 아마(亞麻, flex) 등의 삼(森) 종류에
속하는 식물을 지칭한다. 그러나 동시에 무감각, 마비 등의 뜻으로도 활용된
다. 즉, 지각신경이 차단된 상태, 감정의 동요를 초월한 상태를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이것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외부와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내부의
식만 활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박제상 171)

마고의 고(姑)에서 알 수 있듯이, 옛(古)와 계집(女)가 결합된 것으로 고대의 여신을 의미
하고 있다. 고대의 여신은 여제사장이기도 했으며, 이 작품에서 앨리스는 고대의 여제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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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굴에서 의식을 수행하면서 환각의 세계로 빠져들기 위해서 음용 했던 독버섯과 같은
환각물질을 마시고 있다. 중국 감숙성(甘肅省) 둔황(敦煌)에 있는 대표적인 천불동이자 돈
황석굴(敦煌石窟)로 알려진 막고굴(莫高窟, Mogao Cave)도 현재는 불교의 성지이지만,
불교가 전래 되기 이전에 고대 여제사장인 마고가 굴속에서 환각 상태로 수행이나 제사를
지내던 장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앨리스가 상징하는 별자리로는 ‘처녀자리’를 들
수 있다.
고대 여성 샤먼들은 동굴 속에서 생활하였고, 독버섯을 활용한 환각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도, 명상, 신탁행위를 수행했다(강준수b 13). 이 작품에는 ‘버섯’의 이미지가 실제로 등
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음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쐐기벌레가 담배를 피우는 이미지로 재현
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였다. 앨리스는 그녀 주변의 꽃들과
풀잎들을 살펴보았으나 상황에 맞게 먹거나 마실 만한 것을 보지는 못했다.
그녀 가까이 큰 버섯이 자라고 있었는데, 키가 그녀와 같았다. 그리고 그녀가
버섯 아래와 양쪽 옆을, 그리고 뒤를 보았을 때, 그녀에게는 버섯 위에 무언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발끝으로 서서, 버섯의 가장자리를 넘겨다보았고, 크고 푸른 쐐기벌
레와 눈이 마주쳤다. 쐐기벌레는 버섯 위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 긴 물담배통
으로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앨리스나 그 누구의 존재도 모르는 것
같았다.
The great question certainly was “What?” Alice looked all round
her at the flowers and the blades of grass, but she could not see
anything that looked like the right thing to eat or drink under the
circumstances. There was a large mushrooms growing near her,
about the same height as herself; and, when she had looked under
it, and on both sides of it, and behind it, it occurred to her that she
might as well look and see what was on the top of it.
She stretched herself up on tiptoe, and peeped over the edge of
the mushroom, and her eyes immediately met those of a large blue
caterpillar, that was sitting on the top, with its arms folded, quietly
smoking a long hookah, and taking not the smallest notice of her or
of anything else. (39)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환각 상태에 빠지기 위한 환각물질의 음용은 물병
이미지에서 구체화된다. 앨리스는 “날 마셔요”(13)라고 적혀 있는 물병을 마시고 있다. 물
론 ‘독’이라는 표시는 없었지만, 작가는 독자들에게 ‘독’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상
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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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처녀자리’로 상징되는 앨리스가 황금 열쇠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상징되는
‘물병자리’의 시대로 진입하는 순간에 ‘물병’을 마신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진입을 암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에는 ‘독’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앨리스는 과감하게 그 맛을 보았
으며, 그것은 매우 맛이 있어서(실제 그것은 체리 타르트, 커스터드, 파인애플,
구운 칠면조, 토피, 그리고 뜨거운 버터 바른 토스트가 섞인 맛이었다). 그녀
는 빠르게 그걸 다 마셔 버렸다.
However, this bottle was not marked “poison,” so Alice ventured to
taste it, and, finding it very nice (it had, in fact, a sort of mixed
flavour of cherry-tart, custard, pine-apple, roast turkey, toffy, and
hot buttered toast), she very soon finished it off. (13-4)

토굴 속에서 여제사장들이 독버섯 같은 환각물질을 음용하여 환각 상태에 빠져들어 가듯
이, 독액을 연상시키는 물병을 마신 앨리스는 환각 상태에 빠진듯한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제공해준다.

“정말 기분이 이상해!” 앨리스는 말했다. “내가 틀림없이 망원경처럼 접히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가 그랬다. 그녀는 이제 25센티미터에 불과했고, 이제야 그 작
은 문을 지나서 아름다운 정원에 도달하기에 딱 맞는 크기라는 생각에 얼굴이
환해졌다. 그러나 우선, 그녀는 자신이 더 줄어들지 않나 보려고 몇 분간을 기
다렸다. 그녀는 이 생각에 약간은 겁이 났다. “내가 결국 초처럼 다 녹아들어
없어질지도 몰라. 그러면 그때 난 어떻게 될까?”
“What a curious feeling!” said Alice. “I must be shutting up like a
telescope!” And so it was indeed; she was now only ten inches high,
and her face brightened up at the thought that she was now the
right size for going through the little door into that lovely garden.
First, however, she waited for a few minutes to see if she was going
to shrink any further. she felt a little nervous about this, “for it
might end, you know,” said Alice to herself, “in my going out
altogether, like a candle. I wonder what I should be like then?” (14)

물병을 마신 후부터 앨리스는 환각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작품이 샤머니즘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흰 토끼가 들고 있는 흰 장갑과 부채를 통해서
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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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가 지난 후에 그녀는 먼 곳에서 종종걸음으로 달리는 작은 소릴 들었
다. 그래서 그녀는 무가 오는 것인지 보려 급하게 눈물을 닦았다. 그것은 한
손엔 흰 가죽 장갑을 들고 바른 손엔 큰 부채를 들고서, 멋지게 차려입은 상
태로 돌아오고 있는 흰 토끼였다. 그는 굉장히 서두르면서 빨리 걸어오고 있
었고, 그는 중얼거리면서 오고 있었다. “오! 공작 부인, 공작 부인! 오! 기다라
게 하면 화를 낼텐데!”
After a time she heard a little pattering of feet in the distance,
and she hastily dried her eyes to see what was coming. It was the
White Rabbit returning, splendidly dressed, with a pair of white
kid-gloves in one hand and a large fan in the other: he came
trotting along in a great hurry, muttering to himself, as he came,
“Oh! The Duchess, the Duchess! Oh! Wo’n’t she be savage if I’ve
kept her waiting!” (17)

샤머니즘에서 흰색의 이미지는 제사장 계급을 의미한다.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흰색을
숭상하는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단군(檀君)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급
의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대 유목민들은 왕족이나 무사 계급은 붉은색, 제사장
계급은 흰색, 유목 계급은 청색, 그리고 농민 계급은 노란색 옷을 착용하였다(김정민
241).
다시 말해서, 흰 가죽 장갑을 착용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이것은 단순히 흰색의 장갑만으로 제사장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채와의 연관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샤머니즘의 측면에서 볼 때, 부채는 무당들이 굿을 할
때, 필수적인 무구(巫具)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무당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당들은 굿을 수행하기 전에
오른쪽에 부채를 들어서 신들에게 예(禮)를 갖춘다. 부채의 기능은 바람을 일으켜서 무당
들이 신들을 청하게 되는 것이다(조성제 129). 실제로 앨리스가 키가 커지고 줄어드는 기
이한 현상이 일어날 때, 흰 장갑과 부채 때문이란 사실을 언급하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
다.

이 말을 하면서 그녀 자신의 손을 내려보았고, 놀랍게도 토끼의 작은 흰 가
죽 장갑 한 짝을 어느새 끼고 있었다. “어떻게 꼈지?” 그녀는 생각했다. “다
시 작아지려나 봐.” 그녀는 탁자로 그녀의 키를 가늠하기 위해서 일어나 탁자
로 갔다. 그리고 최대한 정확히 추측해서, 이제 그녀의 키가 60센티미터 정도
라는 것과 계속적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이
유가 부채때문이란 것을 알아채고는 급하게 그것을 떨어뜨려서 완전히 줄어드
는 것을 겨우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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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he said this she looked down at her hands, and was surprised
to see that she had put on one of the Rabbit’s little white kid-gloves
while she was talking. “How can I have done that?” she thought. “I
must be growing small again.” She got up and went to the table to
measure herself by it, and found that, as nearly as she could guess,
she was now about two feet high, and was going on shrinking
rapidly: she soon found out that the cause of this was the fan she
was holding, and she dropped it hastily, just in time to save herself
from shrinking away altogether. (20)

앨리스의 신체 길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바로 환각 상태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샤머니즘의 상징 이미지는 앨리스가 소금물을 건너는 과정에서
도 알 수 있다. “샤머니즘에서 물이나 강은 ‘은하수(Mily way)’를 상징”(강준수a 38)하고,
은하수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나아가는 연결 고리로서 앨리스가 소금물을 건너는 것은 현
실 세계에서 판타지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녀의 한쪽 발이 미끄러졌고, 바로 다음에
풍덩! 소금물이 턱까지 차올랐다. 처음에 그녀는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나는 기차를 타고 돌아갈 수 있겠지.” 그녀는 혼자 중
얼거렸다.
As she said these words her foot slipped, and in another moment,
splash! she was up to her chin in salt-water. Her first idea was that
she had somehow fallen into the sea, “and in that case I can go
back by railway,” she said to herself. (20)

앨리스가 소금물을 지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판타지 세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하여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 앨리스의 환각 상태는 판타지 공간으로 상징되고 있
으며, 샤머니즘에서 삼수분화의 이미지로서 활용되는 금(金), 은(銀), 그리고 동(銅)의 이미
지들 가운데, ‘동’의 이미지를 재현시키고 있다. 앨리스는 작은 집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W. 토끼’라고 새겨진 밝은 놋쇠 판을 발견한다.

“날 자기(흰 토끼) 하녀로 알고 있나 봐.” 그녀는 뛰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누군지 알면 그건 얼마나 놀랄까? 그러나 그에게 부채와 장갑을 가져다
주는 게 좋을 거야.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동안, 그녀는 아
담하고 깨끗한 작은 집에 당도했고, 문에는 ‘W. 토끼’라고 새겨진 밝은 놋쇠
판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노크도 하지 않은 채, 들어가서 윗 층으로 올라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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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White Rabbit) took me for his housemaid,” she said to herself as
she ran. “How surprised he’ll be when he finds out who I am! But
I’d better take him his fan and gloves-that is, if I can find them.”
As she said this, she came upon a neat little house, on the door of
which was a bright brass plate with the name “W. RABBIT” engraved
upon it. (31)

샤머니즘에서 태양은 ‘금,’ 달은 ‘은,’ 그리고 금성은 ‘청동’을 상징한다. 청동 문명은 금성
문명이고, 청동거울은 서양의 비너스(Venus)에 대응되면서 하늘을 상징한다(박용숙 5). 청
동으로 된 놋쇠 판에 ‘다산’을 상징하는 토끼가 ‘W. 토끼’로 새겨졌다는 것은 ‘W’라는 단
어가 ‘Woman’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금성(金星)을 몽골어로 ‘촐몬(чолм
он)’이라 하고, 이것의 음차 문자로서 부여의 시조인 ‘주몽((朱蒙))’은 금성을 상징한다. 샤
머니즘의 전통에서 금성은 태양의 아들로서 태양의 후계자로 인식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샤머니즘을 숭배했던 유목 민족들에게 ‘금성’의 의미는 특별했
다. 키르키즈스탄(Kyrgyzstan)의 수도는 ‘촐본 아타(Cholpon-Ata)’이며, ‘촐본’은 금성을
가리키고, ‘아타’는 ‘아버지’라는 의미로서 금성의 아버지는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옛
카자흐스탄의 수도였던 알마티(Almaty)는 ‘알마-아타(Alam-Ata)’로서 사과의 아버지란
의미로서 이곳이 ‘사과의 원산지’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김정민 36).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소서노(召西奴)가 주몽과 함께 건국한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인 졸본(卒本), 히브리어의 솔로몬(Solomon), 백제 멸망 후 백제 유민(流民)들이 열도
(列島)에서 새롭게 개척한 국가명(國家名)이 현대의 일본(日本)이란 점은 각 단어가 음차
문자(音借 文字)라는 점에 볼 때, 단어 간 상호 연결 고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키르키즈스탄과 일본의 국기(國旗)는 태양을 근간(根幹)으로 하고 있다.

<그림 4> 키르키즈스탄 국기5)와 일본 국기6)

5)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62230&cid=43809&categoryId=50731
6)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98605&cid=43787&categoryId=4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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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서 지상과 우주, 현실과 판타지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여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앨리스는 ‘뱀’으로 묘사된다. 샤머니즘에서 ‘뱀’은 ‘용’의 이미지로도 차용되는
개념이고, “용은 태양을 도는 지구와 그 궤도를 상징”(박용숙 10)한다.

그녀의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에 그녀는 머리를 손을
향해 내리려 했는데 그녀의 목이 뱀처럼 어느 방향으로도 쉽게 구부려지는 것
을 알고는 기뻤다. 그녀는 지그재그를 우아하게 그리면서 목을 아래로 구부리
는데 성공했다. 잎들 사이로 머리를 넣으려 했는데 잎들은 다름 아닌 그녀가
방황하던 나무들의 꼭대기였다. 그 순간 밑에서 날카로운 쉿 소릭다 나서 그
녀는 급하게 뒤로 물러났는데 그것은 그녀의 얼굴로 날아와 부딪힌 커다란 비
둘기였고, 그녀를 날개로 세게 쳐 댔다.
“이 뱀!” 비둘기가 소리쳤다.
“난 뱀이 아니야!” 앨리스가 분노하며 말했다. “날 그냥 내버려 둬!”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 뱀아!” 비둘기는 보다 억제된 어조로 되풀이했고
덧붙이며 흐느끼면서 말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그 놈들에게 아무
것도 소용없어.”
As there seemed to be no chance of getting her hands up to her
head, she tried to get her head down to them, and was delighted to
find that her neck would bend about easily in any direction, like a
serpent. She had just succeeded in curving it down into a graceful
zigzag, and was going to dive in among the leaves, which she had
been wandering, when a sharp hiss made her draw back in a hurry:
a large pigeon had flown into her face, and was beating her violently
with its wings.
“Serpent!” screamed the Pigeon.
“I’m not a serpent!” said Alice indignantly. “Let me alone!”
“Serpent, I say again!” repeated the Pigeon, but in a more
subdued tone, and added, with a kind of sob, “I’ve tried every way,
but nothing seems to suit them!” (47)

이 작품에서 비둘기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메신저로서의 연결자
이미지로 상징된다. 이것은 고구려의 삼족오(三足烏) 이미지와도 연결되는데, 하늘의 메신
저로 상징될 수 있는 비둘기가 앨리스에게 ‘뱀’이라고 소리치는 것은 샤머니즘적 상징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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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여전사,7) 태호복희,8) 북유럽 신화,9) 메두사,10) 여인과 뱀,11) 인어공주,12) 스타벅스13)
이미지

고대 동아시아 유목 전사들을 이끌고 제천행사를 주관했던 여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여전사들은 이들을 처음 목격한 서양인들에게 비늘 갑옷을 입은 여전사의 이미지는 뱀 여
인이나, 인어공주와 같은 이미지로 연결되었다. 뱀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미지는 지구로
대변되는 여성을 뱀이 휘감고 있는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이다. 샤머니즘에서 하늘은 둥
글고, 땅은 네모난 형태라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개념은 하늘(아들), 땅(따님, 딸) 개념이
구현된 공간이다. 이 개념은 강화도 마니산(摩利山) 참성단(塹星壇)에서 선녀들이 춤을 추
는 공간은 네모난 제단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7)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832040099886224921/
8) 출처: http://blog.daum.net/yyeim1202/7691148
9)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illionair&logNo=221207827492&proxyReferer
=https:%2F%2Fwww.google.co.kr%2F
10) 출처: https://wyh1014.tistory.com/26
11) 출처: http://blog.daum.net/demon2u/116
12)
출처:
https://pt.best-wallpaper.net/Mermaid-in-Pirates-of-the-Caribbean-HD_wallpapers.html
13) 출처: http://www.dailywrn.com/sub_read.html?uid=1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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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하늘과 지상을 상징하는 개념인 천원지방(天圓地方)이 구현된 마니산 참성단

이 작품에서 앨리스는 지상과 우주를 연결하는 여제사장의 역할로서 지상 세계를 상징하
고, 판타지 공간은 우주를 상징한다. 앨리스가 뱀으로 묘사되는 것은 지상 세계를 대변하
는 주관자임을 상징한다.

III. 새로운 우주의 시간 질서 개념의 재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우주의 시간 질서 개념은 “3월 토끼와 5월 토끼”(59)라는
개념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시간 개념은 모자 장수(The Hatter)가 앨리스에게 날짜를 물
어보고, 이틀이나 날짜가 잘못되었다면서 탄식을 하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다(62). 그리고
모자 장수는 앨리스와 시간 개념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만약 네가 시간을 나만큼이나 알고 있다면, 그것을 낭비한다 하지 않고 그
를 낭비한다고 하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앨리스가 말했다.
“당연히 모르겠지!” 모자 장수가 머리를 거만하게 쳐들면서 말했다. “감히
말하건대 넌 시간(Time)에게 말을 걸어 본 적조차 없을 거야!”
“아마 그렇지는 않을거에요. 그러나 음악을 배우면서 시간을 맞추어야 한다
는 것은 알아요.”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If you knew Time as well as I do,” said the Hatter, “you wouldn’t
talk about wasting it. It’s him.”
“I don’t know what you mean,” said Alice.
“Of

course

you

don’t!”

the

Hatter

said,

tossing

his

head

contemptuously. “I dare say you never even spoke to Time!”
“Perhaps not,” Alice cautiously replied; “but I know I have to beat
time when I learn music.” (63)

이 작품에서 우주의 시간 질서 개념과 함께 우주 천제의 풍경은 구체적인 이미지로 드러
난다. 모자 장수는 앨리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가운데, 반짝 반짝 빛나는 우주의 별자리
를 언급하고 있다.

“비슷한 것을 들어본 것 같아요.” 앨리스가 말했다.
“노래는 이렇게 계속되었잖아.” 모자장수가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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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위에서 너는 날고 있네.
하늘에서 찻쟁반처럼
반짝 반짝----’”

“I’ve heard something like it,” said Alice.
“It goes on, you know,” the Hatter continued, “in this way:‘Up above the world you fly,

Like a tea-tray in the sky.
Twinkle, twinkle----’”
Here the Dormouse shook itself, and began singing in its sleep
“Twinkle, twinkle, twinkle, twinkle----” and went on so long that
they had to pinch it to make it stop. (64)

우주의 시간이나 질서 개념을 토대로 지상과 우주를 연결한다는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사
상인 샤머니즘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품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나
고 있다. 특히, 모자 장수와 앨리스가 우물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는 우물을 주관하는 여제
사장의 이미지와 앨리스의 역할이 연결되는 이미지이다.

“물은 우물에서 기르잖니?” 모자 장수가 말했다. “그러니 당밀은 당밀 우물
에서 긷지? 이 바보야.”
“그렇지만 그들은 우물 안에 있었잖아.” 앨리스는 모자 장수의 말에 집중하
지 않은 채 산쥐에게 말했다.
“You can draw water out of a water-well,” said the Hatter; “so I
should think you could draw treacle out of a treacle-well—eh,
stupid?”
“But they were in the well,” Alice said to the Dormouse, not
choosing to notice this last remark. (66)

샤머니즘에서 우물은 인간이 생명 탄생과 관련된 북두칠성(北斗七星)과 연결되는 공간이
면서 인간의 소망이나 소원을 비는 신성한 공간의 이미지를 지닌다(손영달 42). 샤머니즘
을 숭배했던 켈트족의 일파인 아일랜드의 여신들이 ‘우물의 여신’들이고, 부여의 건국자인
해모수(解慕漱)와 연을 맺은 유화부인(柳花夫人)이 우물가에서 물을 떠주는 일화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앨리스는 거북이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에 등
장하고 있는 거북이는 흰 토끼 이미지와 함께 우리나라의 ‘토끼와 거북이’ 설화를 연상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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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난 진짜 거북이었어.” 가짜 거북이가 마침내 깊게 한숨을 내쉬면
서 말했다.
“Once,” said the Mock Turtle at last, with a deep sigh, “I was a
real Turtle.” (83)

‘토끼와 거북이’ 설화에서 토끼를 데리고 거북이가 바다의 용왕(龍王)을 만나러 가는 이야
기도 하늘의 별자리를 민중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정작 바다에는 용왕이 존
재하지 않는다. 용왕을 찾으려면 하늘의 별자리로 존재하는 용자리, 토끼자리, 그리고 거
북자리가 있는 하늘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별자리 개념은 시간 개념과 연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시간의 개념이 핵심이고, 지속적으로 시
간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앨리스와 거북이의 대화 속에서 시간 개념은 반
복된다.

“그럼 열한 번째 날은 휴일이겠네?”
“물론 그랬지.” 가짜 거북이 말했다.
“그렇다면 열두 번째 날에는 어떻게 했어?” 앨리스가 열심히 계속했다.
“Then the eleventh day must have been a holiday?”
“Of course it was,” said the Mock Turtle.
“And how did you manage on the twelfth?” Alice went on eagerly.
(85-86)

태양이 지나가는 ‘12’개의 별자리를 중심으로 우주의 시간 개념의 축소판인 지상의 12시
간 이미지는 이 작품에서 12번째 날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 ‘12’
라는 숫자 개념은 마지막 재판 장면에서도 12명의 배심원 이미지로 등장한다.
열두 명의 배심원들은 매우 바쁘게 석판에 글씨를 쓰고 있었다. “뭐하
는 거야?” 앨리스는 그리핀에게 속삭였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
았는데 쓸 것이 뭐가 있다고.”
The twelve jurors were all writing very busily on slates. “What
are they doing?” Alice whispered to the Gryphone. “They ca’n’t
have anything to put down yet, before the trial’s begun.” (95)

이 작품에서는 시간 개념인 ‘12’라는 숫자 외에도 왕이 “의전단의 고소장”(96)을 읽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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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흰 토끼가 나팔을 세 번 불면서 읽어내려가는 내용을 통해서 샤머니즘의 삼수분화
원리에 해당하는 ‘3’이라고 숫자가 등장한다.
환상 아동문학 텍스트에서 활용되는 판타지와 샤머니즘의 마법은 교차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마법사들 가운데, 위대한 마법사가 된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신학자, 설교,
법률가, 종교 재판관, 그리고 판사”(Kieckhefer 357)들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볼 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재판장과 재판 진행 과정은 바로 샤머니즘의 마법사
개념의 상징적 변용이라고 볼 수 있다.
캐럴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기원 1년을 기준으로 ‘물고기자리’
와 짝을 이루는 ‘처녀자리’ 별자리의 상징인 앨리스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우주
질서의 도래로서 새로운 시대인 ‘물병자리’ 시대와 짝을 이루는 ‘사자의 심장’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여왕을 등장시키고 있다. 기존의 우주 질서로서 지상의 시간 개념을 이루던 앨
리스는 여왕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앨리스의 무의식적인 거부감은 재판정에서 자신이 호명(呼名)되었을 때, 몸이 커
진 상태로 급하게 일어나면서 모든 배심원들을 전복시키는 장면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다. 그리고 캐럴은 이 과정에서 앨리스를 통해서 며칠 전 금붕어들이 담겼던 물병을 뒤집
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저지하고자 하는 기존의 시간 질서
개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네!” 앨리스는 그 순간의 혼란 속에서 그녀가 지난 몇 분간 얼마나 컸는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녀가 너무 급하게 일어나서 그녀의 치
맛자락이 배심원석을 뒤집어버렸고, 모든 배심원들을 아래 군중의 머리 위로
전복시켰다. 거기서 여기저기 버둥거리는 배심원들을 복도 있으니, 일주일 전
우연히 뒤집어버렸던 금붕어 어항이 생각났다.
“Here!” cried Alice, quite forgetting in the flurry of the moment
how large she had grown in the last few minutes, and she jumped
up in such a hurry that she tipped over the jury-box with the edge
of her skirt, upsetting all the jurymen on to the heads of the crowd
below, and there they lay sprawling about, reminding her very much
of a globe of gold-fish she had accidentally upset the week before.
(102-3)

며칠 전에 발생한 ‘금붕어 어항 전복 사건’은 기존의 ‘물고기자리’ 시대를 지나서 새롭게
도래하는 ‘물병자리’ 시대를 상징하는 어항 속에 기존의 물고기인 금붕어가 공존할 수 없
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주의 시간 질서 개념은 천문의 질서를 이해하
고 있는 제사장 계급들만이 상호 공유했던 내용들로서 동화 및 설화의 이야기 방식으로
전해져 왔다. 예를 들어, 전래 동화인 ‘선녀와 나뭇꾼’이나 ‘토끼와 거북이’는 하늘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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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개념을 이야기 형태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 대중들을 위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본질은 일반 대중들이 인식하는 ‘교훈’에 있는 것이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 개념에 있는 것이다. 결국, 우주의 시간 질서 개념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비밀
로 남겨지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문자의 발명은 일반 대중들의 소통 수단으로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들이 천제(天祭)를 지내거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신비로운 수단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
것은 갑골 문자(甲骨 文字)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서양에서도 기독교 성직자
들만이 문자를 활용할 줄 알았고, 역사는 그들의 시선으로 기록되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문자는 제사장이나 성직자라고 하는 특권 계층들만이 누릴 수 있
었던 특별한 것이었고, 일반 대중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작품에서 최종 재
판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로서 왕이 흰 토끼에게 증거문서인 시(詩)를 읽으라는 명령과 함
께 제시된 내용은 이러한 샤머니즘의 신비로움과 비밀 전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녀가 그것들을 가장 좋아한다는 말을 그에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모두에게 감추어야 할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비밀이어야 하니까.
“Don’t let him know she liked them best,
For this must ever be
A secret, kept from all the rest,
Between yourself and me.” (106)

전통적으로 우주의 시간 질서 개념이 상징적으로 담긴 샤머니즘의 수행자들인 제사장들은
자신들만이 공유하는 비밀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의 시간 질서 개념에 대
한 폭로는 천기누설(天機漏洩)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흰 토끼가 읽고 있는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드러난 ‘영원한 비밀’은 제사장 계급만이 공유하는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비밀
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천기누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IV. 결론

앨리스는 흰 토끼를 쫓아 토끼 굴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서 환상적인 모험을 경험하게
된다. 모험이라기보다는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연결 관계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
황 및 관계가 진행된다. 애매하고 이해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상황 전개와 등장인물들 사
이에서 중심적인 흐름의 중심에 시간 개념과 우주의 천체 개념이 상징적으로 발현되면서
샤머니즘의 이미지와 중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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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서 여주인공 앨리스는 등장인물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감과 괴리
감을 경험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구사하는 대화 및 주변 상황은 연결 관계가 희박하다.
앨리스는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에 개연성도 없고,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
에 당황스러워 한다.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이야기나 수수께끼는 말장난이거나 대화의 내
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무의미한 언어적 유희가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기이한 상황 전개와 연결 관계는 샤머니즘적 상징 이미지로 파악할 때, 연결성
을 갖는다. 여기서 언급되는 샤머니즘은 우주의 시간 질서 개념과 관련된 천문에 토대를
둔 샤머니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핵심 줄기는 시간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처음 이 작품의 시작도 흰토끼가 시간에 쫓기듯 토끼굴로 들어가는 장
면으로 시작이 된다. 그리고 흰 토끼는 시간과 연결되는 이미지이다. 이 작품에서 3월의
토끼와 5월의 토끼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조앤 캐서린 롤링(Joanne Kathleen Rowling)의 『해리 포터』(Harry Potter)는 켈트 신
화의 세계관을 그대로 제시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켈트 신화의 주인공들인 켈트족
들은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민족으로서 ‘드루이드(Druid)’라고 하는 제사장이 존재했다. 드
루이드는 신(神)의 의사(意思)를 전달해주는 존재로서 정치와 입법, 종교, 의술, 점, 시가
(詩歌), 그리고 마술을 수행한 자들로서 일반 대중에게는 신비로운 존재들이자 특권 계급
이었다. 드루이드들은 우주의 시간 질서 개념을 자신들만이 공유하고, 예비 드루이드들을
훈련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한 제사장들의 훈련 전통이 『해리 포터』에서
‘호그와트(Hogwarts)’ 마법 학교로 제시된다.
캐럴도 이러한 샤머니즘의 전통과 상징들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독자들은 샤머니즘의 상징들과 등장인물들 사이의 소통되지 않는 대화로 인해서
난해함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캐럴은 샤머니즘의 상징들을 통해서 우주의 시간 질서 개
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시간 개념을 상징하는 앨리스와 여
왕의 존재를 통해서 기존의 시간 질서 개념과 새로운 시간 질서 개념과의 갈등 양상을 상
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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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타난 샤머니즘 고찰」에 대한 토론문
정신희 / 한남대학교

본

발표문은

루이스

캐럴(Lewis

Caroll)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를 샤머니즘적 연구로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제목만을 읽었을 때는 어색한 느낌을 받았지만, 발표문 전반적으로 샤머니즘적 요
소와 잘 어우러져서 논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몇가지 궁금한 점들
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저자께서는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의 상징 이미지가 지배적이고, 천문의
별자리를 바탕으로 하는 샤머니즘의 우주 질서 및 시간 개념이 이 작품의 전체 흐름을 관
통하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이 작품이 난해한 원인은 이러한 샤머니즘적 이미지
가 차용되면서 가중되고 있고, 등장하고 있는 시계, 토기, 여자아이, 도마뱀, 쌍둥이, 거북
이 등등은 별자리들이고 그것들이 천문의 별자리를 인격화시킨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서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본론에서 저자께서는 본 작품에서 ‘흰 토끼’를 탄생과 다산의 이미지로써 남성 성
인 잡지인 <플레이 보이>지의 토끼 이미지를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본 작품 전반에 우주의 시간이나 질서 개념을 토대로 지상과 우주를 연결한다는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시상인 샤머니즘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작품을 과학
적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샤머니즘적 측면과 상반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결론적으로, 본 작품을 앨리스의 성장과 사회적, 과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입장에서 샤머
니즘적 논문을 접하고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품 속 내용과 샤머니즘적 요소들,
다른 작품들과의 연계성은 폭넓고 깊이가 있는 연구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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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in the New Normal – Re-communicating Core Values and
Resiliency in a Changing World

Dary E. Dacanay / St. Patrick School of Quezon City, Philippines

The academe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and schools in the Philippines
are doing there best to continue education despite the pandemic. Throughout
this time many schools are leaning in and out with their own core values and
how to connect to their community. It is amazing to see how schools have
brought their values to life in unique ways that will be remembered well.
A “value” as “a system of being or believing that we hold really important”
and communicates that “living into our values means that we do more than
profess our values, we practice them.” While social media has highlighted a lot
of schools that have not lived into their valu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ne school has lived its values wholeheartedly, as well as how they work with
their teachers, students, parents, government and industry partners to ensure
that values are more than words on a piece of paper.
St. Patrick School of Quezon City in the Philippines is a Catholic educational
institution for students in the Preschool until the Senior High School levels. As
such, students are trained to uphold Christian values, a major part of which is
by ensuring that all school rules and regulations are followed. This is in
pursuit

of

realizing

the

school’s

mission

and

objectives.

The

school’s

philosophy is grounded on the global mind and support of teachers working
with students in an informal warm atmosphere with rich, relevant, and diverse
learning experiences to challenge individual needs with reasonable freedom and
guided direction. The school upholds core values which are principles and
qualities that represent their deeply held beliefs. These form the foundation on
which the school performs work and achieves its objectives of providing quality
education to its students. These core values show who the school is and what
they believe in, and the fundamental driving forces on what they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The school core values are as follows: 1) Love of God;
2) Excellence; 3) Discipline; 4) Respect; 5) Loyalty; 6) Honesty; 7) Service; 8)
Cares for the Environment; 9) Commitment; 10) Responsibility
When COVID-19 hit the Philippines, St. Patrick School of Quezon City

- 54 -

administrators lived their core values of unleashing the creative dragon within
and rolling with the punches by ensuring that education will continue while the
school closed its doors for the community’s safety. It was a difficult time for
the school. The school administrators did not lose hope and worked together.
School leaders worked regularly, shared talks, interviews, meetings and parents
consultations to ensure that learning will continue. The school made a
commitment that student’s welfare should be a priority.

I. Importance of Core Values during the Pandemic
The school Core Values are important because they help the community
grow and develop. They help everyone to create the future they want to
experience. Every individual and every member of the school community is
involved in making hundreds of decisions every day. The decisions we make
are a reflection of our values and beliefs, and they are always directed towards
a specific purpose. That purpose is the satisfaction of our individual or
collective (organizational) needs.
In St. Patrick School of Quezon City teachers use core values to make
decisions, they make a deliberate choice to focus on what is important to
them. When these Core Values are shared, they build internal cohesion with
the rest of the community. Majority of the teachers said that Core Values are
important because it serves as their light, guide and hope during the
pandemic. It became a reminder for everyone to live their spiritual purpose as
human beings that is to live in values and to center ones’ life in God who puts
everyone into this trial.

II. Moving Forward

To maintain the core values of the school, key components are needed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school

programs.

The

first

component

is

technology, which was used to maintain contact with the community. There
can

be

major

limitations

to

technology,

including

financial

support

for

implementation and Wi-Fi availability for implementation.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is the “digital divide” between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Even

though technology is widely available in the Philippines, not all learners have
equal access to it, example, some may not have Wi-Fi at home or it ma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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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ttent connection. Other learners may not even have a laptop computer.
The school programs may need to provide technology resources for students
to be able to complete the core requirements of programs virtually.
The second key component, and possibly the most important, is leadership
in the community. School Leadership is responsible for ensuring programs can
maintain core valu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for making pivotal
decisions during times of crisis. Leaders should consider maintaining high
levels of transparency as it is important for learners to understand why
decisions are made. Students appreciate transparency and can learn from
watching teachers and administrators make decisions thoughtfully.
The final, maybe unrealized key component is the mental well-being of the
community involved in school programs. This pandemic is and will continue to
be traumatic to many. Therefore, it may be of value for administrators,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to become familiar with health and wellness
initiatives. The school’s guidance office became the proponent of this important
initiative. This knowledge may help identify those who are struggling with
pandemic related mental health problems and help guide the community as
they move forward. Program formatting can be modified, adjusted, or improved
to ensure core values are being achieved during this crisis, but if the
community is mentally incapable of growing or learning during this period of
time, the accomplishment is null and void.
While the school programs can adjust priorities to maintain the core values
and aim to focus on the safety of the community, everyone will struggle to
succeed if not reinforce the component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these values; successful technology practices, transparent/thoughtful leadership
and support of mental well-being. The opportunity to take lessons learned from
this crisis and create best practices and an even better future is truly a once
in a lifetime circumstance.

III. Translating Core Values for a Pandemic

Core Values guide leaders through decisions, particularly difficult ones, that
can determine the future of the organization. Getting them right can galvanize
the

workforce

around

what

is

really

important

(e.g.,

working

together,

adapting), and can be pivotal in a school’s survival and growth o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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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Times of turbulence provide a unique opportunity for school leaders to
evaluate how their core values actually show up. Understanding what the core
values need to do versus what they actually do can help leadership translate
them into more meaningful guides for employees. What do themes like
‘transparency’ mean during a period of extreme change? How do themes like
‘caring’ show up when thousands of workers may need to be furloughed or
endure extreme work conditions?

Schools use their values to guide positive actions. With significant impact on
the education industry due to the coronavirus, St. Patrick School of Quezon
City administrators and teachers led with their core values, “creating a culture
of warmth and belonging” and “acting with courage” in facing questions and
inquiries on student’s academic related tasks and performance. First, the
school committed to continue education despite the online distance learning
system limitations. Second, the school recognized that opening will show
everyone how the school had prepared for this pandemic and empowered
teachers by providing them seminars and training to equip them during the
pandemic.

IV. Ensuring teachers are equipped with skills and behaviors to live the
core values

In times of crisis, situations can change everyday, if not hourly. Teachers
need to feel they are equipped with the right skills and behaviors to deliver on
the values as circumstances change, and where new skills might be needed. St.
Patrick School ensures that teachers are well equipped with the skills such as:
1) Communication; 2) Problem Solving; 3) Analytical Skills; 4) Leadership;
Communication as a skill is important because all teachers are doing a
work from home routine. The need to have the right tone of voice has been
an important requirement in online distance learning. Problem solving means
identifying a task, breaking it down into its components, and fixing it,
according to the students need. Analytical skills means that an action should
be based on the types of questions you ask yourself and students on a daily
basis. Leadership means that teachers make a clear list of their priorit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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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and not think in a binary way. It is brining people together around a
passion, for a common purpose, to make education a better experience for
students.

V. Creating processes that reflect your values
To ensure teachers can deliver on core values without fear or friction, the
proper processes and governance need to be in place. Consistency is key here
as processes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to everybody. Where there are
inconsistencies, it’s important to be transparent about why those choices are
being made.
During times of crisis, existing processes may need to be adapted. Teacher
evaluations and competencies may need to be rethought to align with how the
nature of an organization’s work has changed. Some schools may find they
need to inject new processes, such as implementing new student support
guidelines, to empower teachers to make decisions aligned with the school core
values. Others may find that some processes might need to be paused to help
remove the bureaucratic procedures that typically slow organizations down and
prevent employees from making values-led decisions quickly. Making changes
like eliminating unnecessary layers of approval can actually turn times of crisis
into catalysts for change.

VI. Helping the community feel the core values through school activities
and rituals

Teachers and students often feel confused and overwhelmed so it should be
a priority of the leadership to communicate just how valued they truly are.
This can be brought to life in meaningful and human ways by reinforcing core
values through stories like a virtual story telling for preschool children, school
spiritual

activities

like

virtual

recollections

and

celebration

of

the

Holy

Eucharist (Mass), or the different monthly school wide activities such as the
Language month, United Nations, Christmas celebration, Technology month and
others. Even small changes like reminding teachers to stretch, take lunch
breaks, or reflect can help teachers and students feel the core values with
themes

like

Love

for

God,

Commitment,

Responsibility,

Excellence

and

Discipline. The core values enumerated are the most important cor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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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lified during the pandemic that helped the community in their activities
in school and at hom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existing rituals, where possible, to

show

continuity. New rituals may also be needed to deliver on core values in new
ways. In St. Patrick School, they have transitioned our breaks as happy
moments of conversation with peers, pulse checks, and even office-wide events
to virtual platforms. Continuing school activities and providing a platform for
the community to share personal stories has brought St. Patrick School’s
theme of As We Live, We Learn to the next level of ensuring that no one is
left behind during the pandemic.
Now, more than ever, it is critical for school leaders to be true to their
core values and work harder to enable the organization to live those values by
aligning skills, processes, and activities. Doing so will empower the community
to take values-led actions namely: 1) Take a hard look at your values. Ask
yourself what your organization really values. And how that manifests itself in
difficult situations. Are you comfortable with the answer? 2) Consider how your
core values come to life throughout your culture. What skills, processes, and
rituals need to evolve to ensure you’re living your values? 3) Deliver
consistently – not just every time, but at all levels and in all situations. Living
your core values “only sometimes” diminishes all your values.
School Resiliency during the Pandemic
Resilience they say is not a state of being but a set of skills refined through
adversity and mindful of one’s core values. To be resilient in school and at
home is not to go back to being the way one was before. The way we do
things in school before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during and after the
pandemic. It is to allow oneself to be changed, to open oneself to people who
will help you, to see the cracks in the self and the school system, let the light
shine through and to become stronger community. Resilience does not mean
bouncing back to normal. It means being transformed toward a new normal.
The school community showed the greatest resilience. The school is one with
the community in shaping students for a better future in a chan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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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대응 유형 연구
김민아 / 인천대학교

I. K-방역에 대한 서구 세계의 왜곡된 시선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초기부터 현재까지 세계의 찬사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여기에서 찬사와 우려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의 다양한 면모에 대한 다양한 평가
라기보다는, 하나의 동일한 대응 방식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중적인 평가는 시차를 두고 나왔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초기, 한국은 휴대폰을 이용해 이동 경로를 추
적하는 IT 기술을 앞세워 “투명하고 개방적이면서 더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바
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황정아 2020:20). 팬데믹 선언이 나오기
전부터 일찌감치 국경을 닫고 내부적으로도 철저한 봉쇄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초기에 막
은 대만이나, 바이러스나 감염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의심을 샀
던 중국과 달리, 한국은 극단적인 봉쇄 없이도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였으며 투명한 정
보 공개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는 평
가이다. 이때 한국의 비교 대상은 대만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세계에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 선언을 했을 때,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한 서양의 시선은 정반대로 바뀌
었다. ‘서양’의 입장에서 ‘동양’의 문제이기만 했던 코로나19가 드디어 자신의 문제가 되
었을 때 동양은 이 세계적 재앙의 근원지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 서양이 따라야 할 모범
으로 자리 잡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에 한국의 방역 조치를 ‘감시국가’, ‘통제사회’, ‘동
아시아 집단주의’ 등으로 설명하는 시도가 등장했다 (천관율 2020:20). 프랑스의 비르지니
프라델(Virginie Pradel)이라는 변호사가 2020년 4월 6일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에 기고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이 이러한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글에서 그는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극도의 감시 체계를 만든 덕분”이라고 주장하
여,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이에 공식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천관율 2020:20; 손진석
2020). 공중 보건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전 국민이 단합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라는 것이 이 시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의 핵심
이었다. 이때에는 한국이 대만이나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한 그룹으로 묶여 인식되
었고, 한국의 비교 대상은 마스크 착용 여부나 봉쇄 지침에 대한 참여를 자율에 맡긴 서
구 세계 그 자신이었다.
동양을 한 집단으로 묶어 사고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유교’였다. 프랑스 미래학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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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르망(Guy Sorman)은 2020년 4월 27일 프랑스 주간지 『르푸앵』(Le point) 지와의 인
터뷰에서 “유교문화가 선별적 격리 조치의 성공에 기여했다. 한국인들에게 개인은 집단
다음이다.”라고 말했다 (천관율 2020:20). 한국을 비롯한 동양 국가들이 집단을 위해 개인
의 희생을 당연시할 수 있는 것은 유교의 영향이라는 지적이다.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해
서 이러한 왜곡된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태거트 머피(R. Taggart Murphy)는 팬
데믹 상황이 드러낸 아시아의 “성공적 정치”의 공통점을 묻고는 “유교적 정치 유
산”(Confucian political heritage)이라고 스스로 답했다. 그는 팬데믹 상황에서 아시아의
유교적 사고방식이 한편으로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로, 다른 한편으로는 “통치의 정당성
이 질서의 보존에서 확보된다는 의식”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Marphy 2020:60-61).
방역 조치들의 조건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아시아의 문화적 습성으로 낙
인찍는 서구 세계의 이러한 시각은 문제가 있다. 특히 나라간 차이를 무시하고 아시아를
한데 묶는 것은 그 동안 비판받아온 서구중심주의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극
명히 방증한다. 아시아에 속한 여러 나라들은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일 수 없다.
이러한 시도는 동양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이라는 한 나라 안의
그룹들도 통일된 하나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안에도 다양한 태도와
입장이 존재한다. 한 종교 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사회적 조치에 대한 다양한 입
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대응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신
교회의 대응 방식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종교와 정치사회의 관계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II.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대응 유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보다는 한층 더 적극적인 방역 대책으로, 감
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간 접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면 접촉시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휴교, 재택 근무, 모임 취소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양권석 2020:20).
따라서 한국 개신교회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회적 거리두기’
의 구체적 지침은 종교의 집합금지 조치이다. 방역 단계에 따라 ‘방역 수칙 준수 조건의
대면 모임’/ ‘좌석 수의 20퍼센트 이내 주요 의례 참석 및 친교 모임과 식사 금지’/ ‘비대
면 원칙’ 등 단계적으로 다양한 종교의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대응은 크게 순응, 적극적 저항, 적극적 협조 이 세 가지 유
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순응(adaptation)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응하여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리킨
다. 팬데믹 초기 정부에 의한 종교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하였으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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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를 따르고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2020년 8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간
담회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회 연합체인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 The United
Christian Churches of Korea)의 김태영 대표가 한 발언에서 확인된다. 그는 정부의 행
정명령이 종교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권력을 통해 종
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대통령이 종교 단체를 일반 사업장과 같이 취급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강태화 2020). 이 유형에 속하는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
에 따라 대면 의례 참석 및 친교 모임과 식사 금지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종교적 자율
성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공중 보건을 위해서는 어
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에도 동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필요악으로 받아들이며,
가능한 한 최소한의 강제성을 띨 것을 주문한다. 다시 말해,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정
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처벌 등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
을 갖고 있다.
순응 유형에 속하는 대다수의 한국 개신교회들은 정부의 지침을 수용하여 최소한의 수
준으로 유지되는 강제력 아래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고 있다. 이들
은 사회가 종교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종교적 영역에 간섭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며,
동시에 종교가 사회에 대해 가지는 책임감도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종교와 사회가 서로
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는 분리된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근대 사회의 기본 원리로 여겨지는 정교분리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유형
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
침에 반발하여 공공의 건강을 해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대면 예배 및 모임을 강행하는
교회들이 이에 속한다. 코로나19 초기에 사회적으로 큰 지탄으로 받은 신천지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교리를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한국 주류 개신교회로부터 소
위 ‘이단’으로 여겨지는 신천지를 한국 개신교회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
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신천지가 한국 개신교에서 시작된 개신교계 신종교로 여겨지고 많
은 신천지 신도들이 주류 개신교와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천지를 한국 개신
교의 보다 확장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무시하고 대규모 광장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대
표의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발하여 개교회들에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것을 주장한 한교연(한국교회연합, The
Communion of Churches in Korea) 등의 교회 연합 단체들도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최승현 2020). 특히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재유행에 큰 영향을 끼
친 BTJ 열방센터의 인터콥(InterCP)은 빌 게이츠가 백신을 통해 세계 지배를 시도하고 있
고 이를 막는 정의의 세력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음모론을 바탕으로 백신과 사회적 거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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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모두를 거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대
형 교회인 부산 세계로교회와 이에 대한 지지 그룹들도 이 유형에 속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개신교회들이 사회적 위험을 야기할수록 한국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하여 여러 사회 영
역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인・
의료계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각각 +75와 +72를 얻은 반면 종교기관은 –46으로
크게 떨어졌다 (천관율 2020:23).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통적인 교회론과 예배에 대한 성사적(sacramental)인 이해
가 강한 가톨릭교회가 개신교회에 비해 비대면 예배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아이러니가 있다. 2020년 2월 19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톨릭 대구대교구가 공동체 미사를 중지한 후 한국 가톨릭교회는 5월
초까지 두 달 넘게 공동체 미사를 중단하였다. 이는 한국 가톨릭 250년 역사에서 처음 있
었던 일이었다고 여겨진다 (경동현 외 2020:73). 교구 차원에서의 공동체 미사 중단 지침
에도 불구하고 일부 본당에서 주임사제의 판단으로 미사를 강행한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의 가톨릭교회는 공동체 미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6,074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응답한 “팬데믹 시대의 신앙실천” 설문조사에서 84.4퍼센트가 “공
동체 미사 중단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경동현 외 2020:22, 66).
성찬이나 세례를 기억이나 기념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개신교회들이 대면 예배 금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따라서 교리적인 차원보다는 관습적 차원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교회 건물, 회중들 사이에서 나누는 인간관계, 성직질서, 그리고 그 성직자
들과 평신도들이 나누고 있는 목회적 관계, 교회 안에서 문제를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
는 과정, 교회가 교회 밖의 공동체와 맺는 선교적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현실 교회의
교회론과 예배 이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양권석 2020:21). 이에 더하
여 정치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한국 사회에서 급
성장한 개신교 우파로, 종교의 이름과 가치를 앞세우고 사회・정치・문화 등의 공적 영역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세력이다. 최근에는 동성애, 난민, 낙태 등의 이슈에 대해 한국에
서 가장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반대의견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진
보 정권으로 분류되는 현 한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함으로써 우파적 정치성을 선명히 하려
는 시도를 이들에게서 읽어낼 수 있다.
적극적 저항 유형에 속하는 개신교회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
를 통해 개신교적 가치를 보편적인 질서로 구축하고자 시도하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들의 사회 참여는 ‘사회’보다는 ‘교회’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회
를 사회에 ‘침투’시킴으로써 교회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사회 참여인 것이
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개신교회들이다. 이들

- 64 -

은 무리한 대면 예배 강행이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잠재적 가해라는 입장을 가지고 정
부의 방역 지침에서 비해 보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이들은 개신교 우파
에 의해 감염 확산의 위험이 커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자, ‘개신교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극우 개신교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국 개신교회가
“사회와 국민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극우 개신교를 “방조하고 묵인한 한국교회
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죄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문희 2020). 또한 ‘2020 다시희
망 준비위원회’는 ‘개신교 죄책 고백과 희망 선포의 날’을 선언하며 급성장한 한국의 극우
개신교가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의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을 성찰하고 이를 개신교
개혁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020 다시희망준비위원회 2020).
이 유형에 속하는 개신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서 더 나
아가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일례로, 일산의 씨앗교회는 코
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자 교회 건물 임대를 포기하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들에게 건물 보증금 3천만 원
과 매달 나가는 월세 70만원을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다. 씨앗교회의 송명수 목사는
일부 개신교인들이 “예배는 생명 같아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 반대하여 ‘생명
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용필 2020).
적극적 협조 유형의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한국 개신교 내 진보적 세력을 형성하던 그룹
이다. 씨앗교회도 팬데믹 이전에 미혼모, 세월호 가족 등을 꾸준히 지원해오며 사회 속에
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던 교회였다. 한국의 진보적 개신교 분파는 1970년대
민주화 운동 때부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오며, 정의, 평등, 평화, 생태 등의 사회적
가치들을 실현하는 활동들을 해왔다. 1970, 80년대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보수적 개신교
인들로부터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받기도 하였으나, 군사 독재 정권 아래 사
회 운동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에 진보적 개신교인들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 및 노동자・농
민 운동을 견인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은 신앙의 목소리를 내세우기
보다는 신앙의 가치를 사회 질서 속에서 실현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신앙적
가치’를 ‘일반 사회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즉 극우 개신교가 사회 속에 종
교를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사회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 진보적 개신교 분파는 사회적 가
치를 종교 속에 수용하여 보편적인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한다
고 말할 수 있다.

III. 포스트-코로나 전망: 종교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

세계가 합리적 질서로 구축됨에 따라 학자들은 “종교적 사고와 실천, 제도들이 사회적
으로 중요성을 잃어가는 역사정 과정”을 의미하는 세속화론을 제기하였다 (Wilson
2016:6). 이로써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약화되고 종교적 영역으로부터 정치, 경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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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공적 영역이 분화(differentiation)되며, 종교가 개인의 사적 생활의 영역으로 제한되
는

사사화(privatization)

현상이

수반되는

것이

근대화의

특징이라고

여겨졌다

(Casanova 1994:7).
그러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안정망을 뒤흔들고 당연하게 여겼던 질서와 가치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면서, 종교는 사회 질서의 재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종교 단체들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주요한 구심
점이었다. 종교 조직들은 격리에 처한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에
서부터 주거, 의료, 교통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Baker et al.
2020:365). 한국 가톨릭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은 좋았으나 천주교회가 어려운 사회와 이웃을 위해 공적으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웠다.”며 코로나 이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극
적으로 나왔다 (경동현 외 2020:24). 그러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종교의 역할은 이러한
물질적 자원의 제공과 분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된 이후 디지털 문명에 대한 적응이 강력히 요구
될 것이라고 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온라인 적응력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트-코로나 담론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기술 습득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종교 영역에서도 온라인 종교의 시도가 다시금 주목받
고 있고, 디지털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종교의 생사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여겨
진다. 그러다보니 팬데믹을 거치면서 개신교회의 세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염려가 개
신교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물질적인 지원이나 디지털 기술 습득보다 더 근원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밀감’이라는 사회적 자원이다. 팬데믹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온
라인을 통한 비대면 만남에 능숙해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대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도, 언택트
(untact) 사회가 장기화될수록 대면 모임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이유도, 사람들이 양질의
친밀감을 쌓는 것은 결국 대면 만남을 통해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적 연결망이 붕괴함에 따라 경제적・문화적 자원 외에 친밀감 네트워크가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립되고 외로운 개인들에 대한 사회적・정서적 지
원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신앙 생활이 개인 단위로 영위되면서 종교의 사사화 현상은 더
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대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음을 설
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개신교인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에서 ‘교회에서 드리
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는 진술에 73.6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코로
나19 종식 이후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 출석하여 예배 드릴 것 같다.’라는 진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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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민형 2021:55-56).
찰스 테일러는 현대 사회에서도 “영원을 향한 욕망”(désir d’éternité)이 강력한 동기
부여의 원천으로 남아있으며, 개인적인 “탐험의 영성”(the spirituality of quest)이 열성
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하였다 (Taylor 2007:530, 532-534). 테일러는 이러한 인간
본연의 종교적 심성이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발현되고 충족될 것이라고 보았지만,
팬데믹을 경험한 세계는 공동체적인 종교적 실천에 대한 열망 또한 본질적으로 강렬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미지의 바이러스로 인해 인간은 극단적인 불확실성과 무의미성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런 때일수록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에 대한 종교적 답변이
강력히 요구될 것이다. ‘영성’(spirituality)이라는 종교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이 가
진 궁극적 우연성과 무의미성, 유한성에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견디고 살아낼 힘을 제공
할 필요가 부각될 것이다. 또한 인간과 사회, 인간과 환경의 유기적 관계도 종교의 ‘영성’
적 언어를 통해 재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 존중의 윤리를 확립할 필요성도 대두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패닉 상황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세계 인구의 60~70퍼센트가 감염되고 수 백만 명이 죽게 될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그 효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으며, 변
이 바이러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사회의 윤리 기준
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영국의 의료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심각해져서 집중치료 병동이 부족해질
경우 국민건강서비스(NHS)에 등록된 환자들까지도 구명 치료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소위 ‘세 명의 현자’ 지침(three wise men protocol)이라 불리는 것은 지금까지
영국 의료계에서 명목상으로만 유지되었으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각 병원에 있는 세 명의
선임 상담자들이 산소 호흡기와 병상 치료 등의 배치에서 선별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지젝 2020:91). 실제로 유럽에서 제한된 의료 장비로 인해 어떤 사
람을 살리고 어떤 생명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일어났다. 일본에서는 ‘집중치료
양보 카드’라는 것도 나왔는데, 위급할 경우 청년 세대를 먼저 살리기를 원한다는 메시지
가 적힌 카드를 노인 세대에게 배포하여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박세진 2020).
미셸 푸코가 제시한 생명권력이라는 개념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그는 근대 이전의 군
주가 지닌 고전적 주권에 인민에 대한 일종의 생사여탈권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죽
게 만들고 살게 내버려두는” 권력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국
가가 시민에 대해 행사하는 생사여탈권은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으로 성격
이 변화하는데 이것을 그는 ‘생명권력’이라고 불렀다 (푸코 1998:178-179). 팬데믹 상황
에서 권력은 어떤 생명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어떤 생명은 죽게 그냥 내버려둘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으로 하찮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존재에 대한 폭력이 더욱
극단적인 양상을 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삶의 정상적인 조건들 (Agambe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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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존중의 윤리를 확립하는 데 종교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V.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서 사회적 거리좁히기(social touching)로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종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종교의 사회 참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때 종교의 사회 참여는 단순히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고 종교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어떠한 내용과 지향의 사회 참여를 할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앞에서 살펴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대응 유형에서, 적극적 저항 유형
과 적극적 협조 유형은 둘 다 사회에 대한 종교의 적극적 참여를 인정한다는 특성을 갖는
다. 그러나 그 둘의 지향과 결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개신교회들, 즉 진보적인 개신교 분파의 사
회 참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삶
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람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고, 친밀감을 잃고 고립된 사
람들에게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삶의 무의미성 극복을 돕기 위해 공동체적인 ‘영
성’ 훈련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활동은 단순한 사회 참여(participation)가 아니라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정의, 생태, 평등, 평화 등의 가치 실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선’(public good)을 위한 종교의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서 사회적 거리좁히기(social touching)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물질적・정신적・개인적・집단적인 모든 종교적 자원을 총동원
(mobilization)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으로써 공공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신교가 사회와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
안이 있다. 물리적(physical) 거리두기는 맞지만, 사회적(social) 거리두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동시에, 사회적 소외와 고독을 막기 위
해 개인간 및 집단간 사회적 보살핌과 친밀감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보다는 ‘공간적 거리두기’(spatial distancing)나 ‘사회적 친
밀감’(social closeness)라는 용어가 더 바람직하다거나 (Abel and McQueen 2020:231),
‘사회적’과 ‘거리두기’의 순서를 바꿔 ‘거리를 둔 보살핌’ 혹은 ‘거리를 둔 사귐’(distant
socializing)과 같은 용어들이 제안되고 있다 (Zaki 2020). 그러나 여기에서 제안된 용어
들은 개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사회에 대한 종교의 책임을 지칭하는 용어
로는 부적절해 보인다. 필자가 ‘사회적 거리좁히기’(social touching)라는 용어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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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바는, 『신약성서』 「마가복음」 1장 40-45절의 내용에 대한 존 도미니크 크로산
(John Dominic Crossan)의 해설과 연관되어 있다. 해당 성서구절은 다음과 같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
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
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
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
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
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
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이에 대해 크로산은 예수 당시 한센병과 같이 피부에 균열이 생기는 병은 단순한 병을 넘
어서 그를 둘러싼 온 세계에 금이 가고 과거와 현재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
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피부병 환자는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
하고 마을 밖으로 쫓겨났는데, 그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죄와 오염이 전
염된다고 여겨졌다고 한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가 한센병 환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함으로
써 그를 다시 마을로 되돌려놓았다는 이 일화는, 접촉(touching)이 가지는 사회적・정치
적・문화적 차원의 해방적 의미를 잘 보여준다 (크로산 2007).
진보적 개신교 분파의 사회 참여는 이 일화 속에서 접촉이 가지는 해방의 목표를 지향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정치적

태도를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와 ‘사회적 거리좁히기’(social touching)의 두 차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사회 변동에 대한 종교의 대응에서 종교적 특수성을 고집하지 않
고 사회적 질서와 가치를 수용하는 진보적 종교인들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였다. 피터 버거는 전통에 의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들을 체계
적으로 현대 세속성의 테두리 안에서 “용납될” 수 있는 말들로 번역하는 환원적
(reductive) 접근은, 세속적 번역의 과정에서 종교적인 전통이 모두 해소되거나 사라져 버
리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버거 1981:68-72). 진보적 의제를 가지고 근대적
사회의 세속주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종교적・사회적 영향력을 잃어간 이
러한 상황을 두고 버거는 “그리스도교인들이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왔다”(Christianity
has been its own gravedigger)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버거 1981:147). 딘 엠 켈리의
『왜 보수주의 교회는 성장하는가』도 보수적으로 종교적 특수성을 지키고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분파가 더 성장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고전이다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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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19가 이러한 전망을 뒤엎을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보수적 입장의 종교,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종교적 특수성을 고스란히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종교
는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증대하는 종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세속사회에 대한
종교의 침투와 그것을 통한 종교적 세계관의 일방적인 확장 시도는 오히려 공공선을 저해
한다는 것을 코로나19에 대한 극우 개신교의 대응에서 확인하였다. 종교 고유의 역할과
특성이 사회와의 소통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토대가 포스트-코로나 시
대의 종교가 위치한 자리이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종교와 정치사회의 관계 지
형이 이전까지의 종교사회학적 전망을 거역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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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대응 유형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재명 / 건양대학교

발표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신교회의 대응 방식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종교와 정치사회의 관계 지형을 전망하고 있습니
다. 매우 시의적절한 논문이라고 생각하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토론자 역시 전반적인 문
제의식과 상황인식에는 발표자와 대체로 동의합니다만, 논의 심화를 위해 논문의 순서를
따라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상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구 세계의 왜곡된 시선과 관련하여, 서구 세계는 방역 조치의 조건과 맥락을 무
시한 채 동양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이 부
분에 적극 동의하면서, 서구인들이 유교의 다양한 면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유교의 영향으로 돌리는 것 자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
만 설령 그렇게 본다하더라고 유교의 일부 특성만을 강조했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한국
인의 의식에 미친 유교의 영향은 ‘전문가에 대한 신뢰’나 ‘통치의 정당성이 질서의 보존에
서 확보된다는 의식’이라기보다는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일종의
배려와 겸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서 齊家와 孝가 핵심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교적 사유는 무조건적으로 국가중심이거나 집단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동양에
대한 서구인의 왜곡과 오해가 새로운 일도 아니지만 이 기회에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
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
니다.
논문의 핵심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세 유형으로 순응, 적극적 저항,
적극적 협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황이 잘 반영된 분류라고 생각됩니다. 원론적인 유형
론의 차원에서는 소극적 저항이나 소극적 협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순응
유형에서 모두 적절히 잘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유형 분류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발표자의 논지에 의하면, 적극적 저항과 적극적 협상 두 유형은 모두 정교분리의 원칙
을 깨고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사회참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순응 유형은 정
교분리 정신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교분리’라는 것이 중세 가톨릭
이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른바 세속 권력이 가톨릭의 직
접적인 통치적 영향권에서 벗어났던 시공간적 제한을 갖는 역사적 맥락의 개념이라는 것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정교분리 원칙이란 정치적 권력의 운영에 있어 특정
종교의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지, 종교집단 혹은 종교인이 정
치적 견해를 표명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깬다
거나 정교분리의 정신을 반영한다는 설명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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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전망과 관련하여서는, 친밀감이라는 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
과 생명 존중의 윤리를 확립하는 데 종교가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을 전망해 주셨습
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좁히기’ 즉, 사회적 접촉의 중요성을 피력해 주셨
고, 더 나아가 종교와 정치사회의 관계 차원에서는 공공선을 위한 종교의 사회참여에 대
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시면서 ‘적극적 저항 유형’의 한계와 ‘적극적 협력 유형’의
확장 가능성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종교의 사회참여 모색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향
이든지 제도종교의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공공선’을 향한 방향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극적 저항 유형’에서도 자신들은 나름의
공공선을 추구한다고 생각할 것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터콥을 비롯한 최근 일련의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 적극적 저항 유형은 그 결속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일반의 비판
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 약해지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반면 ‘적
극적 협력 유형’의 행보는 그 실천의 방향이 사회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것이 ‘종교’인지에
대한 정체성 확인 질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
역시 발표자와 함께 ‘적극적 협력 유형’의 왕성한 활동을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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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untact)의 현실존재론
-낯설고도 익숙한 또는 익숙하고도 낯선 접촉에 관하여
이성근 / 서울대

“비대면” 모임, 수업 등의 표현이 최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익숙해지고 있다. 이는 지금
까지와는 다른 접촉 방식이 일반화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러한 현상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과는 달리 이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상
황에 대한 반응까지 일반화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비대면’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평가는 저마다 갈릴 수 있고, 아직 공론화된 입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대면 접촉’의 방식이 정말 새로운 기준/표준/규범/정상성(normal)을 드러내는
다른 세상과 삶으로의 이행에 관한 문제인지 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전환의 과정과 그 안에서 드러나는 주체들 사이의 관계 설정
을 ‘(비)대면 접촉’(untact)이라는 형태로 이해하여 규정적,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효과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14) 이러한 검토의 목표는 비대면의 현실 상황을 사실적으로
정리한다기보다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비)대면’ 구조의 영향을 받아 현실을 살
아가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초점을 두려는 것은 ‘비대면’ 구조
와 그에 대한 주체들의 반응으로서 낯섦-익숙함이라는 감정적 동요이다. 바로 이 ‘비대면’
이라는 표현 자체가 기존의 상황과 유사하면서도 다르게 경험하게 되는 접촉과 관련된 동
요를 드러내는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이 논의의 시작을 위한 주목 지점이다.
익숙한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이미 ‘대면’ 자체가 ‘직접성’과 결부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
왔고 살아가는 중임을 직시해야 한다. 직접적인 논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의
‘비대면’ 상황은 대면 관계 또는 대면성의 부정이 아닌 억압된 대면의 상황이 기존의 양상
대로 회귀할 것을 기대하는 ‘(비)대면’의 상황이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타인들과 맺는
접촉 방식은 “기괴한 낯섦”(Unheimlichkeit/uncanny)15)의 감정과 같은 구조 아래 놓여
14) 사실 이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대면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인 여러 기술(技術,
technology)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기술(記述, description)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는 ‘(비)대면 접촉’의 구조적인 측면을 정리하고, 이러한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의 측면에 집중하
려고 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기술철학적, 매체철학적 검토는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만 미
리 언급을 해둔다면, 이 글에서 참조하게 될 데리다 논의의 기반이 바로 데리다와 스티글레르의 대담
인 『에코그라피』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귀결되는 과제이다. 더구나 이 책에서는 당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데리다와 다른 이들의 먼저 이루어진 대담을 「인공적 현재성」이라는 제목으로 1부
에 배치해두고 있다. 변화 중인 시대를 기술적인 요소들과 함께 진단한다는 점에서 이 글 역시 같은
시각에서 접근하기에 다음을 인용해두고자 한다. “오늘날 자신의 시대를 사유한다는 것은(특히 자신
의 주제에 대해 공적으로 말하는 위험을 감수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만) 이전보다 더욱더 공적인 말
하기의 시간 자체가 인공적으로 생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
의 인공물(인공적 사실, artefact)입니다.” 자크 데리다ㆍ베르나르 스티글레르, 김재희ㆍ진태원 옮김,
『에코그라피-텔레비전에 관하여』, 민음사, 2014(재판, 초판 2002), 19쪽.(인용문 강조는 인용자.)
15) 이에 대한 논의 틀은 데리다의 접근을 따른다. 위의 저자, 위의 책, 207쪽 각주 17, 207-208쪽.의
논의 참조. 데리다는 직접적으로는 이 개념을 프로이트의 「두려운 낯선 것」(1919)에서 차용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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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와 유사하게 여겨지는 접촉과 다르게 여겨지고 있는 접촉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
은 현실의 문제이자 그 효과로서 다가올 장래를 이해하는 바탕이다.

I. ‘(비)대면’ 구조의 전통성 – 비대면 상황에서 ‘접촉’의 문제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식 한자어 표현 ‘비대면’(非對面) ‘접촉’(接觸) 자체는 글자 그
대로 이해하기에는 지시하는 사태가 불명확하다. 서로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때의 ‘얼굴’은 사람의 신체 일부를 가리킨
다기보다는 같은 장소, 공간에 함께 있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에 ‘접촉’이라는 표현이
더해질 때, 난해함은 더욱 커진다. 접촉(contact)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맞닿는) 만짐 또
는 촉각이 일어나는 행위를 지칭16)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직접(direct)과 간접/비직접
(indirect)적인 마주침에 대한 구분 또는 넓게 보아 인간의 오감 중 촉각의 우선성이 개입
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 단어로 (주로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contact(with+touch)의
직접성이 차단된 상황을 un-이라는 접두어를 통해 변주한 표현이 비대면(untact,
without+touch)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감각 또는 촉각이 일어나는 기제를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우
리는 여전히 접촉, 촉각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비대면 접촉에서 차단되는 감각은 미각과
후각이지 시각과 청각의 영역이 아님은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촉각의 문제는 이보다 복잡
하게 이야기될 것인데, 사실 감각의 유발과 분류에 관련된 이러한 논의는 아주 전통적인
입론이다. 예를 들어, 에피쿠로스(주의)와 같은 고전적 원자론 내지 입자론의 입장에서는
시각의 성립을 입자들의 충돌을 통해 시신경에 맺히는 물리적 이미지로 설명했다. 그리고
근대의 데카르트 역시 「굴절광학」에서 빛의 반사와 굴절에 따라 망막에 상이 맺히는 과정
을 분석하면서 시각을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을 확장해 적용해본다면, 소리의 파동에 따른

령, 유령성과 기술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같은 곳에서 데리다는 이를 하이데거의 『존재
와 시간』과 관련하여 현존재의 불안 문제와도 관련지어 비교하고 있다. 또한 데리다는 『에코그라피』
(1996)이전에 출간된 『마르크스의 유령들』(1993)에서도 이미 이와 관련된 논의를 활용한 바 있다.
“게다가 프로이트는 「두려운 낯선 것Das Unheimliche」의 믿을 수 없는 한 구절에서, 자신은 바로
거기, “에스 슈푸크트es spukt”가 말하는 것에서 (두려운 낯선 것에 대한, 죽음 충동, 반복 강박, 쾌
락 원칙을 넘어서는 등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중략)… 그는 심
지어 이것을 두려운 낯섦Unheimlichkeit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사례로 간주하기까지 한다.” 자크 데리
다, 진태원 옮김, 『마르크스의 유령들』, 그린비, 2014(재판, 초판 2007), 333쪽.(중략은 인용자) 프로
이트와 하이데거의 비교에 대한 확인을 위해 333-335의 논의 역시 참조.
16) 이는 직접적으로 만짐(touch)을 뜻하는 어근 –tact-가 감각을 유발하는 것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통
해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꼬리표, 표지를 의미라는 tag 역시 덧붙임,
만져서 확인되어야 할 부가물이라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hashtag/#tag) 라틴어 동
사 tangerer에서 유래하게 되는 이러한 촉각의 의미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 감각에 따르게 된다는
점을 잘 시사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촉각(tactile)의 어원 검토를 통해 이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
다.
https://www.etymonline.com/word/tactile#etymonline_v_4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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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막의 진동인 청각, 냄새 입자의 수용에 따른 후각, 음식 성분에 대한 미뢰의 반응으로서
의 미각 역시 이러한 접촉에 따라 발생하는 감각이라고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대면’에 대한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감각의 기원이나 발생, 접촉의 유무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결국 ‘비대면 접촉’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과
대응이다.
그런 점에서 ‘비대면 접촉’이 이처럼 불확실성을 담보한다는 점이 오히려 중요하게 주목
해야 할 지점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우리가 현재 상황에 대한 반어(irony) 혹은 역설
(paradox)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부지중에 받아들였기에 선택된 용어로 이해된다. 물론 반
어나 역설 중의 어느 하나로만 환원해서 정리하기 힘든데, 현실과 표현을 어떻게 관계 짓
느냐에 따라 양자 모두 가능한 평가의 선택지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기에는 이러한
‘비대면’ 관계가 이루어지는 양상에는 다시 이러한 접촉 상황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맺는
직접성, 간접성/비직접성에 대한 이해 역시 연결되어 있다. (이를 직접, 간접의 문제로 고
려할 경우에도 역시 기술적 요소들 또는 매체의 매개 역할과 관련하여 접촉의 문제를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상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기기와 미디어
이미지와의 접촉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미디어 기기의 활용
와 이미지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촉각, 만짐이라는 조건을 통해서야 가능하다.)
처음에 언급한 “비대면 수업”과 “비대면 모임”을 통해 이를 검토해보면 좋을 것이다.
“비대면 수업”의 경우 진행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양상이 나뉘는데, 주어진 조건에 따라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강사의 발신 방식을 중심으로 나뉘게 된다. 따라서 고정적이고
공통적인 정보와 지식을 미리 녹화된 강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강사 주체의
비실시간 녹화 강의와 고정적 정보든 아니든 약속된 시간에 진행되는 강사의 실시간 강의
는 물론 수강자들에게서 다른 반응을 낳는다. 하지만 현재, 이 모든 상황에서 ‘대면’에 대
한 결정은 수신자인 수강자의 몫으로 맡겨져 있다. 실시간 강의의 상황에서도 수강자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얼굴을 전달하는 것은 발신자인 강사로 충분하다. 심
지어 공통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정보와 지식은 ‘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특별하게 주어지는 판서 또는 게시되는 ppt 자료라는 제한이 없다면, 수강자는 화
면을 꺼서 시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청각에만 의존해도 되는 상황에 이른다. 감각을 통
한 접촉은 있지만, 상호적으로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대면’의 실재는 존재하지 않고, 대
면은 가능한 선택지로 존재할 뿐이다. 다만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비대
면에서 ‘접촉’이 강조되는 양상이 된다. (현실적으로 TV가 되었든 라디오가 되었든 기존
의 ‘방송’ 형태를 한 접촉과 다르지 않다.) 결국 이는 ‘대면’을 통해 ‘직접적 접촉’을 강조
하다 보니 나타나는 간접적 대면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게 된 ‘비대면’이라는 반어다.
이와는 달리 “비대면 모임”의 경우, 대면에 대한 선택은 발신자와 수신자 양자 모두에게
서 나타난다. 당연히 ‘모임’의 의미를 어떻게 획정하느냐라는 선결문제가 있지만, “비대면
모임”은 정규적인 정보와 지식의 소통보다는 개인들의 의사나 감정의 교류에 더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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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는 형태로 통용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으로
“비대면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시간 동영상도 아닌 이미지와 글을 통해 “비대면
모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각자 자신이 한 활동이나 즐긴 음식물에 대한 사진을 공유하
는 방식으로 시차를 두고서 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공적인,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한 비대면 회의나 세미나의 경우에도 대면은 발신자이자 수신자이기도 한 주체들에게
선택적인 사항으로 주어진다.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모임을 갖는 경우
에도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보다는 모임이라는 형식인 셈이다.
이러한 “비대면 모임”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비대면’이라는 현실 상황 아래 ‘간접적
접촉’을 강조하려다 보니 제시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비대면’의 역설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결국 이들을 모두 아울렀을 때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과 얼굴을 직접 마주한
다는 사실이나 어떤 방식이든 접촉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다. 굳이
이러한 상황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는 소통하는 주체들이 갖게 되는 상호간 ‘현장감’의 문
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점은 외부 대상이 아닌 촉발되는 감각 그리고 그를 통해 얻
게 되는 감정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면’을 통해 같은 공간에서 접촉할 경우, ‘비대
면’에 비해 더 풍부한 감각과 감정을 얻을 수 있음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런 점에서 ‘비대면 접촉’은 이러한 상실에 대한 표현이고 대면의 복귀에 대한 바람이다.
‘비대면’은 제한된 대면이라는 내포를 표현하는 ‘(비)대면’ 또는 ‘대면(불)가능성’의 형태로
존재한다. 즉,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접촉’에 대한 이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에서는 익숙하지만, 거의 모든 만남을 이러한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경험으로
서는 낯선 상황에 있는 것이다.

II. ‘(비)대면’ 구조와 감성적인 것들(sensible things)

이렇게 ‘비대면’의 문제를 현실의 사실적인 조건에서 주체들의 대응과 관련된 ‘(비)대면’
의 문제로 옮기는 상황에서는 현실적 낯섦과 구조적 익숙함의 문제를 뒤집어서 살펴볼 수
도 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비)대면’의 현실은 낯설어 보이지만, 어떻게든 마주쳐야 하
는 현상(phenomenon)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익숙한 대상이다. 반대로
우리가 이 익숙한 현상에 대한 반응 구조 내에서 현실적으로 감각하고 느끼는 내용이 기
존에 인지한 것들과는 다르게 급작스레 ‘출현’(apparition/appear)17)한다는 측면에서는

17) 이는 프랑스어 appariton을 옮긴 것이다. ‘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데
리다의 ‘유령론’, 직접적으로는 ‘유령 기록’에 관한 논의를 빌어오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본문의 서
술을 통해서도 제시하겠지만, 이러한 구도를 빌어오는 것은 전통적인 인식론과의 관련에서 어떻게 변
주가 일어나는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자크 데리다ㆍ베르나르 스티글레르, 앞의 책, 186-187쪽.
데리다의 용례인 “유령spectre, 망령revenant, 환영fantôme, 허깨비apparition”에 대한 용어 해설
은 『마르크스의 유령들』, 392-3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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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다. 따라서 이는 ‘(비)대면 접촉’을 ‘대면’의 현실이 복귀에 대한 바람으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주체들의 ‘대면’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 앞
에서 ‘현장감’이라는 형태로 간략히 정리했지만, 이는 단순한 감각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감정 이상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금 폭넓게 이러한 부분을 “감각할/느낄 수 있
음”(sensible)이라는 의미를 복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감성적인 것’으로서 논의하려
한다. 우리가 앞서 ‘대면’과 ‘(비)대면’ 접촉에서 나타나는 효과의 문제를 접촉에 대한 욕
망과 관련지었기에, 이는 데리다의 ‘유령론’을 직접 인용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접촉하고 싶은 욕망, 촉각적인 효과나 정서는, 따라서 좌절 그 자체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호출되며, 촉각의 부재에 사로잡혀[귀신들려] 있는 곳들로 망령처럼
되돌아오도록 호출됩니다. 사로잡힘을 가리키는 거의 비슷한 낱말들 가운데에서
유령이란 말은 망령이란 말과 달리,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유령이란
우선 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가시적인 가시적인 것, 즉 살과 뼈로
현존하지 않는 어떤 육체의 가시성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 주는 그 직관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fantôme)이란 말은 파이
네스타이(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phainesthai), 눈앞에 나타나기, 백일하에 드러
나기, 현상성을 똑같이 가리킵니다. 유령성, 환영성과 함께(반드시 망령과 함께는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은 이처럼 유사-가시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를 살과 뼈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 한에서만 볼 수 있게 됩니다.(『에코그라
피』, 186-187)

데리다가 이러한 ‘유령론’을 제시하는 맥락은 기본적으로는 스티글레르가 롤랑 바르트의
사진론, 이미지론과 관련해 유령, 환영론의 의미를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다. 여기에서는
분광사진술(spectrogrphies)을 “유령 기록”의 의미로 변주하면서 여기에는 사진의 지시체
와 죽음, 애도의 문제들이 다루어진다. 이러한 논의 이전에 데리다는 『마르크스의 유령들』
에서 마르크스의 텍스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경계라
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논한 바 있다.18)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
인 인식 구조가 갖는 현상성 즉, 위에서 제시된 “환영(fantôme)”과 “현상(phainesthai)”
의 연결이다. 데리다의 언급에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식은 사실 대상
그 자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감성적인 것으로 우리 의식에
주어진 대상을 이미지나 환영의 형태로 감각하고 느낀다.
‘유령’, ‘환영’ 등의 용어로 제시되었기에 낯설어 보이지만, 이는 서구 철학의 전통에서는

18) 이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간략히 정리했지만, 기본적
으로 데리다가 마르크스의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슈티르너와 관련된 논의를 분석하는 기본 틀은 ‘유
령론’에서 감추기와 드러내기 또는 출현이라는 문제이다. 자크 데리다, 진태원 옮김, 『마르크스의 유
령들』, 2014. 5장의 제목 자체가 <출현하지 않는 것의 출현: 현상학적인 “감추기 마술”>로 제시되어
있다. 이 글의 논점과 관련해서는 248-249, 259, 262쪽의 논의들을 주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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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익숙한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자연적 대상을 직접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phenomenon) 혹은 이미지의 방식으로 인식하다는 접근의 사례 중의 하나로 회의주
의 전통은 우리의 논점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을 보여준다. 섹스투스 엠피리쿠스(Sextus
Empiricus)는 『퓌론주의의 개요』(Pyrrhonei Hypotyposes)19) 1권의 13장에 이르기까지
퓌로니즘 또는 회의주의의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 논의한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회의주의
에서 판단중지의 대상으로 제시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현상한 것ta
phainomena)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중지를 행해야 하는 우선적인 대상은 감
성에 수동적으로 주어진 환상(幻像, phantasia)20), 즉 환상의 형태로 겪게 되는 것(τὰ γὰ
ρ κατὰ φαντασίαν παθητικὴν)임을 분명히 주지할 필요가 있다.

모든 그러그러하게 보이는 것들은 어떤 곳에서 어떤 간격으로 그리고 어떤 위
치에 따라 보이게 된다. 이것들 각각이 phantasia들에 대해 많은 변이들을 만든
다. 우리가 제안했듯이,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도 판단중지에 도달하
는 것을 강제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phantasia들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판단(선택, 선호, 결정)하고자 하는 자는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 시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PH [121])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상이 장소, 간격 및 위치로 주어지는 특정 조건들의 관여
에 따라 출현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 각각이 주체들 각각의 phantasia들에
대해 변이들을 만든다. 현상이 외부의 실재 대상의 반영인지의 문제는 주체들의 인식에
주어지는 현상의 형태 즉, 환상(phantasia)이 변화한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판단중지는 이
러한 변이 각각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유령론과 관련하여 우리의 ‘(비)대면’ 상황에
서 주체는 의외로 감성적 인식의 측면에서 능동적이기보다는 주어지는 자료에 의존적이
다. 이것이 우리가 ‘대면’의 구조에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이유일 것이다. ‘(비)대면 접촉’에

19) 이하 이 책의 인용은 PH로 약칭하고 권수와 단락 번호를 표기한다.(ex.) PH. 1.79.) 본문의 번역을
위해 참조한 판본은 다음과 같다. J. Annas & J. Barnes(tr.), Outlines of Scepticism, Cambridge
Unversity Press, 2000.;B. Mates(tr.), The Skeptic Wa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ierre Pellegrin(tr.), Esquisses Pyrrhoniennes, Édition du Seuil, 1997. 특히 희랍어-프랑스어
대역으로 간행된 펠레그렝 판의 희랍어를 기본적인 텍스트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절이 아닌 구체적인
단락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안에 숫자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20) 사실 phainomenon과 더불어 이 용어는 한국어로 옮기기가 무척이나 까다롭다. 영어에서는 즉자적
으로 fantasy에 대응하지만, 이는 그 어원적 의미를 결코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 이에 따라 안나스와
반스는 이는 appearance로 phainomenon은 what is apparent로, 메이츠는 phantasia와
appearance로, 펠레그랑은 impression과 chose apparente로 옮기고 있다. 어떻게든 의미를 대응
시킨다면 phantasia에 한해서라면 영어에서건 프랑스어에서건 image나 imagination으로 옮기는 것
이 가장 손쉬운 번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간단하지 않은데, 근대 철학적 용어 사용에 함축
된 그림이나 상(像)과는 다소 다른 물리적 감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텍스트와의 영향 관계는 분명하지 않지만, 데카르트가 초기 작품인 『정신지도규칙』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찰』에서까지 phantasia와 image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음은 주지할 만한 사실이
다. 데카르트에게서 image는 관념idea와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상을 통해
그려지는 정신적 상이지만, phantasia는 그 기원을 감각에 두는 물리적인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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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국 ‘대면’ 자체가 아닌 ‘대면이 가능한 상황, 환경’에 대한 열망
의 문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반대 구조를 통한 유추 - 『눈먼 자들의 도시』21)

결론으로 이어가기 전에, 이러한 접근과 정리의 타당성을 조금 더 확인해보려고 한다. 지
금의 COVID-19 현실이 낳은 여러 새로운 현상에 접근은 여기서 제시한 ‘(비)대면’에 대
한 논점과 달리 다양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접근 틀과의 비교를 통해 논점을 더 분명
히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아마도 문학 비평적으로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은 “은유로서의 질
병”22) 내지는 질병을 서사와 은유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작업일 것이다. 질병에 관한 모든
서사가 지금, 여기 한국사회의 현실과 관련되지는 않을 것이고, 특정한 질병과 관련된 여
러 상황 중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논의의 초점도 달라질 것이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문제는 이처럼 질병 자체 혹은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담론은 그 질병에서 직접 파생된 효
과들만을 다룰 뿐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 이와 달리 사회학적, 사회철학적 접근에서 미셸 푸코의 논의를 참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23) 이는 “은유로서의 질병”과 달리 질병을 이해, 분류, 관리하려는 담론이 사
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권력적, 기능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접근이다. 이는 ‘질병’의 관
리/통제, 궁극적으로 치료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담론과 우리 사회가 어떤 기제로 움
직이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역시 담론의 효과가 우선으로 분석되기에, 주어진 상
황과 관련된 사람들, 대중의 반응까지 직접 고려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질병 특히, 전
염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든 공적으로 이루어지든 사회적인 것으로서,
사회적 반응들과 관련하여 기능한다는 점이다. 질병과의 접촉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
서 타인과의 접촉을 어떻게 감각하게 되느냐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를 우리가 처한 ‘(비)
대면’의 상황과 반대의 상황에서 살펴본다면,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도시의 모두가 눈이 멀어 글자 그대로 ‘비대면’의 상황에 놓이게 된 사태를 묘사해 보여준
다는 점에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는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 매우 흥미롭다. 이
와중에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않은 인물이자 한 의사의 아내로 제시되는 주인공은 다른 사

21) 주제 사라마구, 정영목 옮김, 『눈먼 자들의 도시』, 해냄, 1998.
22) 수전 손택, 이재원 옮김, 『은유로서의 질병』, 2002, 이후. 책의 제목으로 제시된 표현만으로도 질병
이 어떤 숨겨진 이미지와 관련된다는 연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역시 중요하지만, 사실 손택이 주목
하는 것은 질병에 관한 은유와 현실에서 질병에 대한 낙인이 공유하는 ‘은폐하기’라는 기능적 속성과
그에 반하는 ‘투명성’의 추구라 판단한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 논의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23) 미셸 푸코, 홍성민 옮김, 『임상의학의 탄생』, 이매진, 2006(초판 1996).의 논의가 이에 가장 근접하
다. 하지만 이 외에도 ‘광기’나 ‘정신병’의 문제를 다루는 푸코의 접근은 그의 저서와 강의안 여러 곳
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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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을 보살피며 생활한다. 이 과정에서 한 여자와 나누는 대화는 주인공이 주어진 상황
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아가씨의 부모님도 가엾게 되고, 아가씨도 가엾게 될 거야. 아가씨가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둘 다 눈도 멀고 감정도 멀었을 거야, 우리가 전에 지니고 살았던
감정, 과거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규정하던 감정은 우리가 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눈이 없으면 감정도 다른 것이 되어 버려, 어떻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고, 다른 무엇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가씨는 우리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게 그 얘기야. …(중략)… 하지만 내가
눈이 먼다면, 내가 눈이 먼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그이를 계
속 사랑할 수 있을까, 무슨 감정으로 사랑을 할까. …(중략)… 일반적인 감정은
볼 수 있는 사람의 감정이었고, 따라서 눈먼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라 성한 사람
들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눈먼 사람들의 진짜 감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시작일 뿐이야,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가졌던 감정에 대
한 기억에 의존해 살고 있잖아, 지금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는 데는 눈이 필
요 없어.(『눈먼 자들의 도시』, 354쪽)

주인공은 혼자서만 눈이 보이지만, 거기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멀어버
린 사람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의 상황에 대한 대응을 고민한다. 눈, 시각이라는 조건이
사라진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감정, 태도에 대한 긍정은 우리의 ‘(비)대면 접촉’에서
드러나는 ‘대면’의 회귀에 대한 열망과는 다르다. 이는 주어진 상황을 낯설지만 익숙해질
변화의 국면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를 순수하게 좋은 접근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다만 “기괴한 낯섦”을 ‘기괴하지 않은 낯섦’으로 대체하며 과거와 단절하는
방식 즉, 순응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도 주인공의 상황이 혼자서
만 변화의 과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와 반대의 구도에 서 있다. 우
리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비)대면’의 상황에서 동요, 긴장을 일으키고 있다. 장래를 위해
만들어야 할 선택지는 과거로의 회귀도 현실에의 순응도 아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
상의 출현을 확인하는 조건은 이 둘 사이에 놓여 있다. 이 유추의 과정이 도달하는 지점
은 ‘(비)대면 접촉’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시대, 세상의 기준/표준/
규범/정상성(new normal)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재정립
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IV. 소결- 낯섦과 익숙함 사이, 모호한 정상성

단순한 결론을 길게 돌아왔다. 사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한 이유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비)대면 접촉’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뉴 노멀”, 새로운 변화로 지칭될 수 있을 효과를 낳고 있는지가 자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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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점이다. 현재 경험의 낯섦과 익숙함은 개인 주체나 사회 공통의 문제가 아닌 외부
적인 요소 즉, 새로운 질병에 의한 것이다. (질병과 백식의 개발을 통한 극복이라는 구조
는 현대의 인류에게 익숙하고도 전통적 방식이 된 의료 측면의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더구나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과연 새로운 접촉 방식의 도래로 받아들이고 진행하는
지도 불확실하다. 오히려 기술적인 요인들의 가속화가 현재의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비대면 접촉’의 기술적 요소들(영상통화, 화상 회의 등)은 이미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폭넓게 펼쳐진 것들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현실에서 ‘(비)
대면’의 현실을 특정하는 경계는 우리가 타인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문제이
다. 여기에 『눈먼 자들의 도시』가 주는 시사점을 더해본다면, 우리가 이전의 기억에 의존
하여 반응하고 있는지, 새로운 관계 양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따라 새로운 정상성이
생성될 것이다. 현재, 뚜렷하게 지시할 수 없는 정상성이라는 대상은 낯섦과 익숙함을 사
회적으로 일반화하는 문제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

-참고 문헌데리다, 자크(2014, c2007), 진태원 옮김, 『마르크스의 유령들』
데리다, 자크ㆍ스티클레르, 베르나르(2014, c2002), 김재희ㆍ진태원 옮김, 『에코그라피-텔
레비전에 관하여』
사라마구, 주제(1998), 정영목 옮김, 『눈먼 자들의 도시』, 해냄.
Empiricus, Sextus(1997), tr. Pierre Pellegrin, Esquisses Pyrrhoniennes, Édition
du Seu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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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뉴노멀 시대 종교가 갖는 ‘오래된 미래’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김민철 / 연세대학교

I. 들어가면서

사회적 참사나 대형 비리 사건이 터질 때면 호사가들이 자주 입에 담는 표현 중에 ‘영
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말이 있다. 은밀하게 숨어 최고 권력자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했던
한 인물의 존재가 밝혀졌을 때나 상상도 못 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드러났을 때, ‘충무로
사람들은 이제 뭐 먹고 사느냐’는 농담이 하릴없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의 공통
점은 영화 혹은 문학이 그려내는 세계는 뭔가 비현실적이고 실제 존재하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으리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문학을 통해 구성된 가
상의 세계는 (그 개연성(蓋然性)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야 정상(定常)인
데, 만약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그것은 비정상(非正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을 날마다 일상(日常)적으로 경험한 2020년은 우리
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2020년 이전에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길거리를 상상해 본 적이 있을까? 학생들로 북적이는 대학 캠퍼스가 이렇게 텅 빈
광경을 상상이라도 해 본 이가 있을까? 감염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화장이 다 끝난 유골함을 받아들어야 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많으리라는 사실은?
만약 몇 해 전 누군가가 이런 내용을 소설로 쓰거나 영화로 만들었다면, 그 작품은 미래
를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렸다는 평가를 받았을지언정, 그럴듯한 실감나는 이야기라는 평가
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지금, 우리는 비정
상적인 것들이 새로운 정상,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로 취급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처럼 문학이나 종교의 상상력을 뺨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종교
의 역할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종교는 고리짝 시절의 이야기를 따분하게 다룰 뿐이므
로 미래에 대해서는 기여할 부분이 없다고 해야 할까? 과학 기술이 인간 생명 탄생의 비
밀은 물론 불사(不死)를 약속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은 마당에 굳이 미래의 문제를
다루는데 종교를 끌어들일 필요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풀에 머
쓱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종교의 예언자적이고 날카로운 통찰이 무색하리만큼 전
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지금이, 어쩌면 종교의 가치를 재발견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
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 종교가 그렇게 무능해진 것에 대한 대답이 종교의 폐기가 아니라
종교의 재해석이라면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언’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발화 시점 당시로서는 현실성 없는 일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종교

- 84 -

는 분명 숨 가쁜 속도로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정상(abnormal)이 새로운 정상(new normal)의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을 톺아보고, 종교가 갖는 ‘오래된 미래’로서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
다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견뎌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종교와 미래: 예언이란 무엇인가?

종교가 미래를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유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곧바로 많은
종교에서 자주 관찰되는 ‘예언’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사전적으로 보면 예언은 아직
오지 않은 일(未來)에 대한 예측이나 선언으로서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 시점을 그 대
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앞으로 ~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는 주장은 원시적 종
교라 할 수 있는 주술, 무속 신앙에서부터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종교에서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사학이 과거를 다루고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 현재를 설명하
고 지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미래는 문학이나 종교가 힘을 펼칠 수 있는 주
된 영역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예언의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구약성서
이사야서(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
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
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뗀 아이
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사야 11장 6~8절)24)

흥미로운 사실은 “그 때”에 대한 이사야의 묘사이다. 여기에서 “그 때”는 구체적인 한 시
점이라기보다는 막연한 미래의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짧게는 이사
야 당시의 유대 민족이 겪었던 고난과 그에 대한 회복을, 길게는 예수의 등장과 최후의
종말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이사야서의
성격을 감안하면 위 구절은 ‘현실과는 전혀 다를 미래’에 대한 예언적(prophetic) 선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언적 선포란 무엇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의 경
우, 그것이 단지 미래 시점과 연관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예언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이를 테면 ‘내일은 해가 뜰 것이다’라든지, ‘겨울이 되면 온도가 낮아질 것이다’와 같은 표
현은 반복된 경험에서 얻어진 ‘상식적 예상’이나 ‘귀납적 추리’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예언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편 ‘올 여름에는 눈이 내릴 것이다’라거나

24) 새번역 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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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A 종목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와 같은 말 역시 예언이 될 수는 없다. 기상이
변으로 인해 간혹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기도 하거니와, 날씨의 변
화나 주식 가격의 변동은 비록 측정하기 어려울지라도 현실의 몇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
로 계산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추정해보는 것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25) 달리말해 예
언이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리라는 선언
으로서, 아무리 봐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이때 실현(實現, Realization)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현실(現實, Reality)의 주어진 조건
을 감안하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소개한 이사야
의 구절은 그야말로 예언적이다.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놀거나 어린 아이가 독사 굴에 손
을 넣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이러한 진술은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定義)를 뒤집어엎는 모순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육식동물인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먹지 않고 함께 논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자가 더 이상 육식동물이 아니게 된다는 의
미이기에 현실의 조건과 정의를 모두 부정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어불성설(語不成說)의 주
장이 된다. 인간은 누구나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거나(成佛), 여성이 남성과 동
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거나(男女平等), 이방인도 신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주장, 인간
이 곧 하늘이라는 선포(人乃天) 역시 큰 틀에서 보면 현실의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이자 도전이다. 즉, 종교는 태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 당대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저
항 운동, 기존 체제에 대한 투쟁의 양상을 띠고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것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가 그려내는 미래, 즉 예언의 본질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III. 종교의 종교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제적 전통의 우위

하지만 종교가 늘 이렇게 전복적인 사고와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종교는 사회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사회변화의 반동(反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
다. 개신교의 저항에 맞섰던 것은 가톨릭이었고, 불교에 도전을 받은 것은 힌두교였으며,
동학이 꿈꾼 세상으로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유교였기 때문이다. 교리(敎理) 혹은 사
제(司祭)라는 말을 떠올려보자. 교리는 ‘종교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서 그 자체로 이치에
맞는 말이 되어야만 한다. 말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교리라 할 수 없고, 어
느 종교도 일목요연하고 정합성 있는 교리가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모
든 제도 종교는 그야말로 현상 유지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사제라는 표현 역시 마
찬가지이다. ‘제사, 제의와 같은 종교 의식을 관장하는 자’라는 사전적 의미대로 대부분의
25) 이처럼 현재까지의 추세나 변화가 앞으로도 큰 틀 안에서 지속되리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외삽법(外揷法, extrapolation) 혹은 투사법(投射法, projection)이라고 한다. 이는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서 계산하고자 하는 함수의 형태에 따라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확실한 정보(과거~현재)를 논리적으로 배치하여 불확실
한 정보(미래)를 추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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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제는 종교 외부의 인물이나 일반 신도가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을 갖고 정해진 의
례를 수호한다. 요컨대, 종교는 그 종류를 막론하고 제도 종교로의 이행 과정에서 원래의
취지나 의도, 목적과 무관하게 현상 유지에 전념해야할 강력한 동인을 갖게 된다.
이처럼 종교화(宗敎化) 과정에서 사제적 전통이 강화된다는 것은 바울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26) 아무리 혁명적인 사상이라
하더라도 추종자가 늘어나고 세대가 거듭되면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관료적
요소가 필요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인구학자인 킹슬리 데이비스
(Kingsley Davis, 1908-1997)는 교회사(敎會史) 전체가 제사장적 종교(priestic religion)
와 예언자적 종교(prophetic religion)의 투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보았다.27) 비록 데이
비스의 주장과 같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상호 적대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로
종교 내부를 단속하고 유지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종교 내부는 물론, 종교 밖 사회적 문제
에 대해서도 목숨을 내 놓고 바른 소리를 질러대야 하는 예언자의 역할이 미묘한 긴장을
형성한다는 것은 여러 종교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도 종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제사장적 성격을 더 강하게 띠는
방향으로 변화하는가? 거칠게 요약해 말하자면 종교가 전통, 회복, 복고, 조직, 리더십,
카리스마 등과 연결될 때 제사장적 성격은 강화된다. 구체제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
로서 등장한 종교가 일정 시간이 지나 진테제(synthese)로 자리 잡게 되면, 이제 남은 과
제는 이를 잘 유지,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종교나 사상의
영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공자가 주례(周禮)의 회복을 소망했다거나, 무슬림들
이 자신들의 신앙 전통에서 중요한 도시(메카)를 순례하는 것을 일생의 과제로 삼는 것은,
더 나은 규범과 전통이 과거에 확립되었기에 이를 잘 고수하는 것이 최고라는 믿음을 증
명하는 것이다.
그 결과 원래는 미래를 가리키던 종교의 방향성은 제도화와 함께 과거(혹은 현재)로 전
환되고 만다. 심지어 종말론이나 구원, 내세 등 미래에 관한 믿음 역시 과거의 약속이나
교리에 기반을 둔 결과물(因果)로서의 미래라는 점에서 이러한 방향 전환의 큰 흐름을 거
스르지는 못한다. 각 종교에서 근본주의(fundamentalism)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세가 다른 모든 종교를 압도하는 미래를 꿈꾸며 강력한 선언을 뿜어내지만, 기실 알고
보면 그것 역시 교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의 국
내 상황이다. 이른바 현실정치(realpolitik)라 할 수 있는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반
대, 더 나아가 선거에 자체적인 후보를 내세우며 기독교계의 세력화가 노골적으로 나타나
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목회자들이 마치 자신들의 메시지가 예언적 가치를 갖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예언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들의 발
언과 행위는 많은 부분 ‘고정된 교리를 뛰어넘는 예언자’라기보다는 ‘교리를 수호하는 사
26) 프리드리히 니체/백승영 옮김, 『안티크리스트』 (서울: 책세상, 2002).
27) Kingsley Davis, Human Society (New York: Macmillan, 1949). pp.50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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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가깝다는 것은 결코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킹슬리 데이스비스 말대로 제사장적
종교와 예언자적 종교 사이의 투쟁이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한국의 개신교 맥락에서는
제사장적 종교가 압승을 거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IV. 종교의 본래적 가치로서의 예언자적 전통의 회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현실을 유지하는 일에만 연관된 반동, 복고에 불과하다고 단
정 지어서는 곤란하다. 신분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식민지 지배, 독재 등 당대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도저히 꿈꿀 수 없었을 변화를 꿈꾼 것은 많은 경우 종교의 힘이 있었기 때문
이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는 포로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유대
인들의 소망은 그들의 종교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단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로 노예로서의 굴종을 강요받던 이들이 언젠가는 평등한 권리를 얻게 되리라는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역시 종교의 힘을 떼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출신에 따른 신분 차별과 반상(班常)의 구분이 엄격하던 시대에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해야 이뤄질법한 만인 평등사상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운동 속에서 등장하
지 않았는가? 잠시면 끝날 줄 알았던 치욕이 수십 년 지속 되었던 일제강점기에 독립 운
동을 주도한 이들의 상당수가 종교인이었고,28) 통일 운동, 민주화 운동에 종파를 막론하
고 많은 종교인들이 기여한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소망
하게 하고 실제 그것을 이뤄가게 한다는 점에서 예언적 성취(成就, 혹은 선취(先取))는 많
은 부분 종교의 본래적 가치 그 자체와 맞닿아 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탁월한 문장으로 집약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
사(Martin Luther King, Jr., 1929-1968)의 아래 연설문을 살펴보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
손들과 노예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애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중략]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
니라 그들의 인품에 의하여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29)
28) 예를 들어 1919년 3․1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3인의 민족대표는 ‘전원’ 종교인(천도교(15명), 기
독교(16명), 불교(2명))이었다. 김삼웅, 『33인의 약속: 처음 밝히는 33인의 재판 기록과 그 후 이
야기』 (서울: 산하, 1997).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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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이 연설을 한 1963년은 로자 파크스(Rosa Lee Louise McCauley Parks,
1913-2005)가 버스에서 단지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
된 지 채 10년도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고, 흑인 참정권이 보장된 1965년 보다 2년이나
앞선 시기였다. 게다가 ‘분리하지만 같은 대우를 하면 차별이 아니다(separated but
equal)’는 궤변으로 학교나 식당은 물론, 화장실조차 인종에 따라 별도로 사용했던 시절
에, 언젠가는 흑인인 자신의 자녀들이 차별 받지 않는 나라에 살게 되리라는 꿈을 꾸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능한 공상일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공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전
통, 즉 예언자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당장의 현실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 정상으로 판정 받을 수 없는 일(abnormal)을 목표로 삼고 그것이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 될 때까지 밀고 가는 힘. 그 힘이 바로 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서의 종교가
갖는 힘이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는 우리의 의도나 예상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불편함이 없는
변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현실 너머의 것을 보고, 불가
능한 것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는 삶이 아닐까?

V. 문익환의 「평양 가는 기차표를 다오」에 나타난 기독교적 예언자 전통의 사례

굳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은 그가 말하는
바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도 있듯이 사소한 표현의 차이가 한 사람의 사상을 반
영하기도, 역으로 그의 사상을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
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해외여행(海外旅行)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 존재의 뼈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여행은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섬나라의 세계
관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한반도와 같이 대륙에 연결된 국가에서라면 ‘모든’ 국외여행이
해외여행일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국내여행의 반대말로 국외여행이 아닌 해외
여행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섬나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은 철저히 외딴 섬,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러 있다. 분단
으로 인해 대륙으로의 진출은 막혀버렸고, 어디를 가든 배와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서울역
은 불과 백 년 전만 하더라도 어엿이 국제선 터미널이 존재하는 역이었다. 마치 유럽의
29) Martin Luther King, Jr., I Have a Dream Speech (1963),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https://kr.usembassy.gov/education-culture/infopedia-usa/living-documents-american-history
-democracy/martin-luther-king-jr-dream-speech-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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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들이 철도망으로 촘촘히 연결되어있는 것처럼 한때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블라디
보스토크로, 만주로 떠날 수 있었고,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독립운동의 투사들이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일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문익환 목사의 1989년 작(作)
「잠꼬대 아닌 잠꼬대」에 나오는 구절처럼 서울역에서 평양행 기차표를 끊고 평양까지 가
는 기차를 타는 것은 서울역에서 대전역을 가는 것만큼이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30) (이 시의 전문은 본 발제문 마지막 페이지 참조)
하지만 문익환 목사가 1989년 이 시를 쓸 당시에 이미 분단의 역사는 40년이 넘었고,
기차를 타고 평양을 간다는 것은 ‘머리가 돈’ 사람이 아니고서는 꿈꿀 수 없는 일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익환이 보기에 이는 전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자연인 문익환은
그의 아호(雅號)를 뒤늦게야 보는 자라는 의미에서 ‘늦봄’이라 했지만, 그는 결코 늦게 보
는 이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무척 일찍 내다보았고, 꾸준히 실천했으며, 동시대의 누구
보다 멀리 발걸음을 남겼다. 그리고 이는 성서에 근거를 둔 제사장적 전통과 이를 벗어나
일갈하는 예언자적 전통의 통합을 보여준다. 문익환의 삶을 보면 목회자 집안에 태어나
구약을 공부한 신학자로 활동하면서,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 더 나아가 예수의 아류(亞流)
에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화이트헤드의 말처럼 서양 철학이 플라톤 사상의
각주(脚注)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각주는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자들의 일임에 분명하다. 스
스로 무언가를 창조하기 보다는 기존의 질서와 문법을 크게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본문(本文)의 발아래 두는 그런 행위 말이다.
그러나 진정 깨달은 자(覺者)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런 사람은 원문에 집착하거나
어구(語句)의 분석에 열을 내기 보다는 스스로 말씀의 창조자가 되고자하기 때문이다. 달
리 말해 문익환은 구약 주석가로서가 아니라 세계 기독교사에 전례 없는 신구교 공동번역
성서 기획자로, 더 나아가 유목민인 히브리인들의 성서를 농경민족인 우리 민족의 언어로
재창조하는 일에 앞장섰다. 앞서 소개한 「잠꼬대 아닌 잠꼬대」와 같은 시가 나올 수 있었
던 것도, 절망할 이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직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
었던 것도, 그가 진실로 참된 의미의 종교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에 건너가 회담을 마치고 돌아 온 그의 일성(一聲)은 “통
일은 다 됐어”였다고 한다. 그야말로 예언자적 성취(成就, 혹은 선취(先取))가 아닐 수 없
다. 예언자는 무당이 아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단지 미래를 점치는 것이라면 위의 진술은
‘통일이 될 것이다’와 같은 미래형을 띠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문익환은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처럼 미래의 일을 마치 이미 벌어진 일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강대한 여리고 성벽
(The wall of Jericho)을 마주하고 선 나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 성을 ‘이미’ 넘겨
준 것으로 기록된 성서의 한 구절처럼,31) 문익환은 벽을 문으로 알고 부딪혀 열어젖히기
30) 김형수, 『문익환 평전』 (파주: 다산책방, 2018).
31) 시제(時制) 확인을 위해 다음의 영어 성경 구절을 참고. Then the Lord said to Joshua, “See, I
ha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s, along with its king and its fighting men. (New
International Vers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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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통일은 다 됐다.

VI. 나오는 말

인도 북부 산간지역 라다크 지역을 방문한 헬레나 호지는 히말라야 산기슭의 이 오지
마을에도 서구적 세계화의 물결이 들이닥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들이 지나온
과거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정답이 있음을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변화에 대한 전
적 거부와 반동적 복고주의라 할 수는 없다. 그녀가 말하고자 한 것은 소위 흥선대원군
방식의 쇄국이 아닌 과거를 차용한 새로운 미래상이었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모순형용이
라 할 수 밖에 없는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라는 문구가 헬레나 호지의 책 제목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32)
그렇다면 이상적인 차원에서 종교의 역할이 바로 오래된 미래적 비전의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가 제사장적 전통에만 치우치게 되면 이는 ‘오래된 과거’의 답습이라 할
수 있다. ‘오래된’이라는 말과 ‘과거’라는 말에는 그 어떤 논리적 균열도 존재하지 않지만,
이러한 정합(整合)은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반대로 종교가 예언자적 전통에만
치우치게 되면 그러한 종교는 안정과 성장, 성숙의 기회를 상실한 채 늘 부수고 새로 짓
는 일만을 반복할 뿐이다. 즉, ‘새로운 미래’ 역시 논리적 모순을 배제하였으나 그 결과물
은 변화를 위한 변화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는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역설적 조합을 통해 이뤄진다.
즉, 종교는 오래된 교리와 전통으로부터 오는 제사장적 역할을 확립하되, 동시에 전례 없
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머리가 좀 돌아
잠꼬대 아닌 잠꼬대를 할 수 있는 이, 차별 받고 미움 받는 사람들의 눈 속에서 고귀한
인간성을 읽어 낼 수 있는 이, 폐허와 같은 광야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이. 바로 그런
역설을 깨달은 이가 고작 마스크 따위를 벗지 못하게 된 뉴노멀이 아니라 종교가 열어 보
일 수 있는 뉴노멀의 미래를 선취하고 비루한 현실을 견뎌내는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2)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김종철 옮김,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대구: 녹색평론,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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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꼬대 아닌 잠꼬대
문익환 作 (1989年)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아니랄까봐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
천만에 그게 아니라구 나는
이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가기로 결심했다구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 있지 않아
모란봉에 올라 대동산 흐르는 물에
가슴 적실 생각을 해보라고
거리 거리를 거닐면서 오가는 사람 손을 잡고
손바닥 온기로 회포를 푸는 거지
얼어붙었던 마음 풀어버리는 거지
난 그들을 괴뢰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인민이라고 부를 생각도 없어
동무라는 좋은 우리말 있지 않아
동무라고 부르면서 열 살 스무 살 때로
돌아가는 거지

아 얼마나 좋을까
그땐 일본 제국주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이천만이 한 마음이었거든
한 마음
그래 그 한 마음으로
우리 선조들은 당나라 백만 대군을 물리쳤잖아

아 그 한 마음으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칠천만이 한겨레라는 걸 확인할 참이라고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오가는 눈길에서 화끈하는 숨결에서 말이야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아마도 서로 부둥켜 안고 평양 거리를 뒹굴겠지

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

사십 사 년이나 억울하게도 서로 눈을 흘기며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부끄럽게도 부끄럽게도 서로 찔러 죽이면서

주장하는 일이라고

괴뢰니 주구니 하며 원수가 되어 대립하던
사상이니 이념이니 제도니 하던 신주단지들을

이 양반 머리가 좀 돌았구만

부수어버리면서 말이야
그래 난 머리가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뱃속 편한 소리 하고 있구만

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

누가 자넬 평양에 가게 한대

나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다구

이 머리가 말짱한 것들아
평양 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그만두라고

객적은 소리 하지 말라구
난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산다는 것 말이야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된다는 일 하라는 일을 순순히 하고는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충성을 맹세하고 목을 내대고 수행하고는

그야 하는 수 없지

훈장이나 타는 일인 줄 아는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사는 거지

아니라구 그게 아니라구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구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구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넋만은 살아 자유의 깃발을 드높이 나부끼는 일이
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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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뉴노멀 시대 종교가 갖는
‘오래된 미래’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영원 / 숭실사이버대학교

이 발표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에 급변해버린 사회의 모습을 반성하
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의 예언자적 희망과 변화의 역동성이 오늘날 되살아나기
를 촉구하고 희망하는 시의적절한 글입니다. 발표자의 분석과 제안에 감사드리고 동의하
면서 두 가지 생각할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언과 예측 사이의 구분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발표문에서 예언은 현재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 혹은 사건에 대한 선언이지만, 예측은 논리
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일이라고 구분합니다(2쪽). 그리고 이러한 예언의
성격을 비판적이고 체제 전복적인 저항 혹은 투쟁의 양상과 필연적으로 연관된다고 주장
합니다(3). 그리고는 이를 예언자 전통과 사제 전통 사이의 대비 문제로 연결합니다(3-4).
제가 보기에 예측과의 대비에서 예언전통-사제전통의 대립 문제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크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선언이라는 사실이
바로 체제 전복적이고 저항적인 성격의 필요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선언은 잘못된 선언일 수도 있고 현재 체계의 논리가 아닌 다른 체계의
논리에 따른 선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측과의 구분이 예언의 성격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예언의 체제 전복적 힘의 근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선언이라고 해서 이 선언이 체제 전복적인 성격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체제를 비판한다고 해서 체제 전복적일 수는 없습니다. 비판이 체제를 더
욱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미래
변화가 체제 전복적인 힘의 근원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생각
하는 그런 선언들은 체제 전복적이라기보다는 자본의 확장과 인간 욕망의 무한한 우주적
팽창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예언을 체제 전복적이고 혁명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이 힘의 근원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정말 단
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진리, 선함, 사랑,
아름다움 등과 같은 누구나 말하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단순한 것들 말입니다. 누
구나 말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것들이지요. 모든 체제가 이러한 가치들을 기반
으로 이 가치들을 실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부분 체제가 시간이 지
날수록 이런 기본적 가치에서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체제 안에서 점점 행복을 잃
어갑니다. 오히려 체제가 이런 가치를 훼손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역사는 항상 이것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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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적으로 증명해 왔지요. 종교적 예언이 혁명적이고 체제 전복적인 이유는 인간의 욕망과
체계적인 왜곡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인간에게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것이 사람들 앞에
다시 선언되었을 때에 오히려 이것이 너무나도 새로운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선언이 사람들 앞에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변화가 당연하
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체제 전복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움트는 것이겠지요. 물론 그런
선언을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쓰는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진정한 예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점점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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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세계 종교 입문서는 어떻게 동양을 배제했는가:
휴스턴 스미스의 『세계의 종교』와 이능화의 『백교회통』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명훈 / 서울대학교

I. 서론

미국 학자가 쓴 세계 종교 입문서를 읽으면서 한국의 독자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 특정
배경의 영향을 받은 한 명의 학자가 다양한 문화권의 여러 종교들을 성공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까. 종교 서술에서 특정 입장에 치우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까. 이러한 질문들을 안고 시작하는 이 글은 오랜 기간 세계 종교 입문서로 (특
히 북미 지역에서) 활용됐고, 여전히 강의 현장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휴스턴 스미스의
『세계의 종교(The World’s Religions)』33)를 다룬다.
휴스턴 스미스의 『세계의 종교』는 지난 반세기 동안 북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세계 종
교 입문서다. 이 책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최근까지도 북미 지
역의 대학 수업들에서 여전히 권위 있는 입문서로 사용되고 있다.34) 하지만 1958년 초판
『인간의 종교(The Religions of Man)』로 시작한 이 책은 현대의 시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특히 러셀 맥커천(Russell McCutcheon)의 주장을 검토한다.
맥커천은 1997년 출판된 그의 책35)에서 『세계의 종교』가 ‘전통(tradition)’이라는 용어
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와 과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러한 이분법은 제국주의적
인 기획과 연결된다는 점을 비판한다. 또한 2018년의 논문36)을 통해 스미스의 책이 최근
에까지도 널리 쓰이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2018년의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지 논의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스미스가 역사적 상세함(detail)보다 의미(meaning)를
강조하면서 영원주의적(perennialist) 관점을 드러내는 점을 추가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러셀 맥커천의 비판을 바탕으로 스미스의 서술이 특히 ‘동양’의 독자들을 어떻게
배제하는지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스미스의 서술은 그가 전제하고 있는 (혹은 갖고 있
는) 서구적 종교관과 서술 대상이 되는 종교 현상 사이에서 생겨나는 특정 성격의 비교종
교학적 작업을 수반한다.37) 이 글에서는 ‘동양’ 혹은 한국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종교의
서술과 스미스의 서술을 비교를 통해 스미스의 서술이 보이는 한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33) Huston Smith, The World’s Religions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1).
34) Russell McCutcheon, “A Question (Still) Worth Asking about The Religions of Man,”
Religion & Theology 25(2018): 300-302.
35) Russell McCutcheon, Manufacturing Relig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36) Russell McCutcheon, “A Question (Still) Worth Asking about The Religions of Man.”
37) 맥커천은 스미스가 비교의 방법을 공언한 것은 아니지만, 내포되고 수반되는 비교가 전체적인 텍스
트에 있다고 주장한다. Russell McCutcheon, Manufacturing Religion,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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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능화의 『백교회통(百敎會通
)』38)을 함께 살펴본다.
『백교회통』은 1912년 쓰인 이능화의 첫 저서로, 한국에서 최초로 세계종교들을 비교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다.39) 근대 한국의 가장 뛰어난 민속학자 중 한 명으로 꼽
히는 이능화는 유교, 도교, 기독교, 이슬람교, 바라문교, 천도교, 대종교 등 11개의 종교
전통과 불교를 비교하며 서술하고 있다. 그는 불교를 중심으로 모든 가르침이 통할 수 있
다는 것(회통)을 보여주려는 데에 목표를 두지만, 동시에 불교가 다른 종교 보다 우월하다
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종교들에 대한 판단과 평가도 자제하고 있다.40) 그래서 김종서는
이능화가 자료의 측면에서나 방법론의 측면에서 모두 두드러진 ‘근대 한국 종교학의 아버
지’라고 불릴 만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41)
특히 이 글은 이능화의 서술이 서구의 영향이 적었던 시기에 ‘동아시아적 방법론’의 성
격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스미스의 서술과 비교될 수 있는 측면에 집중한다. 그
래서 두 서술이 공통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스미스의 서술에서 놓치고 있는 ‘동
아시아적 관점’을 이능화의 서술에서 찾고자 한다.
먼저 이능화의 불교를 중심으로 한 ‘회통’과 스미스의 제국주의적 시각과 영원주의적 접
근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다른 종교들을 바라볼 때 스미스가 보이는 배타적 입장과 대조
되는 이능화의 관용적 입장을 짚어낸다. 또한 스미스가 여러 종교들을 비교하는 틀로서
주로 ‘신(God)’ 개념을 활용하는 반면, 이능화는 ‘천(天)’ 개념과 ‘도(道)’ 개념을 중심으로
종교 간의 비교를 시도하는 것에서 보이는 차이점에 주목한다. 이는 스미스의 배타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교종교학적 작업으로 드러나는지 보여준다.
들어가기에 앞서 두 저자를 비교하는 과정의 한계와 의의를 짚고자 한다. 두 서술의 시
기나 주어진 자료가 다르다는 점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는 어렵다. 스미스의 한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서술상의 장점은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이능화의
서술이 현대의 시각에서 봤을 때 비학문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42)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스미스가 놓치는 ‘동양적’ 관점들을 이능화가 제시한다는 것을 보임으
38) 이능화, 『백교회통』, 강효종 옮김 (서울: 운주사, 1989).
39) 김종서, 「한말 일제하 한국종교 연구의 전개」, 『한국사상사대계 6: 근대편』, 편집부 엮음 (성남: 한
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290.
40) Yi Neunghwa, Harmonizing the Hundred of Teachings: Baekgyo hoetong, trans. Dan B.
Jung (Seoul: Korea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017), xvii-xviii.
41) 김종서, 「한말 일제하 한국종교 연구의 전개」, 289.
42) 여러 종교와 불교의 비교 부분이 일관되거나 독특한 종교학적 관점 없이 개념적, 교리적 무차별 대
응만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김종서, 「한말 일제하 한국종교 연구의 전개」, 290.; 하지만 신
광철은 이능화가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료들의 의미를 밝히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능화의 의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어떤 무엇을 지향하는 모음’을 분석적으로 고찰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광철, 「이능화의 종교사학과 한국기독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4 (1995): 185.; 또한 고전의 인용을 나열하는 것은 당시 아시아에서 중요한 전통이었다는 설명도 있
다. Yi Neunghwa, Harmonizing the Hundred of Teachings: Baekgyo hoetong, x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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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두 서술의 비교가 가진 의의를 드러내고자 한다.

II. 다른 종교들을 바라보는 관점

한 개인이 여러 종교들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해당 저자의 관점은 서술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저자가 살아오면서 친숙하게 경험한 종교들과 그 밖의 종교들(‘다른 종교들’)
에 대한 서술은 차이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개별 종교에 대한 관점 이외
에 동시에 여러 종교들을 바라볼 때 각 종교들 간의 관계에도 저자의 관점이 개입한다.
휴스턴 스미스와 이능화는 여러 종교들을 대할 때 저마다 전제로 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
스미스를 비판적으로 봤을 때, 러셀 맥커천은 그의 저술에서 제국주의적 시각과 영원주의
적 기획이 드러나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이능화는 책의 제목과 서문에서부터 자신이 여
러 종교들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불교를 중심으로 한 ‘회통’이 전제돼 있음을 밝히고 있다.

2.1. 『세계의 종교』의 제국주의적 시각과 영원주의적 기획: 러셀 맥커천의 비판

휴스턴 스미스의 『세계의 종교』는 오랜 기간 판매되어 온 책이다. 62년 전인 1958년에
처음 출판된 이래 많은 개정판들이 나왔고, 2009년에는 50주년 개정판이 출판됐다. 이 책
은 또한 오랜 기간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해당 분야의 대학생들을 위한 권위 있
는 입문서로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다. 맥커천이 출판사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3
백만 부 이상이 팔렸고, 그 중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수업용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
정된다.43) 초판이 출판된 지 60년이 지난 책을 두고 맥커천은 왜 여전히 인기가 유지되는
지 질문을 던지고, 이 책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맥커천이 스미스를 비판하며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스미스가 ‘전통(tradition)’이라
는 용어를 수차례 사용하며 ‘전통’과 현대, ‘이성’, ‘서양’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했다는 것이
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그는 스미스 책 유교 챕터의 다음 구절들을 인용한다.

현대적 삶이 부족 사회의 전통 중심적(tradition-dominated) 삶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서 관습(mores)이 통제되는 것이 얼마나 완전히 가능할지 깨닫
기 어려워졌다... 중국은 수많은 개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사회적 발전의 새로
운 지점에 도달했었다. 집단의식보다 자의식에 따라 이러한 개인들은 그들 스
스로를 1인칭 복수형으로 생각하던 것을 멈추고 1인칭 단수형으로 생각했다.
이성은 사회적 관습(convention)을 대신했고, 개인의 이익이 그룹의 기대를
넘어섰다. 개인주의와 자의식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고, 반성 없는 연대
(unreflective solidarity)는 과거의 것이 되었다.44)
43) Russell McCutcheon, “A Question (Still) Worth Asking about The Religions of Man,” 302.
44) Huston Smith, The World’s Religions, 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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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커천에 따르면, 스미스의 저술은 많은 대립항(polarities)을 전제한다. 특히 맥커천은
‘전통적(traditional)’이라는 용어가 오랫동안 ‘비문명화된’, ‘원시적인’, ‘부족적인’ 혹은
‘비서구적인’라는 말의 완곡 어법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분석이 스미스의 용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45) 무엇보다 스미스의 저술은 ‘그들(즉, 중국인)’을 ‘우리(즉, 서구의
독자)’와 대립되도록 묘사한다.
이에 더해 맥커천은 종교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을 바탕으로 제국주의적
방향성을 띠게 되는 것을 비판한다. 이것은 스미스가 독자들에게 타 종교를 이해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의 서문에서 잘 드러난다.

최근에 나는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외곽의 맥스웰 공군 기지에 있는 천 명
의 장교들에게 타 민족 종교들에 대한 강연을 하러 공군 전투기로 이동한 적
이 있다. 나는 그들만큼 배움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본 적이 없다. 무엇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했을까? 여러 사례들 중에서 이것은 이해가 안 될 수 있
지만, 그들은 그들이 공부하는 민족들을 군대로서 동맹, 적, 군사 점령의 대상
으로 언젠가 대하게 될 것을 염려했다. 그런 상황에서 타 민족의 행동을 예상
하고, 최악의 경우 그들을 정복하게 되면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해진
다.46)

맥커천은 이 구절에서 세계가 ‘동맹과 적’,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뉜다고 말
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비교종교학을 통해 전달되는 지식이 특정 집단만을 소유자로
만드는 효과적인 제국주의적 도구가 된다고 비판한다.47) 이와 같은 맥커천의 비판은 스미
스의 이분법적 저술이 특정 대상을 배제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의 비판을 따르면, 스미
스의 저술에서 배제되는 대상에는 비서구(non-Western)의 독자들과 ‘비서구적 종교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2018년의 논문에서 맥커천은 위의 내용들을 재확인하고, 추가적인 비판점으
로 스미스가 종교들 간의 관계에 ‘영원주의적 접근(perennialist approach)’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영원주의적 접근은 모든 종교들의 공통된 본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한 현대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48) 무엇보다도
45) Russell McCutcheon, Manufacturing Religion, 178-179.
46) Huston Smith, The Religions of Man (New York: Harper & Row, 1958): 7-8. Russell
McCutcheon, Manufacturing Religion, 179-180에서 재인용. 여기서는 1958년 초판의 내용을 인
용했다. 최근 1991년 판에도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지만, 기지 이름이나 위치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이
생략되고 점령이나 정복 등의 표현이 빠졌다.
47) Russell McCutcheon, Manufacturing Religion, 180.
48) 영원의 철학(perennial philosophy)에 대한 논의는 Aldous Huxley, The Perenni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 Row, 1945)를 참고하라. 종교에 대한 본질주의적 관점에 대한 대표적인 비
판으로는 Steven T. Katz, “Language, Epistemology and Mysticism,” in Mysticism and
Philosophical Analy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22-74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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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의 영원주의적 접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그의 제국주의적 시각과 동반
될 때다. 이때 스미스의 서술은 동양 종교를 효과적으로 배제할 위험성을 지닌다. 공통으
로 상정되는 본질에 ‘비서구적 종교들’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책의 서문에서 종교는 사실의 문제(a matter of facts)가 아니라 ‘의미의 문
제(a matter of meaning)’라고 말한다.49) 맥커천은 스미스가 서술하는 의미로서의 종교
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사건들이 배제되고 ‘넓은 일반화(broad generalizations)’를 거
치면서 ‘모든 사람’과 관계되는 초역사적인 지혜와 의미의 사례가 된다고 설명한다.50) 스
미스가 ‘인간 본성 속 본질적인 유사성(the essential similarity in human nature)’을
통해 독자들에게 세계 종교 전통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데,51) 이는 그의 영원주의적인
기획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스미스는 종교 전통들을 설명할 때 해당 종교만의 용어가 아닌 보편적인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힌두교를 서술할 때 두드러진다. 그는 힌두교에 대한 서
술을 시작하면서 ‘힌두교적인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힌두교 챕터 66쪽 중 약 15쪽
가량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목샤(moksha)나 아트만(atman), 브라만(brahman)가
한 번씩만 등장하는데 이는 열 번째 페이지에서였다. 이러한 서술은 각 종교 전통들이 가
진 고유의 세부적인 특징들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과 함께 보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 특징
들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2.2. 『백교회통』의 ‘회통’과의 비교

서론에서 언급했듯 『백교회통』에는 여러 종교들을 대등하게 비교하려는 관점과 불교를
강조하려는 관점이 공존하고 있다.52) 이능화는 자신이 불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자신이 불
자이기 때문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종교인들을 배척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
렇듯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 않지만,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의 입장은 ‘회통(會通)’으
로 드러난다. 그는 서문에서 이러한 그의 입장과 여러 종교들을 비교하고 회통하려는 목
적을 밝히고 있다.

...오래지 않아 한 사람이 한 가지 씩의 교(敎)를 만나게 될 날도 있을 것이
다. 그럴 때에는 어떤 것이 올바른 종교이며 또 어떤 것이 삿된 종교라 할 수
있겠는가? (중략) 그러나 비록 그렇더라도 따지고 보면 원래 한 가지 둥근 원
이 나누어져 백 가지의 길이 이뤄졌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자기 것은 옳고 남의 것은 그르다고 분별을 짓는다. 그러다보면 원래
49) Huston Smith, The World’s Religions, 10.
50) Russell McCutcheon, “A Question (Still) Worth Asking about The Religions of Man,”
305-306.
51) Huston Smith, The World’s Religions, 9.
52) 이병욱, 「이능화 종교관의 변화」, 『정신문화연구』 28 (2005):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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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던 것이 공연히 분파를 많이 만들어 결국은 물과 우유의 섞이는 면을
보기가 어렵고 모순만이 팽배해 질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다. 이에 본인은 모
든 종교의 강령을 열람하고 대조해 서로 견주어 보아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가
리고, 필요에 따라 원문을 인용하여 증거를 하면서 회통케 하였다....또 이 책
의 마지막 장에서 모든 문장을 판별해 가는 부문은 나 자신이 불교인인 까닭
으로 불교를 비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올바로 밝힌 것이므로 혹 다른
종교인이 이를 볼 때는 이점에 오해가 없기를 당부한다.53)

이능화는 불교의 우월성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종교들 간의 갈등을 해
결하고자 회통을 시도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백교회통』의 서문은 제국주의적 시각
이 묻어나는 『세계의 종교』의 서문과 분명히 대조적이다.
이능화의 회통은 동아시아 전통에서 발전된 회통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본래
회통은 “불교라는 이름 밑에 광범위하게 포함된 제 교설과 기타의 화의(化儀)들을 적절히
위치지우며, 그 상대적 가치들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관용적 입장”을 의미한다.54) 김종
명의 설명에 따르면,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회통론’은 8세기 이후 중국에서 발전돼 왔
다.55) 초기 회통은 불교 내의 선 명상과 교학을 일치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됐
다. 이후 이는 유교와 불교 사이의 회통으로, 나아가 유교, 불교, 도교의 삼교 회통으로
변화했다. 특히 회통은 그 선구자인 원효 이래 한국 불교의 중요한 측면으로 고려돼 왔
다.56)
『백교회통』 속 이능화의 회통은 동아시아 전통의 연장선에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근대적
현실에 회통 개념을 확대해서 적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서문에서 이능화는 특
정 종교에 대한 우월함을 배제한 채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는 종교다원주의적 인식을 드러
낸다.57) 이능화의 회통은 당시 한국의 모든 종교들에 적용되었다. 회통의 중심인 불교는
우월한 하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의 공존을 위한 도구처럼 쓰일 뿐이다. 따라
서 『백교회통』의 회통은 자기 종교가 다른 종교의 진리를 포함한다고 보는 ‘내포주의
(inclusivism)’의 입장이라기보다는,58) 동등한 위치에 놓인 종교들 간의 대화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백교회통』의 ‘회통론’은 앞서 논의한 스미스의 영원주의적인 관점과 마찬가지로 여러

53) 이능화, 『백교회통』, 6-7.
54) 이기영, 「한국불교의 근본사상과 새로운 과제」, 『한국불교연구』,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82), 267.
55) Kim Jongmyung, “Yi Nǔnghwa, Buddhism, and the Modernization of Korea: A Critical
Review,” in Makers of Modern Korean Buddhism, ed. Jin Y. Par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0), 99.
56) 회통을 한국 불교만의 특징이라고 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원효 이래 한국 불교
에서 중요한 주제이자 특징으로 다뤄진 것은 맞지만, 이는 조화를 추구하는 불교 자체의 특성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심재룡, 「한국불교는 회통불교인가」, 『불교평론』 3 (2000).
57) 김종서, 「한말 일제하 한국종교 연구의 전개」, 290.
58) 김영호는 이능화의 회통이 내포주의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신앙에 대한 관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김영호, 「이능화의 종교회통론」, 『한국학 연구』 8 (1997): 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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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들 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다. 모든 종교가 하나였으나 그것이 갈라진 것이
라고 말하는 이능화의 회통론은 영원주의적 관점과 유사한 점들을 보인다. 회통론 또한
결국 여러 종교들 사이의 ‘같음’을 위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미스의 영원주의적
기획은 보편적이고 공통된 하나의 본질을 상정하지만, 이능화의 회통은 ‘서로 통하는 것’
에 강조점이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김영호가 “바다만 있고, 백 개의 냇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표현했듯이 회통은 각 종교의 모습을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다.59) 그리고 영원주의적 접근은 모든 종교들 간의 공통점을 찾지만 회통은 불
교와 각 종교들 간의 연결점을 찾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능화는 불교가 아닌 종교의 경전
구절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응할 만한 내용의 불교 경전 구절을 함께 배치해 둘 사이의
차이점 혹은 유사점을 부각시키는 식으로 비교 작업을 수행했다. 불교가 아닌 종교들 간
의 직접적인 비교는 없었다.
이렇듯 조화 혹은 통합을 추구하는 한국적·동아시아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이능화의 회
통론은 앞서 비판했던 스미스의 관점과 달리 관용과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불자라
는 자신의 종교적 입장을 미리 밝히고 불교를 중심으로 다른 종교를 바라보는 작업을 수
행한 것은 현대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연구자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연
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I. 종교들을 비교하는 틀

두 저자 모두 각 저술의 대부분에서 서술 대상인 종교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독자의 보다 나은 이해 혹은 저자의 보다 나은 서술을 위해 책의 곳곳에서 저자 자신이
전제하고 있는 관점을 비교적으로 적용하는 지점들이 있다. 특히 두 저자 모두 종교들 간
의 공통적인 구조를 발견했다고 여길 때, 그것을 자신들이 전제하는 관점의 종교 현상과
비교하며 서술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각 저자가 전제하고 있는 종교와 서술
대상으로 하는 종교 사이의 비교종교학적 관점을 드러낸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비
교의 관점이자 틀은 스미스의 경우 ‘신(God)’ 개념이고, 이능화의 경우 ‘천(天)’과 ‘도(道)’
개념이다.

3.1 『세계의 종교』의 ‘신(God)’ 개념 남용

스미스는 책의 곳곳에서 대문자 ‘G’로 시작하는 용어 ‘신(God)’을 사용했다. 이 용어는
대개 기독교의 유일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 이것은 힌두교를 설명할 때 잘 드러난다.
힌두교를 설명할 때 스미스는 ‘신(God)’ 개념을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특히 눈에 띄게 자
주 사용되는 것은 박티 요가(bhakti yoga)를 설명할 때다. 신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59) 김영호, 「이능화의 종교회통론」, 214.

- 102 -

사랑을 통해 헌신하는 박티 요가가 스미스의 ‘신(God)’ 개념과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스미스는 박티 요가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기독교에서 그 예시가 잘 드러난다고 언
급한다.60)
스미스의 ‘신(God)’ 개념을 다른 종교에 비교적으로 적용하는 작업이 잘 드러나는 사례
는 불교를 설명하는 챕터에서 등장한다. 여기서 스미스는 ‘열반(nirvana)’ 개념이 곧 ‘신
(God)’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61) 그는 이어 종교라는 정의가 신을 필요로 하는가의 여
부를 따지는 문제와 ‘God’의 정의를 재검토다. 이처럼 ‘신(God)’ 개념은 스미스(그리고 서
구의 독자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현상을 바라볼 때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또한 유교를 설명할 때 스미스는 유교가 윤리(ethics)인지 종교(religion)인지 질문을 던
진다.62) 스미스에 따르면 종교의 좁은 정의는 인간 존재의 초월적 근거와 인간성을 연결
시키는 관심이다. 그는 이 정의를 적용한다면 그 초월적인 근거가 ‘하늘(Heaven)’이라는
‘무언의 존재(muted one)’이긴 하지만 유교는 여전히 종교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스미스
는 ‘하늘’의 존재를 신(God) 개념과 직접 비교하지는 않지만 이 같은 정의로 종교로서의
유교를 한정하는 것은 ‘초월적 존재’가 종교의 필수 조건이라는 그의 시각을 보여준다.
눈여겨 볼 점은 이능화가 현대에 흔히 ‘God’을 의미할 때 쓰이는 ‘신(神)’을 스미스가
말하는 ‘신(God)’의 의미로 쓴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그는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의 신을 가리킬 때는 ‘상제(上帝)’라는 표현을 썼다.63) 달리 말한다
면, 서구의 신(God) 개념에 적절히 들어맞는 개념이 동아시아에는 본래 없었고, 이능화가
활동하던 시기까지도 스미스의 유일신 ‘God’과 같은 개념이 한국에 널리 퍼져있지 않았다
고 추측할 수 있다.

3.2 『백교회통』의 ‘천(天)’과 『세계의 종교』의 ‘신(God)’의 비교

‘천(天)’은 이능화가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틀로 제시하는 개념이다. 이능화는 11개의
종교들과 불교를 비교한 뒤 12장 ‘모든 종교를 총합하여 불교와 대조함’에서 천(天) 개념
을 제시한다.64) 그는 “도교가 주로 자연에 방임(放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교가
하늘(天)로써 위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자신이 수행한 비교 작업의 성과
를 밝힌다.
이능화는 천을 형체(形體), 주재(主宰), 명운(命運), 의리(義理)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물리적 형태의 천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천(주재자)을 가

Huston Smith, The World’s Religions, 32.
Huston Smith, The World’s Religions, 114-115.
Huston Smith, The World’s Religions, 183.
영역판 백교회통의 번역자 정단비는 이능화가 기독교를 서술할 때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天主實
義』를 활용한 점을 언급한다. Yi Neunghwa, Harmonizing the Hundred of Teachings, 204.
64) 이능화, 『백교회통』, 174.
60)
61)
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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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킨다. 세 번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운명을 가리키고, 네 번째는 도덕성 혹은 도덕적
원칙을 의미한다. 이능화에 따르면 유교에는 네 가지 의미의 하늘이 다 있고, 나머지 기독
교, 이슬람교, 바라문교, 대종교 등에서 말하는 하늘은 두 번째 의미의 천(주재)과 관련돼
있다. 이어 그는 불교는 이와는 다른 네 가지 천(세간천, 생천, 정천, 의천 또는 성천)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처는 이들을 초월한 하늘 중의 하늘, 즉 ‘천중천(天中天)’이라고
말한다.
이능화의 천(天) 구분은 불완전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한국적인’ 성격의 비교종교학적
틀을 제시하려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옛부터 하늘이란 4종으로 구분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언급65) 이외에 네 가지로 하늘을 구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증이 부족하다. 또한 각 종교들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도 부
족하다. 신광철은 이러한 천 개념이 오랜 역사 속 한국 종교에 이어진 해답의 상징체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 중 하나는 한국인들이 ‘하늘을 경험하며 만들어 온
해답의 상징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사제를 통해 ‘힘’과 만나는 제의적 삶에의 참여를 통해
살아가는 무속적 종교를 가리킨다.66) 이는 하늘이라는 존재가 한국인들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이는 특히 무속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스미스 또한 천(天)에 해당하는 ‘하늘(Heaven)’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유교 챕터

에서 스미스는 하늘(Heaven)과 땅(Earth)의 영역이 끊임없이 접촉하고 서로 관련을 맺으
며, 하늘은 땅의 번영을 통제한다고 설명한다.67) 하지만 스미스는 이능화처럼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등 여러 종교를 엮어 낼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대신 스미스
는 하늘의 개념을 유교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특히 스미스는 하늘을 인간
과 관계를 맺는 초월적인 대상으로만 한정 짓고 있다. 이는 앞서 논의했던 스미스의 좁은
의미의 종교 정의에 따르면서도, 이능화가 제시한 (기독교, 이슬람 등이 속한다고 했던)
두 번째 의미의 천(天), 즉 ‘주재(主宰)’의 의미로만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일 것이다.
이능화가 제시하는 천(天) 개념은 스미스의 신(God)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되기는 어렵다.
서구의 유일신은 창조주로서 이능화가 제시한 물리적 형태의 하늘을 만든 존재이며 운명
이나 도덕을 (불교와는 다른 의미로)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사한 측면도
갖는다. 인간을 초월하면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점, 인간이 좋은 삶을 살아
가기 위해 관계를 맺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스미스의 신(God)이 주로 인격적인 존재, 이능화의 천(天)은
‘비인격적인 원리’로 대조되는 데서 나타난다. 『백교회통』에서 인간과 비교적 인격적 관계
를 형성하는 것은 중국 고대 신앙의 초자연적인 존재들인 ‘귀신(鬼神)’이다. 이들은 강력
65) 이능화, 『백교회통』, 174.
66) 나아가 신광철은 이러한 천(天) 개념은 이능화의 종교사학의 의도가 한국 종교의 원류를 ‘신교(神敎)’
라고 밝히는 데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인다. 신광철, 「이능화의 종교학적 관점」, 『종교연구』 9
(1993): 184.
67) Huston Smith, The World’s Religions, 18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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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자연적 존재로, 하늘에 살며 바람이나 비, 천둥이 의인화된 형태이고 이러한 존재 중
최고는 상제였다.68) 하지만 이러한 존재들을 모두 초월하는 지고의 존재는 비인격적인 원
리로 작동하는 ‘천(天)’이다. 스미스 또한 신의 정의를 비인격적인 지고의 존재(Godhead)
로 보는 경우에, 열반이 신이 개념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69) 또한 이능화의 기독
교 서술에는 신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등
장하지 않는다.

3.3 『백교회통』의 ‘도(道)’와 『세계의 종교』의 ‘신(God)’의 비교

이능화가 ‘천(天)’ 개념을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틀로 제시했다면, ‘도(道)’는 유교, 불
교, 도교와 같은 ‘동아시아적’ 종교를 서술할 때 활용되는 틀로 강조된다.
유교와 불교의 비교, 도교와 불교의 비교에서 ‘도(道)’와 관련된 주제가 많이 등장한다.
도(道)의 정의와 도(道)가 갖는 특징들 혹은 도(道)를 위해 수행하는 방법 등에 대해 유교
및 도교와의 비교에 수차례 다루고 있다. 이때 이능화는 의도적으로 ‘도(道)’라는 한자를
중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공통된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스미스 또한 ‘도(道)’의 개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룬다.70) 다만 이는 도교를 설
명할 때만 등장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도(Tao)’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형
언할 수 없고(ineffable)’, ‘초월적인(transcendent)’인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자연의 모든 생명을 이끌어가는 내재적인(immanent) 힘을 가리킨
다. 세 번째는 앞서 묘사된 우주적 도(Tao)와 꼭 들어맞을 때 인간의 삶을 의미한다. 이
러한 ‘도(道)’에 대한 설명은 『도덕경』에 등장하는 ‘도(道)’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일 수
있다. 하지만 스미스의 ‘도(Tao)’는 동아시아 종교들을 함께 읽어내는 틀로 나아가지는 못
했다.
『백교회통』 속 유교, 불교의 도(道)는 도교의 도(道)와 마찬가지로 모두 수행을 통해 추
구해야 할 대상으로, 서로 비슷한 점도 많지만 각 종교 전통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유교에서 도(道)는 주로 ‘덕’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71) 하늘의 명을 따르
는 데서 비롯된다.72)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상태 혹은 진리를
의미한다.73)
이러한 ‘도(道)’ 개념을 스미스의 ‘신(God)’ 개념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것은 ‘동아시
아적’ 종교의 수행 전통이다. 『백교회통』에서 도(道)는 ‘닦는 것(도를 닦는다)’으로 등장하
68) Yi Neunghwa, Harmonizing the Hundred of Teachings, 32.
69) 다만 이런 정의에서는 기존에 자신이 전제하던 서구의 ‘God’ 개념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점을 스미스
는 언급하지 않는다. Huston Smith, The World’s Religions, 114-115.
70) Huston Smith, The World’s Religions, 198-199.
71) 이능화, 『백교회통』, 79.
72) 이능화, 『백교회통』, 67.
73) 이능화, 『백교회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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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고,74) ‘드는 것(도에 든다)’으로 등장하기도 한다.75) 이처럼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보다는 인간 스스로가 도(道)를 향해 나아가는 수행이 중요하게 다뤄진
다. 그런 점에서 이능화는 기독교를 다룰 때 예수의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도
하고,76) 개인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수행에 빗대기도 한다.77)

IV. 결론

이 글에서는 스미스의 『세계의 종교』가 ‘동양’을 배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루었다. 맥
커천의 비판을 바탕으로 제국주의적 관점과 영원주의적 관점이 결합해 ‘비서구’의 독자들
과 ‘비서구적 종교’를 배제하게 되는 스미스의 시각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종
교를 서술할 때 스미스의 비교종교학적 접근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신
(God)’ 개념이 남용되는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다.
『세계의 종교』가 동양을 배제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한 ‘동양적’ 대
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능화의 『백교회통』과의 비교를 시도했다. 이능화의 ‘회통’이 스미스
의 제국주의적/영원주의적 관점과 비교했을 때, 종교다원주의를 전제로 한 공존을 가능하
게 하는 관용적 입장이 될 수 있음을 제안했다. 또한 『백교회통』에서 비교종교학적 틀로
활용된 ‘천(天)’과 ‘도(道)’의 개념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며 서구의 ‘신(God)’ 개념이 놓치
는 부분들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세계의 종교』가 가진 한계를 드러내는 비교라는 목적 아래 『백교회통』이
다뤄지면서 그 가치를 전반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백교회통』에 대한
연구가 이능화의 전반적인 방법론을 주로 다룬 것에 더해 이 글은 ‘동아시아적’ 혹은 ‘한
국적’ 비교종교학적 작업으로서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스미스의 책이 활용되는 방안도 고민돼야 한다. 휴스턴 스미스의 『세계의 종교』
는 북미에서 종교학이라는 분야가 제대로 자리 잡기 이전부터 영향력 있는 세계 종교 입
문서로 활용돼 왔다. 서구의 독자들에게 효과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큰 인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 책이 현재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활용된다면,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 전부 받아
들여지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맥커천의 표현처럼 이 책은 과거 종교학
의 방법론이나 문제점을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78)
중요한 것은 이 글에서 논의된 문제점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과 서구의 학
자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다룬 ‘동양-서양’의 이분법을 포함해서 현
74) 이능화, 『백교회통』, 67.
75) 이능화, 『백교회통』, 99.
76) 예수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을 석가모니의 수행과 비교한다. 이능화,
『백교회통』, 106-107.
77) 이능화, 『백교회통』, 121; 124; 128-129.
78) Russell McCutcheon, “A Question (Still) Worth Asking about The Religions of Man,”
30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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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속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 내는 권력과 지식의 결합은 계속해서 비판되고 수정돼야 한
다. 또한 서구화돼 온 학문적 지형에서 활동하는 비서구의 학자들도 역시 ‘동양적인 것’을
배제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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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세계 종교 입문서는 어떻게 동양을 배제했는가」에 대한 토론문

최연정 / 서울대학교

1. 스미스의 ‘공통점’과 이능화의 ‘연결점’

발표자의 구분에 따르면 스미스의 ‘신’은 종교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 관념에
해당하거나 대응하는 관념들을 제 종교들에서 찾아내고 설명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모든
종교가 하늘로써 위주로 삼고 있다”는 서술을 통해 볼 때 이능화도 일차적으로는 ‘천’을
(도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본질 혹은 속성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발표자가 제안한 스미스와 이능화의 차이를 염두에 둔다면, 이능화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천’과 ‘도’를 ‘연결’의 도구로 삼는다고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과 서술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3장에서 스미스가 제종교들에서 ‘신’ 관념을 찾는 것
과 이능화가 ‘천’ 관념을 통해 불교와 제종교들을 연결하는 것, 즉 작업 및 서술 방식의
차이가 부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3.2.와 3.3.에서는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천’과
‘도’의 의미, 이 관념들이 제종교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
다. 스미스와는 다른 방식, 즉 ‘천’과 ‘도’를 연결점으로 삼는 작업과 서술이 정확이 어떤
것인지가 보완된다면 양자의 차이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 종교 다원성을 해석하는 회통론의 입장

발표자는 이능화의 회통론이 자기 종교가 다른 종교의 진리를 포함한다고 보는 내포주
의와는 다르다고 본다.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만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왕 언급
이 되었기에, 김영호가 회통을 내포주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과 달리 평가하는 이유를 좀
더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동등한 위치에 놓인 종교들 간의 대화”라는 발표자의 평가가
종교 다원성을 해석하는 여러 입장들이라는 맥락과 함께 설명된다면 좀 더 분명한 서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원성과 다원주의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발표자가 말한 근대적 현
실은 종교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다원성을 해석하는 입장을 다시 배타주
의, 내포주의, 다원주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틀 안에서 회통론의 관점을 내포
주의의 입장과 구분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설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세계의 종교』 비판적으로 읽기

이 글의 출발점은 『세계의 종교』이다. 발표자는 스미스의 ‘배타적’ 입장과 다른 ‘다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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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이고 ‘관용적’인 입장, 서양의 ‘신’ 관념이 배제할 수 있는 동양의 여러 관념들에 대
한 고려 등을 동아시아적 관점이라 파악하고, 『백교회통』과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적 관
점을 활용한 『세계의 종교』 비판적 읽기를 흥미롭게 전개했다. 이 글에서 논의된 문제점
들이 어느 정도 극복된 서구, 비서구의 세계 종교 입문서 사례가 이제는 상당히 많을 것
으로 여겨지며, 『백교회통』 분석을 통해 짚어낸 부분 외에 다른 관점이나 서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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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케이드 뱀버러의 『소금 먹는 사람들』에 나타난 여성주의 연구
안유진 / 충남대학교

Ⅰ. 서론

보부아르(Simon de Beuvoir)의 『제2의 성』(The Second Sex, 1989)에서 “여성은 태
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79)이라고 언급하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은 역
사적으로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타자(他者)로 정의되어왔
다. 초기의 페미니즘은 젠더의 차이에 초점을 두었고 이후 페미니즘 운동은 젠더를 넘어
인종적 차이를 다루게 되었다. 페미니즘은 ‘제1물결’과 ‘제2물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여 왔는데, 제1물결은 1860년부터 1920년까지 나타난 페미니즘 운동으로 “여성의 정치
적, 법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여성의 참정권, 여성의 교육, 직업의 기회 확대, 기혼
여성의 법적 권리”80)를 주장하였다. 한편, 제2물결은 미국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출현으로
시작되었다. 철학자 월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81), 밀(John Stuart Mill), 테일
러(Harriet Taylor)는 명시적으로 자유주의 이론을 여성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남녀 불평등을 비판하지만, 여성의 모성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불평등
한 남녀역할의 관계를 유지한다.82) 1960년대 후반에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같은 다
양한 반체제운동과 함께 여성운동이 일어났고 남녀평등뿐만 아니라 여성해방을 주장하였
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따라 1980년대에는 여성들 사이에 인종적, 계급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여성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1960년대에 등장한 흑인여성 페미니즘은 성적, 인종적, 계급적 차별에 따른 미국 흑인
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1960년대 후반 흑인남성 중심의 민권운동과 백인여성 중심의
페미니즘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흑인여성들에 의해 형성된 여성운동이다. 워커
(Alice Walker)는 흑인여성의 입장에서 ‘우머니즘’(Womanism)83)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
시하면서 그녀의 저서 『우리 어머니의 정원을 찾아서: 우머니스트의 산문(In Search of

Our Mother’s Gardens: A Womanist Prose, 1983)』에서 다음과 같이 그 특성을 정의
한다.

우머니스트(womanist)는 “흑인 페미니스트 또는 유색인 페미니스트이다. 과감
79) Simone de Beuvoir, The Second Sex (New York: Vintage, 1989), p.267.
80) 수잔 왓킨스/김명주 옮김, 『페미니즘 이론과 비평: 이론을 통해 현대 여성 소설 비평하기』 (대전: 충
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pp.33-34.
81) 올스턴 크래프트는 『여성의 권리 옹호』을 통해 페미니즘 이론에 관한 최초의 주요 업적을 남겼다.
82) 이는 베티 프리단이 발간한 『여성성의 신화(The Feminine Mystique)』(1963)에서 잘 드러난다.
83) Alice Walker, In Search of Our Mother’s Gardens: A Womanist Prose(San Diego, CA: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83), 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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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담하며 용기가 있고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지칭한다.... 나 아닌
다른 여성을 성적으로, 또는 성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여자. 여성의 문화, 여

성이 가진 감정적 유연성, 그리고 여성의 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선호한다.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는 전 인류의 생존과 완전성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한
다.... 전통적으로 보편주의자이다.”84)

우머니스트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흑인여성의 대담함과 용기는 강한 여성성을 의미
한다. 우머니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백인여성 페미니즘과는 다
른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우머니즘은 여성의 평등뿐만 아니라, 영성과 공동체의 차원을
중시한다. 뱀버러(Toni Cade Bambara, 1939~1995)는 이러한 우머니즘을 통해 흑인여성
과 제3세계 여성 그리고 흑인 남성을 포용하며,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휴머니즘과 영성을
추구한다.85)
뱀버러의 소설 『소금 먹는 사람들』(The Salt Eaters, 1980)86)은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가상의 도시 ‘클레이본’에서 흑인여성 벨마(Velma)가 삶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고난, 그리
고 그녀의 회복과 그녀가 속한 흑인 공동체의 치유를 그린다. 『소금 먹는 사람들』은 원래
마디 그라스(Mardi Gras) 사회의 노예반란 사태를 그린 소설로 시작했다. 뱀버러는 자신
의 기존 단편 소설들과는 다른 실험적인 서술방식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소설에서 여성
치유자 미니(Minnie)는 벨마를 토착 의학의 방식으로 치유하는데, 흑인여성 개인의 치유
과정과 흑인공동체를 치유하는 서사에서 미국의 정치문제와 생태문제가 영성과 페미니즘
의 주제와 결합해서 나타난다.
본 논문은 뱀버러의 우머니즘의 관점에서

『소금 먹는 사람들』에 나타난 인물들의 다양

한 치유유형을 분석할 것이다. 2장에서 인물분석을 통하여 치유 받아야 하는 개인들과 공
동체 그리고 제3세계 여성들을 탐구하고, 3장에서 정치적, 생태적, 영적 문제를 분석하여
뱀버러가 추구한 새로운 휴머니즘과 영성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우머니즘의 문학적인 의
미를 논할 것이다.

II. 『소금 먹는 사람들』의 인물 분석

뱀버러는 『소금 먹는 사람들』에서 등장 인물들에게 전지적 작가의 수준으로 이야기할

84) Alice Walker, 위의 책 , ⅺ-ⅻ.
85) 김명주, 「여성의 영적 치유 공간: 토니 케이드 뱀버러의 『소금 먹는 사람들』의 예」, 『문학과 종교』,
20/3(2015): pp.8-9. 뱀버러는 1970년대 미국 흑인 문학과 현대 문학, 문화와 독립 영화 그리고 여
성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작가, 문화복지사, 교수, 교사, 영화감독으로 다양하게 활동하였다.
독자적인 사상의 꽃을 피웠지만 1995년 12월 9일 56세의 이른 나이에 대장암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흑인여성 지식인들은 인종차별적 사회에서 사회적 변화를 꿈꾸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평균 수
명 55세로 비교적 일찍 사망하였다.
86) Toni Cade Bambara, The Salt Eaters (New York: Vintage, 1980) 앞으로 『소금 먹는 사람들』
(The Salt Eaters)의 본문 인용은 말미에 괄호 안에 페이지 수만 명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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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서사의 능력을 부여한다.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들 각각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인
물들을 매개로 하여 공동체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녀는 다양한 목소리에 초점을 둠으로
써 흑인 공동체, 더 나아가 제3세계 여성공동체의 단결된 연대감과 소속감을 표현한다.
인물들의 여러 관점은 개인적 삶의 다양성과 공동체적 생명의 보편성중시하는 우머니즘을
표현한다.

1.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벨마

『소금 먹는 사람들』의 주인공 벨마(Velma)는 뱀버러를 포함한 흑인여성 운동가들의 삶
을 표상한다. 벨마는 열렬한 사회운동가로 몸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거리를 행진하며 흑
인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동체 내에 여성들과 함께 권위만을 앞세우는 남성
들의 여성차별에 맞섰다. 그녀는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대중을 각성시키는 교육적인 희극
을 공연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을 여행한다. 또한 벨마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 발
전소의 기밀정보를 입수하는 위험한 일을 감행(敢行)한다.
벨마는 직장에서의 여성차별과 가정에서의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이 생기고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 입원한다. 벨마는 열성적이고 능력이 뛰어
난 여성이었지만,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남성의 실제적 억압으로 인해 정신건강을
상실하고 몸이 피폐해져 물리적 치료를 넘어서 전인적 치유가 필요하다.
벨마의 치유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은 벨마가 경험한 상처의 원인과 내면의 힘을 회복하
게 해준다. 그녀가 먼저 떠올리는 기억은 부엌에서 남편 오비(Obie)와의 대화 장면이다.
벨마는 남편에게 과거에 비가 오는 날에 시민권운동에 참여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남편
에게 불만을 직접적으로 토로하지만, 남편은 이야기를 무시하며 공감하지 않는다. 그녀는
가정에서조차도 공감과 위로를 얻지 못하는 고립된 존재다.
또한 벨마는 흑인조합위원회에서 구조적인 여성차별을 경험하며 상처를 받는다. 남성들
은 권위를 내세우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여성들은 조합의 운영, 경
영, 행사개최, 자금관리 등 온갖 허드렛일을 감당한다. 벨마는 여성차별과 남성억압으로부
터 분노를 느끼지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내적 힘이 부족하여 반복되는 부당한 상황을 견
디지 못하고 결국 정신적으로 소진된다.
벨마의 상처에 대한 치유과정은 내적 힘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토착 치유사 미니는 벨
마에게 내면의 중요성과 온전함을 설명한다.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이루는데 중요한 온전
함(wholeness)은 개인의 의지와 책임을 요구한다. 먼저 온전해지고 싶은 의지가 생겨야,
치유를 받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벨마는 낫고자 하는 의지, 과거의 기억, 그
리고 조화로움의 추구를 통해 영적인 치유를 받는다. 그러나 이 치유과정에는 벨마 개인
만이 영적인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주변 인물들, 더 나아가 그녀가 속한 흑인
공동체와 제3세계 여성공동체까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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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치유과정은 벨마의 대모 소피(Sophie)가 벨마에게 충고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
다. “너의 목숨이 온전히 너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가 좋을 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
각했니? 나와 너의 친구들, 너의 가족들, 그리고 너를 아끼는 사람들이 너의 목숨과 상관
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148) 벨마의 건강은 친구, 가족, 흑인 공동체의 건강과도 연결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벨마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음악 비밥(Bebop)에 의해 치유
가 되는데, 음악의 조화로운 선율은 영육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노래의
주파수와 일치되어가는 벨마는 건강을 회복한다. “[미니는] 노래를 불렀다. 미니는 빙빙
돌았고 그녀가 노래를 부르면 그것은 비단이었다. 반면에 [벨마가] 입을 열었을 때 불이
나왔다.”(168-169) 미니의 치유하는 노래는 부드러운 비단과 같았지만, 고통 속에 있었던
벨마의 노래는 불처럼 뜨거웠던 것이다.
벨마는 정치와 영성의 세력이 분열된 공동체를 화해시키고 통합시키기 위해서 삶의 의
지를 회복하고 ‘상처받은 치유자’(wounded healer)가 된다. 소피는 벨마가 치유되어 그
녀가 속한 공동체도 치유될 것이라고 믿는다. “벨마는 시간 맞춰 다시 삶의 뿌리를 찾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의] 본보기가 될 거야. [벨마는] 공동체 내의 자신들을 ‘정치
적’이라고 부르는 노동자들도 안식처를 찾았고, 자신들을 ‘영적’이라고 부르는 근로자들도
안식처를 찾았기 때문이야.”(147). 정치적 세력과 영적 세력의 분열과 대립은 당시 1970
년대 흑인공동체의 상황을 보여준다. 미국은 쇠퇴하는 정세로 인해 사람들이 정치에 환멸
을 느껴 멀리하게 되었고 종교와 영적 세계에 몰두하게 되었다. 뱀버러는 벨마를 통해 분
열된 정치적 세력과 영적 세력을 화해시키고 통합한다.

2. 치유의 중개자 미니와 치유 받는 남성 오비

클레이본의 토착 치유사 미니 랜섬(Minnie Ransom)은 아프리카의 토속신앙과 토착 의
학으로 벨마를 치유하면서 육체와 정신의 건강회복을 위해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랜섬은 끊임 없이 치유하는 자와 치유 받는 자의 상호성을 강조한다.”87) 미니의 치유방
식은 현대의학과 달리 치유자와 환자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치료가 진행된
다. 미니는 벨마를 기다려주고 그녀에게 끊임없이 온전해지고 싶은지 질문을 하면서 지속
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매릴린 퍼거슨에 따르면, 무속 치료사는 질병의 뜻을 깨닫게 하고 지역사회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질병을 설명해 주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치유의 방법은 개인과 사회,
또는 개인과 자연과의 조화가 깨지는 것을 고친다고 주장한다.88) 미니는 여성 치유자로서
벨마를 치유할 때 육체와 정신의 조화 속에 내적인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속신 올드
와이프(Old Wife)와 소통한다. 이러한 영적 치유방식은 벨마의 정신과 육체를 온전하게
87) 김명주, 앞의 논문, 13쪽.
88) 메릴린 퍼거슨/정성호 역, 『의식 혁명』 (서울: 민지사, 1980),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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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며 흑인여성으로서 사회와 가부장제로부터 억압받아 상실한 벨마의 영성을 회복시킨
다.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올드 와이프와 함께 협력하는 치유의
과정이 나타난다.89) 벨마의 치유에서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통합은 토속 신앙적 치
유법으로 나타난다. “올드 와이프, 무엇이 잘못된 거야? 얌의 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
는 거야? 그들이 이전과 같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을 이끌어내는 법을 모르는 것 같
아”(44) 미니는 ‘얌의 딸들’ 즉, 흑인 여성들이 내면의 힘을 과거처럼 갖고 있지 않은 것
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정신적인 허약함이 질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미니는 내면의
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90) 벨마가 내면의 힘을 회복해야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
는 것이다.
한편, 벨마의 남편 오비(Obie)는 아카데미의 분열로 인해 좌절하고 아내의 변화를 파악
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는 현재의 고단하고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 삶의 온전
함을 추구하는 치유가 필요한 인물이다. 과거 회상을 하며 아내 벨마의 빈자리를 느낀다.
벨마는 현재 분열된 아카데미가 협력할 수 있도록 했고 아카데미 내에서 큰 역할을 담당
해 왔기 때문이다. 오비의 회상에 따르면, “벨마가 집에 있을 때와 아카데미에 있을 때
일들은 더 순조로웠다. 벨마가 화해시키는 데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가
있을 때 분열되는 확률이 적었고 어디든지 아무 때나 문제가 제기되는 일도 적었고, 수업
들을 감사하는 일도 적었고, 회의를 감시받는 일도 적었으며, 대면하고 협력하는 일이 적
었다. 벨마가 있을 때 모든 일이 온전했다.”(92)

오비는 벨마가 직장업무로 인해 가정

에 무관심하고 소홀하다고 생각한다. 벨마는 직장의 일이 바빴지만 오비는 그녀가 힘들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비는 벨마가 받은 억압에 대해 분노와 불만을 품고 있
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 오비는 분노와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이 분열된
아내로 인해 괴로워한다. 그는 가부장제를 대표하는 가해자 남성이지만 오히려 치유를 받
아야 하는 한 개인이기도 하다. 뱀버러의 흑인여성 페미니즘인 우머니즘은 여성뿐만 아니
라 남성을 포용한다.

3. 나딘과 팔마 그리고 세븐시스터즈

흑인 십대 미혼모 나딘(Nadeen)은 벨마의 치유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치유를 받는
다. 사회적 시선과 편견 때문에 어린 나이에 임신한 것에 수치심을 느끼지만, 치유되는 벨
마를 목격하면서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한다. 나딘이 벨마를 보고
치유가 된 것은 벨마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벨마는 작품의 제목에 쓰인
소금과 같이 모진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녀의 치유는 나딘을 비롯한 공동체의 치유로 이
어진다.
89) 김명주, 앞의 논문, 13-14쪽.
90) 김명주, 앞의 논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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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마의 언니 팔마(Palma)는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집착에 이르게 된다. 이
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생리불순으로 나타난다. 벨마는 가정 문제와 직장 내 성차별로
인해 힘들어하면서도 팔마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다. 벨마가 침묵하는 이유는 그녀의
말이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은 하위계층 여성들의 침묵은 발화의 실패가 아니라 해석실패의 결과라고 말한
다.91) 이는 하위계층 여성들이 가부장제와 제국주의로 인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주체가 아님을 의미한다. 팔마는 동생의 사진을 보고 악몽을 꾸게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
와 걱정으로 인해 길에서 쓰러진다. 동생에 대한 강한 애정으로 인한 걱정과 집착으로 인
해 팔마는 육체와 정신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후에 팔마는 동생이 집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믿으며 안정을 되찾는다.
이처럼 뱀버러는 치유를 받아야 하는 흑인 여성과 남성 인물들뿐만 아니라, 제3세계 여
성의 연합과 소통을 작품 속 세븐시스터즈(The Seven Sisters)를 통해 보여준다. 세븐시
스터즈는 “제3세계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정치적 세계관과 예술적 세계관을 보여주며 제3
세계의 연합”을 의미한다.92) 또한 뱀버러는 “여성주의 운동이 가부장제의 악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식민지화된 제3세계와 미국의 빈자들에 대한 억압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
어야 한다.”고 생각했다.93)
세븐시스터즈는 제3세계 여성으로 구성된 극단으로 정치문제, 제3세계 여성문제와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벨마와 팔마는 세븐시스터즈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그들은 흑인여
성, 미국원주민여성, 남미여성, 아시아여성 등으로 구성된다. 예술가이면서 문화복지사로
활동하며 각자 지니고있는 제3세계 여성으로서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포용하
는 공동체로 제3세계 여성의 페미니즘을 구축한다.

Ⅲ. 『소금 먹는 사람들』에 나타난 정치, 생태, 영성의 문제

1. 정치문제

뱀버러는 글을 쓰는 것이 “투쟁에 참여하는 방식과 무기가 될 수 있고 정치 변화를 위
한 실질적인 도구”94)라고 생각한다. 1970년대의 미국 사회는 1960년대의 기성세대의 진

91) 존 맥클라우드/박종성 외 편역, 『탈식민주의 길잡이』 (서울: 한울, 2003), p.23.
92) Thabiti Lewis, Conversations with Toni Cade Bambara (Jackson, MS: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12), pp.24-25.
93) Linda Janet Holmes and Cheryl A. Wall, Savoring the Sal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08), p.117.
94) Toni Cade Bambara, “How She Came By Her Name” Deep Sightings & Rescue Missions:
Fiction, Essays, and Conversations, by ed., Toni Morrison (New York: Vintage, 1996),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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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적인 정치성향과는 달랐다. 미국의 패전과 오일쇼크로 인해 환멸을 느낀 많은 대중이
정치적인 무관심에 빠져 자신의 내면을 중시하는 ‘뉴에이지 영성’의 흐름에 합류하였다.
뱀버러는 작품을 통해 영성이 배제된 1960년대의 정치운동에서 탈피하여 정치 운동과 영
성의 통합을 추구한다.
소설에서 벨마는 아카데미 내의 정치공동체와 영적 공동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그
래서 치유과정에서 그녀의 영성을 회복한다. 벨마의 영성회복이 정치공동체와 영적 공동
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미니는 벨마가 내면의 힘뿐만 아니라, 하나의 흑인 여
성으로서의 자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미니와 공동체가 벨마의 치유에 이바지
하는데, 신령들, 기도자들, 대모 소피, 의사들과 구경꾼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적인 치유의
힘에 의해 벨마는 건강을 회복한다.
왈러 피터슨(Belinda Waller-Peterson)은 공동체적 치유 공간에서 ‘긴 고난’이 흑인 여
성의 아픔에 갖는 의미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는 벨마의 치유에 있어 영적 치유자 미니의
치유와 목격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기도가 벨마를 온전함으로 이끈다고 주장한다.95)
벨마의 내면적 치유는 토착의학과 공동체의 힘으로 성취된다.
『소금 먹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정치문제는 복합적으로 정치와 영성의 통합, 흑인여성
차별문제 그리고 인종차별과 생태문제와 연결된다. 작품의 전반적인 서사에서 인물들의
구전을 통해서 정치문제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공동체의 치유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다.

2. 생태와 영성의 문제

작품에서 제기되는 생태의 문제는 방사능오염에 의한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당
시 미국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는 1970년대에 설립되었지만 1979년에 쓰리마일 크로스
의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설립이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작품 속에 원자력공해에 대한 경각심이 드러난다. 이는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의 특
성을 보여준다. “생태학적 페미니즘의 과제는 진정한 반이론적, 변증법적, 이론과 실천의
유기적인 구축이다.”(The task of an ecological feminism is the organic forging of
a genuinely antidualistic, or dialectical, theory and practice.)96) 환경문제는 서양의
남성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자연이 착취되고 억압된다는 점에서 여성차별과 유사하다. 뱀버
러는 페미니즘과 함께 생태문제를 작품 속에 언급하며 새로운 휴머니즘과 영성을 위해 모
든 억압을 철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생태문제도 정치문제와 인종차별과 같이
다양한 문제들과 연결되고, 이러한 복잡한 관계로 인하여 개인과 공동체는 통합적인 화해
95) Bellinda Waller-Peterson, “Are You Sure, Sweetheart, That You Want to Be Well?”,
Religions, 2019, 10, 263: p.7.
96) “Healing the Wounds”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ed. by
Irene Diamond & Gloria Feman Orenstein (San Francisco, CA : Sierra Club Books),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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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치유의 해결 방식을 강구한다.
뱀버러는 『소금 먹는 사람들』을 통해 영성가들이 정치적 진보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연결 언어’(bridge language)97)를 새롭게 창조한다. 영성은 의식변혁의 중요한 요
소로서 자신의 내면을 중시하여 개인의 고양된 의식을 탐구하고 변화한 새로운 의식으로
사회 변혁을 추구한다. 뱀버러는 벨마를 통해 작품 속에서 흑인 여성의 영성을 중점적으
로 다룬다. 1980년대에 출현한 흑인여성의 영성은 뉴에이지의 점성술, 동양 종교와 형이
상학을 받아들이고 흑인 전통과 문화에 기반한 영성을 추구했다. 당시 토니 모리슨, 토니
케이드 뱀버러와 앨리스 워커와 같은 흑인 여성 작가들의 글쓰기는 “인종적, 여성주의적,
정치적 리얼리즘과 영적, 초자연적 인식의 조합”98)으로 이루어져 정치와 영성이 결합된
고양된 의식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치유 초기의 벨마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두려운 현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마주
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미니의 치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1960년대의 진보적 정치운동이 영성과 결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벨마가 민권
운동가로 일하는 것은 그녀의 공동체를 고양시키지만,... 그녀는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부
름을 부인한다.”99)
벨마는 자신의 흑인 전통과 문화에 기반한 영성에서 멀어지면서 온전함을 상실하고 육
체와 정신이 병들게 된다. 영적 치유는 흑인 토속신앙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뱀
버러는 사회 운동가 벨마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흑인여성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
생태, 영성의 문제와 같은 여러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헐(Akasha Gloria Hull)의 언
급처럼, 흑인여성의 통합적 영성을 나타내는 “정치학의 연합, 영성과 창의성”100)은 개인과
집단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지닌다.

Ⅳ. 결론: 여성주의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전인적 치유

뱀버러의 『소금 먹는 사람들』은 토착 신앙과 전통을 이용한 흑인 여성 벨마의 개인적
치유를 통한 공동체적 치유를 이루는 서사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특히 본고는
뱀버러의 우머니즘과 치유의 담론을 바탕으로 하여 뱀버러의 『소금 먹는 사람들』을 살펴
보았다. 뱀버러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 진행되는 서사의
흐름은 연대성을 지닌 공동체의 목소리로 공명하며 치유를 받아야 하는 공동체의 파편화
된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뱀버러의 소설은 다양하게 분열된 의식들이 교차하는 것
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영화의 효과처럼 이러한 장면전환에는 다중(多衆)의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보다 풍부한 서사를 전개한다. 여러 인물의 관점을 통해 가상의 도시에서
97) Thabiti Lewis, 앞의 책, p.131.
98) Akasha Gloria Hull, Soul Talk (Rochester, VT: Inner Traditions, 2001), p.24.
99) Bellinda Waller-Peterson, 앞의 논문, p.7.
100) Akasha Gloria Hull, 앞의 책,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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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정치, 생태, 영성의 문제를 조명한다. 개별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흑인 공동체
의 목소리가 작품 전체에 드러난다. 작품은 벨마의 치유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벨
마를 둘러싼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치유 서사가 연이어 등장함으로써 공동체의 전
체적인 치유가 완성되어 간다. 공동체의 치유는 흑인 여성 페미니즘인 우머니즘의 주된
특징이다.
뱀버러의 『소금 먹는 사람들』은 1970년대의 새로운 의식에 대한 변혁을 형상화한다. 흑
인 공동체가 아프리카의 토속적 신앙과 전통을 기반으로 행동하면서 정치, 생태, 인종차별
및 여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변화의 과정은 더 나아가
현대인들이 사회적 변화를 위해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휴머니즘과 영성을 의미한다. 현실
을 에워싸는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문제들을 기존의 전통문화들과 결합
하여 새로운 관점을 획득하고 공동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성취한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개별적인 치유는 공동체의 전체적 치유가 가능할 때 진정
한 치유가 가능하다.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공동체와의 연대를 무시하고 개인의 치료에만
집중하는 서구 의료의 한계를 드러내며 토착 치유의 세계관과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뱀버러는 다층적인 관점을 통해 정치, 인종차별, 여성차별, 영성과 생태의 문제를 직시하
였고, 흑인 공동체와 제3세계의 연합 및 토속신앙으로의 회귀를 통해 개인의 문제뿐만 아
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선한 통찰력을 현대인에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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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케이드 뱀버러의 <소금먹는 사람들>에 나타난 여성주의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현주(중원대)

뱀버러의 <소금먹는 사람들에 나타난 여성주의 연구>라는 제목의 본 논문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자면,
1. 논문의 결론 초반에 선생님께서는 뱀버러의 소금 먹는 사람들은 토착신앙과 전통을
이용한 흑인여성 벨마의 개인적 치유를 통한 공동체적 치유를 이루는 서사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체적 치유를 이루는 서사의 구제적 예를 한 두 가
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결론 부분에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공동체와의 연대를 무시하고 개인의 치료에만

집중하는 서구의료의 한계와 토착 치유의 세계관의 극명한 차이? 서구의료를 단순이 모든
것을 무시한 개인치료의 한계로 단정지을 수 있는지, 토착 치유의 세계관이 반드시 인간
의 병적 현상들을 서구의료와 비교,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생태와 영성? “영성” 이라면 기독교적 독트린 안에서의 영성- 토속적 민속신앙으로
서의 영성 ? 의미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4. 우머니즘은 흑인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용한다/ 백인 여성주의는 남성을 포용하
지 않는지요?
이미 생태학적 여성주의의 흐름이 자연을 포용하듯 남과 녀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자는 여성주의의 흐름이 아닐지요. 생태여성주의의 시작이 서구 백인사회에서라면
우머니즘은 남성을 포용하고 백인여성주의는 남성을 포용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어떻게 설
명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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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우의 『월든』과 법정의 『무소유』, 그리고 생명존중
박종무 / 호원대학교

Ⅰ.머리말

19세기 미국의 지성 소로우의 대표작인 『월든ㅡ숲속에서의 생활』(1854)과 『시민불복종』
(1849)은 20세기 이후의 인권과 환경 운동 등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저서이다. 소로우
스스로 월든 호숫가에서 숲(자연)과 하나가 된 일상을 전개하며, 물질을 중시하는 근대문
명의 근본적 동인(動因)인 인간의 탐욕을 자제하는 ‘단순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
런가 하면, 한국의 법정 스님 역시 간소한 수행처로서 숲속 오두막에 거하며, 환경과 생명
의 존엄을 위한 자기 절제를 강조하였다. 그의 산문집 『무소유』(1976)는 스님 자신의 실
천과 사색을 담은 것으로, 점점 물질화되어가는 현대인에게 일종의 각성제와 같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소로우도 법정도 스스로 “청빈(淸貧)”과 자연 사랑을 실천하는 장(場)으로서 숲
속의 오두막을 택하고, 자연을 통해 인간의 정신은 더욱 고양될 수 있음을 글로서 남기며,
당대의 가치관과 문명의 방향성에 대해 재고(再考)의 여지를 남긴 점에서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이에 본문은 이 두 저자에게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명관에 착안, 그 위에 불교 가르침이 법정 스님 사상의 기반인 사실을
전제로 불교에 밝혀진 “생명존엄”의 교의를 찾아 종교와 인간사회의 관계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소로와 법정 스님, 숲과 오두막

1.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1817ㅡ1862)는

미국

르네상스

(American Renaissance) 시대101)의 작가이자 시인, 그리고 가업을 이어받은 연필생산자
로서, 사상적으로는 자연주의자, 초월주의자, 노예폐지론자, 문명비평가 등 다양한 칭호로
불려진다. 그런데, 소로우의 일생에서 절대 빠트릴 수 없는 곳이 있으니 바로 ‘월든

*박사(중국쓰촨대 불교언어문학 전공), 관음문화연구소연구원,
동화작가, 평론가. E-Mail: pyoilin2003@hanmail.net
101) 미국 르네상스 시기와 소로우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만하다. 로널드 보스코 「들어가는
글」 로널드 보스코, 조엘 마이어슨, 다이사쿠 이케다 대담집 『나만의 월든ㅡ미국 르네상스에 대한 동
서양의 대화』,매사추세츠:캠브리지출판사, 2009년,16쪽. 다만 이 책이 아직 국내에 정식 출간되지 않
은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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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den) 호수’다. 월든 호수는 미국 메사추세츠 주 콩코드 시의 교외 숲속에 있는 자그
마한 호수인데, 유명한 소로우의 오두막은 이 월든 호숫가에 지어졌고, 소로우의 대표작인
『월든ㅡ 숲속의 생활』과 『시민불복종』이라는 책은 둘 다 이 오두막에서 생활했던 시기의
저작물이고, 『월든』은 특히 그 호숫가에서의 2년 2개월 간의 생활을 기록한 글이다. 『월
든』 속에서 소로우는 자신이 숲 속으로 들어간 근본적 이유는, 본질적인 삶의 방식을 추
구라고 싶었던 때문이라고 밝힌다.102)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소로우가 숲 속에서, 자급자
족을 위해 여러 가지 노동을 했고, 시인의 영혼으로 호숫가의 자연을 깊이 감상할 수 있
었으며. 문명사회에 대해 비판적 안목으로 날카롭게 질문하였고, 정말 진심으로 야생(생태
계)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에 가슴아파했음을 알게 된다.
소로우 자신은 이렇게까지 읊었다. 내가 월든 호수에 사는 것보다 신과 천국에 더 가까
이 갈 수는 없다. 나는 나의 호수의 돌 깔린 기슭이며 그 위를 스쳐가는 산들바람이다.
내 손바닥에는 호수의 물과 모래가 담겨 있으며,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내 생각 드높은
곳에 떠 있다,ㅡ라고.103) 그는 이렇게 자연과 하나였다. 서구 근대문명이 인간 중심의 기
독교적 자연관 위에서 발전했음을 생각할 때, 소로우가 숲의 왕이 아닌 자연의 어린이로
서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생명의 약동을 누리며 동물들을 동료이자 이웃으로 받아들이며,
야생(자연, 생태계) 보호의 필요를 역설하는 등의 사상과 실천을 하였다는 것은 아주 독립
적이며 선구적인 행동이었다.
단지 자연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소로우는 사회의 일에도 관심을 가졌다. 노예제를 반대
해 실제로 도망치는 노예의 망명을 돕는 일에 나섰고, 노예제 폐지론자인 존 브라운(John
Brown,1800ㅡ1859)이 교수형을 당했을 땐 그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다. “판사
의 머리 위에서 칼이 번뜩이고, 겁 많은 성직자들이 두려움에 침묵할 때, 그 때가 시인이
나설 때다. 바로 지금이 버림받은 정의를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할 때다, ”라고. 또, 미국이
일으킨 멕시코 전쟁에 항의하여 소로우는 인두세(人頭稅)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일을 겪은 후, 소로우는, 정의(正義)를 실천할
줄 모르는 정부의 법을 시민으로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요지의 연설을 하고 그것을
문장으로 발표하게 되는데, 이 글에서 소로우는 ‘한 사람의 힘’이 사회와 국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한다. 이것이 훗날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시민불복종』이란 글이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한 일
102)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지음, 강승영 옮김 『월든』 ,서울:은행나무출판사, 2020년. 소로우는 이 책 전
편을 통해서 삶이 ‘본질적’인가 아닌가를 탐색했다. 여기서 ‘본질적’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가진 신성
(神性,정신성)에 부합하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로우가 숲을 택한 것은, 사회적으로 이것이
라고 정해진 듯한 삶의 방식에 대한 질문이고 모험이었다. 소로우의 눈에는, 인간의 마을이나 도시‘ㅡ
즉 문명생활권ㅡ의 사람들은 사회적 관습에 젖은 탓인지 ‘현재의 통상적인 생활방식’만을 택하고 다
른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거의 믿지 않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다.(참조『월든』, 23쪽)
103) 위의 책『월든』, 속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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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무는, 언제 어느 때이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다.104)

나는 이것만은 알고 있다...단 한 명의 정직한 사람이라도 노예소유를 그만두
고 실제로 공범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그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면 그때야말로
미국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될 것이다. 시작이 얼마나 미미해 보이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일단 한 번 제대로 행해지면 영원히 행해지
기 때문이다.105)

소로우의 이러한 민권 사상은 훗날 간디에게도 킹 목사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어, 비폭
력 저항이란 운동 방식이 탄생하게 된다. 그 외에도 훗날의 반전주의자, 무정부주의자, 히
피, 환경운동가, 평화주의자, 이상주의자 등, 소로우의 삶과 사상에서 계발을 받은 바는
실로 막대하다 하겠다.

2. 법정 스님의 “오두막”

20세기 한국의 소로우를 찾으라면, 단연 법정(法頂) 스님(1932ㅡ2010)일 것이다. 그는
불교승려로서 작가이자, 민권운동가, 환경운동가, 평화주의자였다. 소로우와의 닮은 점에
서 주목할 것은 그가 출가자로서 ‘청빈’(淸貧)을 자신의 수행으로 구현시키는 한편, 산문
집『무소유』(1976), 『오두막』(2000) 등을 통해 “무소유”의 삶과 생명 및 자연을 존중하는
삶이야말로 현대인을 구제한다고 역설한 점이다.
모두 알다시피 지난 세기 70년대 한국은 강력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이 추진되는
중에 높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어,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 중의 모범국으로 평가되던 시
기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관도 급속히 변해갔다, 또 정부는 경제성장의 자신감으로
민권도 환경 문제도 군비 문제와 경제 문제 뒤로 미뤄두는 경향이 심했다.106) 이러한 시
대에 출가자의 신분으로 서울에 머물며 인권이나 환경문제에 항의하고 종교간 대화에도
적극적이었던 비구니 법정은, 1975년에 이르러 돌연 산 속에 ‘오두막’107)을 짓고 그곳을
청빈의 수행처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출가수행승은 공동 도량인 사원에 머물렀으나, 법정
은 사원마저도 엄격한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던 것 같다.
원래 법정 스님의 청빈(淸貧) 실천은 젊은 시절 효봉 스님(1888ㅡ1966)에게서 배운 바
가 컸다고 한다. 동북아 불교수행승 문화에는 청빈을 숭상하는 전통이 지속하여 전승되어

104)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지음, 강승영 옮김 『시민의 불복종』 ,서울:은행나무출판사, 2020년, 21쪽.
105) 위의 책 『시민의 불복종』 , 40-41쪽.
106) 한영우 편 다시 찾는 우리 역사,파주:경세원, 2006년, 597-601쪽; 고병익 동아시아사의 전통과 변
용, 서울:문학과 지성사,1996년, 299-331쪽
107) 법정의 오두막은, 1975년엔 불일암이었고, 1992년 이후엔 강원도 산간의 외진 오두막이었다. 해변
가의 오두막을 암자로 사용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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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런데 최근 수십 년 사이에

‘무소유’하면 곧바로 법정 스님이 연상되는 까닭은,

물질을 중시하는 시대현상 속에서 그 잘못된 방향을 선회시키고자 스님 자신 스스로에게
엄격한 자율을 실천하며 대중에게 계속 쉬지 않고 무소유 정신을 역설한 때문일 것이다.
법정 스님은 자신은 무소유에 대하여 『산에는 꽃이 피네』에서 이렇게 정의했다. 무소유
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
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ㅡ라고. 알고보면, 소로우가 제안한
‘자발적인 빈곤’이나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즉 맑은 가난)’이나 그 실천 내용은 서로
같은 것이다.

사치품과 흔히 말하는 생활용품들 대부분은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닐 뿐만 아니
라, 오히려 인류의 발전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다. 역사상 현명한 이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궁핍한 생활을 하며 간소한 삶을 살았다. 중국, 인도,
페르시아 및 그리스의 옛 철학자들은 외관상으로는 누구보다 가난했으나 내적
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108)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所有史)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
다. 그저 하나라도 더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을 뿐이다, 물건만
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
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틀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
을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아무것
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109)

소유욕의 절제, 거기엔 인간 의식의 변혁이 전제된다. 개인뿐만 인류, 그리고 지구 생태계
의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실천이다. 이와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21세기의 삶은 ‘무소
유’의 추세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었다. 지금과 같은 가속이 붙은
기술문명 시대에 관습적으로 추구되어온 개인적인 ‘소유’의 개념을 재고하라는 것이다. 그
것은 이미 낙후된 것으로 이제는 ‘공유경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가진다, 보유한다, 축적한다는 생각은 그 동안 금과옥조로 떠받들어졌다. 하지
만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활동이 어지러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세상에
서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곧 자멸하는 길이다.

110)

108) 『월든』,32쪽.
109) 법정의 수필 「무소유」는 원래 월간문예지 『현대문학』에 발표되었던 것으로 이후 수필집 『무소유』
에 수록 대중에게 널리 읽힌다. 본문 인용문의 출처, 정찬주 소설『무소유ㅡ법정스님 이야기』, 파주:열
림원,2010년,150ㅡ151쪽.
110) 제러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 서울:민음사, 2001년, 13쪽

- 124 -

이론적 근거야 어쨌든 최근에 ‘무소유’가 새로운 생활 개념으로 강조되어가고 있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다. 원래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당연히 불교 신앙자로서 ‘탐진치3독’(貪瞋
癡三毒)의 이기주의적 본능을 보다 이타적으로 전환하려는 내면적 규율일 것이나, 우리가
아는 유교의 ‘안빈낙도’(安貧樂道) 정신 역시 ‘인’(仁)의 실천 경애일 것이다.

이렇게, 동

북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청빈한 삶’ 속에, 인격적 수양과 문화적 정신성을 내포시켰다.
연구에 의하면, 소로우는 자신의 스승이자 벗인 랠프 윌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1803ㅡ1882)이 쓴 『자연론』에 크게 계발 받았고, 두 사람 모두 지구의 반대편
인 인도와 중국의 철학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 하므로, 소로우의 자연관이 동양사상
에 깊게 닿아 있다고 대략 가정해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소로우와 법정 스님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공통점의 하나를 덧붙이자면, 숲 속 오두
막이란 거처 공간이다. 법정 스님 자신은, 출가자로서 숲(산)을 수행터로 택한 것이고 검
소한 생활도, 일체 생명에게 평등하게 쏟는 애정도 모두 불교 가르침의 실천이라고 하면
그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미국의 소로우가 숲 속
오두막에서 불교승려와 별반 차이가 없는 간소한 생활에다 스스로 살생을 멀리하는 자율
적 태도까지 견지했음을 생각하면 당대인들에게 얼마나 예외적인 행동으로 보였을지 그
외로움을 조금은 느끼게 된다.

3. ‘생명존중’과 대승(大乘)『법화경(法華經)』

소로우와 법정 스님의 『윌든』이나 『오두막』은 모두 스스로가 자연친화적인 검박한 생활
을 하였던 기록이고 결론이다. 그런 뜻에서 ‘청빈’은, 지구생명(즉 환경)에 대한 공감적 실
천운동이다.

자연은 무기물이 아니라 커다란 생명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지(大地)
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대지는 어머니요 생명의 뿌리인데 이 어
머니를 버릇없는 자식들이 혹사시킵니다...지구에 상처를 입힌 것은 우리
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것과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남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남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모체인 대지가 병들면 지체인 사람들도 병이 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고 각자 실천하는 것이 ‘생태계의 윤리’라고 생각
합니다....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세상 모든 것은 이어져 있습니다. 한 마음
이 청정하면 온 법계(法界)가 청정합니다. ...흙,나무, 풀, 꽃, 동물을 가까
이하고 우리 속에 있는 자연의 마음을 일깨워 자연과 함께 합시다. 이것
이 생태윤리입니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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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은 생태윤리에 대한 법정 스님의 강연문이다. 이러한 생명윤리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수반한다. 여기서 본문이 주의한 것은, 소로우와 달리 법정 스님은, 자신의
‘생명중심 사상’이 동양의 불교 가르침을 기저로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사실이다.

정찬주:(스님의 주장에는) 인간은 물론 벌레 한 마리 풀 한포기 돌멩이 하
나 등 유·무정물의 생명의 가치가 같다는 생명중심사상이 있습니다.
법정: (내 사상이) 새로울 것은 없어요. 서양이 인간 중심이라면, 동양의
불교는 생명 중심의 진리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은, 자신이 말하는 ‘생명 중심’이란, 자연보다 인간생명이 우선인 서구의
유일신적 사상과 구별된다. 자신의 주장은 불교 가르침에 있는 것이라 독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불교 경전의 어디에서 생명 존엄이란 영원불변의 진리를 찾
을 것인가. 경전을 탐색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할 것은, 생명 존엄의 범주가 ‘모든 생명’
임에, 그 열린 안목에 일치하려면 불교 중에서도 대승불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
이다.
불교사에 의하면, 2500여 년 전의 석존(釋尊) 입멸 후 수차에 걸친 경전결집이 진행되
는 속에, 대승운동이 일어난다.(기원전 1세기경)

‘대승’(大乘)이란, 위대한 탈것, 탈것은

가르침을 의미한다. 즉,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성불을 위해’ 보살도(菩薩道)를 실천하는
사상이다. 보살이란 자신만의 향상보다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이타(利他)의 정신’
을 우선시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보살은 ‘만인구제’를 서원(誓願)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실천이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인데, 이 보살도는 수행의 공덕을 개인인 자신에
게만 국한하지 않고 외부를 향해 크게 열려진 사회적 지향성에 특징이 있다.

112)

그런데 동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권’에서 예로부터 ‘제경(諸經)의 왕’으로
칭송되어온 대승경전이 있으니 바로 『법화경』(보통 妙法蓮華經을 말함)이다, 『법화경』이
민간에 크게 환영받은 것은 경문에 “일체의 생명이 모두 성불한다”는 교의가 명확히 설해
져 있기 때문이다. 본래 평등대혜(平等大慧)의 불교는, 누구에게나 부처의 생명(佛性)이라
는 최고의 생명이 내재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엄밀히 대조하면 불교의 모든 경전
이 차별 없는 성불을 설해 놓은 것은 아니었다.
“약유문법자 무일불성불” (若有聞法者 無一不成佛) 『묘법연화경· 방편품』113) ㅡ만약 법
을 듣게 된다면 성불하지 못할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법화경』의 경문에서는 이렇게 일체
생명이 차별 없이 성불한다고 선언되어 있다. 『법화경· 견보탑품』에 대지에서 용출하는 장
엄·화려한 보탑(寶塔)이 등장하는데, 그 상징하는 바 역시도 생명존엄이다. 누구나 본디

111) 법정 스님이 불교수행자로서 생태윤리에 대한 주장을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에서의 강연한 내
용.본문의 인용 출처, 정찬주 소설무소유ㅡ법정스님 이야기, 파주:열림원,2010년,286ㅡ292쪽.
112) 로케시 찬드라 ,이케다 다이사쿠 『동양철학을 말한다』,서울;중앙북스,2016년.154-155쪽.
113) 한국SGI간행 『묘법연화경병개결』, 제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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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극무상(尊極無上)한 ‘보탑’(寶塔)이라고 설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생명존엄을 지키는
행동 자체 외에 불법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도는 생명존엄을 위한 일체 행동으로
통한다.

내게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정의 인권이라 해
도 사람이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일지라도 인간이
함부로 파괴하면 그 결과는 인간을 불행하게 합니다. 자기를 위해 타인의
생명조차도 이용하는 악(惡)과는 단호히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진
수(眞髓)입니다.114)

『법화경·상불경보살품』 에 등장하는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 역시도 ‘생명존엄’을 위
해 평화적 투쟁을 전개하는 보살이다. “아심경여등,불감경만.소이자하,여등개행보살도,당득
작불.我深敬汝等,不敢輕慢. 所以者何,汝等皆行菩薩道,當得作佛.-나는 깊이 그대들을 존경
하며 감히 경멸하지 아니합니다. 그 까닭은,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道를 행하여 마땅히
作佛할 것이기 때문입니다.”115)

모두에게 예배행을 한 행동은, 의외로 생명존엄을 不信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되는 이유로 된다. 그래도 보살은 유연하게 계속
생명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여, 그 결과 육근청정(六根淸淨)이라는 ‘성불’(成佛)116)의 공덕
(功德)을 얻는다. 또한 불신하던 대중들도 불도(佛道)에 이른다. 이것이 보살도(菩薩道)의
묘(妙)이다.
“인생에는 의심 없는 행복이 오직 하나 있다. 남을 위해 사는 일이다.”라는 톨스토이의
말처럼, 이타(利他)의 실천은 타자는 물론 자신도 행복해지게 한다. 하버드대학교 도나 힉
스 박사는,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세계 사이에 존엄을 바탕으로 한 관계성을 구축하
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괴로움을 제거하고, 서로 경쟁하고 상처를 입히는 비극을 막아 평
화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117) 대승보살처럼, 모두의 생
명존엄을 위해 용기를 일으키는 그 마음에 개인도 사회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되는 길은 행복해지는 길이다....그대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된
다...사람들을 구제하는 용기있는 마음이다.”118)

114) 마에하라 마사유끼, 『이케다 다이사쿠 행동과 궤적』,서울:중앙일보사 시사미디어,2007,216-217쪽.
115)『묘법연화경병개결』,557쪽.
116) ‘성불’이란 현대어로 해석하자면, 개인이 자신의 숙명을 전환하여 무엇에도 흔들림 없는 평온한 내
면까지 구축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다시 『법화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풀이하면, 모두의 생명이 존엄
함을 믿고 그 사상을 실천에 옮겨 일생 지속하면, 그 이익이 개인의 인간혁명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 전 지구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성불의 길은 곧 행복의 길이며 이 행복의 원
리는 대승보살의 서원에 의해 자타불이(自他不二)로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117) 이케다 다이사쿠 「세계를 비추는 태양의 불법」 『법련』, 화광신문사, 2020년12월호(통권376호),59
쪽.
118) 이케다 다이사쿠 「아름다운 ‘여성의 세기’가 밝았다」 『행복의 꽃다발』 2, 서울:화광신문사, 2020
년,148ㅡ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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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맺음말

이상으로, 소로우와 법정 스님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생명존엄 사상의 문증(文證)으
로 대승경전인 『법화경』의 가르침을 탐색해 보았다. 소로우 사상과 법정과의 연관성에 더
하여 법정 스님의 사상 근저로써 대승경전인 『법화경』이 설한 ‘생명존엄’과 불경보살의 실
천으로 연결한 것은 종교와 사회를 연결하는 나름의 시도였다고 하겠다. 본문은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생명존엄’이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실천하는 용기에 인
류 문명의 새 시대를 여는 동력이 있음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뉴노멀 시
대’인 지금에야말로 불변의 가치이자 이타적 실천으로 ‘생명존엄’을 강조한 『법화경』의 지
혜를 이 시대의 삶의 방식으로 제안하면서 이 문장을 끝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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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우의 『월든』과 법정의 『무소유』, 그리고 생명존중」에 대한 토론문

천경호 / 용문상담심리대학원 대학교

Ⅰ.
2021년 한국 문학과 종교학회의 첫 학회에서 토론자로 함께 이야기 나눌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과 법정 스님의 무소유
를 통해 생명 존중에 대해 깊이 고찰해주신 박종무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
립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
해 공부해온 긍정심리 연구자이자 실천자로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Ⅱ.
문명의 발달은 인권의 발달과 그 궤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이클 셔머의 『도
덕의 궤적』과 스티븐 핑거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비롯하여 심리학의 발전 과정에
서도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서 소개된 흑인과 장애인, 성소수자와 여성
의 인권 발달의 역사와 더불어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에 대한 인류의 의식도 생물에서 무
생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
해서만 실현가능하다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등에서 시작한 환경운동과도 맥을 같
이 하고 있습니다.
『월든』을 통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신이 추구한 본질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연과 인
간의 공존이 가능함을 입증하였으며,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한 인간의 인권 의식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노예제도 폐지를 통한 사회적인 참여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기술한
대로 문명의 발달과 인권 및 환경의식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한다는 증거이자, 소로가 인류
문명의 발달을 견인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도 소로와 유사한 궤적을 걸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
는다는 무소유의 의미로서 소유욕의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만족지연
능력에 대해 스탠퍼드 대학교의 Walter Mischel과 그의 동료들(1989)의 연구와 깊은 상
관이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스

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하고, 학업이 우수한 청소년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대입 성적도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 스님이 말씀하신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
는 무소유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
각하게 됩니다.
소로와 법정 스님의 ‘생명 중심’을 모든 생명으로 확장하고, 그 관점을 대승불교에 초점
을 맞추신 박종무 교수님의 근본적인 생명존중 방식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만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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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둘째 보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명의 발달은 인권 및 환경보호 의식의 발달과 궤를 같이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
니다. 문명의 발달은 모든 인류의 인권 및 환경보호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과 상호 관련이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
야할 권리 신장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은 곧 학교 교육
의 목적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교사로서 학생이라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아이들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도와주
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Abraham Harold Maslow)
는 마지막 3년에 자신의 욕구 위계 이론에서 인지적 욕구(Cognitive needs), 심미안의 욕
구(Aesthetic needs)와 자기조월(Self-transcendence)을 추가합니다.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에 따르면 자기실현은 자기 초월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초월이란 타인의 자기실현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 개
개인의 자기실현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살도와 유사하며 자기실
현은 곧 만인성불과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박종무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이타적 실천을 통한 생명존엄의 실현과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초월을 통한 자기실현
은 결국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지점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첫째, 과연 모든 사람이 소로나
법정스님과 같은 청빈한 삶이 가능한가입니다.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 핵심 이데
올로기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
고, 더 나은 삶이란 Hedonic한 삶과 Eudaimonic한 삶의 균형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누
구나 새 것을 좋아한다는 본능과 그럼에도 불필요하다면 사지 않을 수 있는 이성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로와 법정스님의 삶을 존중하지만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삼독(貪瞋癡三毒)’의 경우 무엇을 탐하고, 무엇에 분노하
느냐가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
들고 싶다는 탐욕과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들에 대한 분노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Ⅲ.
이상으로 제 부족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훌륭한 자료를 바탕으로 깊은
고찰을 나누어 주신 박종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부족함이 많은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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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스 워튼의 『버너 시스터즈』에 나타난 여성 혐오에 대한 연구
정신희 / 한남대학교

I

우리가 인터넷으로 혐오를 검색하면 그것의 연관어가 ‘여성혐오, 자기혐오, 증오, 혐오
표현 등’임을 알 수 있다. 혐오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의 의미로 ‘미워하고 꺼림’으로 정의
되며, 영어로는 ‘hated, disgust ...’등으로 명시되어있다. 혐오는 남에 대한 감정뿐만 아
니라 자신에 대한 ‘자기혐오’도 있다. 최근 들어 우리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이 타인에 대한 혐오로 무작위적 살해 및 상해에 대한 뉴스를 빈번하게 접한다. 가해자는
남성들이 그리고 피해자는 여성들이 월등하다. 또한, 피해자 중 성별에 상관없이 노인들이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가해자들은 힘이 약한 자들을 범죄대상으로 삼았다.
혐오대상에 대한 이유는 다양하다. 그것은 난민, 이민자, 여성, 외모, 동성애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타인이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분노의 외적 표출이다. 그 표출의
방법은 혐오 발언과 혐오 대상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이다. 자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
만을 인정하고 다름을 거부함으로써 혐오감은 짙어져 결국 외적으로 강하게 표출된다. 또
한, 혐오는 문화의 이해에 대한 불이행의 표본이며, 이는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에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치관은 “모든 문화의 요소들 중의 하나인데, 문화적 가치관을
놀할 때 핵심어는 ‘가이드라인’”이다. 즉, “가치관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
정하게 도와준다”(Samovar & Porter 44). 이는 문학작품을 비롯하여 예술작품에서 시사
된다. 이에 본 발표는 미국 작가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의 초기 작품인 『버너 시스
터즈』(Bunner Sisters)에 나타난 혐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혐오에 대한 표출방법으로서 혐오하는 대상에 대한 상해 및 발언이 있다. 미국의 철학
자이자 젠더 이론가인 버틀러(Judith Butler)는 “혐오 발언의 화자가 그 혹은 그녀가 전달
하는 종속적인 메시지를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한, 그 화자는 그 혹은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주권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즉 말하는 것을 즉시 행하는
것으로 비유 된다”(157)고 언급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고유 권력이 시민들에게로 위임되
며, 국가는 주권 권력의 상징물로 되살아난 다른 시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
리가 의지하게 되는 중립적인 도구로서 재출현한다(159)고 주장한다. 혐오 발언은 “일종의
행함이나 행동인 말하기일 수 있긴 하지만, 그곳은 또한 우리에게 이런 행함을 권위적으
로 설명해 주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만 그처럼 확립”될 수 있다. 그 언어 행위는 항상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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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떨어져서 전달되는데, 즉 스스로 수행적인 권력을 갖는 언어 행위 이론을 통해서 전
달”(183)된다.

우리는 정체성과 욕망에 대한 동성애자의 발언 속에서, 섹슈얼리티와 성적
이고 육체적인 유동체에 대한 시각적 표현 속에서, 성적 수치심과 인종차별적
인 비하의 권력을 반복하고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각적인 노력들 속에서 혐오
발언을 발견함으로써, 국가가 혐오 발언을 시작했다.
언어가 일종의 행위라는 것이 언어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을 필
연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언어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드러내거
나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언어가 자신을 말한다는 것을, 어쨌든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Butler 194)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이리가레(Luce Irigaray)는 “부성언어는 최초의 육체라 할 어머니
를 희생시킴으로써 남성장르를 특권화”(43)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상징질서를 확립하는 과
정에 타자 여성이 매장된다는 점에서 언어는 그 생성부터 악을 내포하는데, 그 언어는 랑
그, 즉 부성 언어로서 어머니와 일체감을 이루던 단계를 망각한 언어, 언어-덩어리
(language-body)이다(신경원 138). 이는 문학작품『버너 시스터즈』에서 엘리자(Eliza)는
여동생 애블리나(Evelina)가 래미 씨(Mr. Ramy)와 결혼한 후 “애블리나에게서 점점 침묵
의 미스터리를 느끼며 두려움을 느낀다”(after another was swallowed up in the
mystery of Evelina's protracted silence...”119)그리고 엘리자는 이미 애블리나가 병들
었을 거라고 짐작하지만 그녀를 간호할 사람은 누구도 없고, 래미 씨의 가게는 먼지가 쌓
여 있는 것을 회상하며 집안의 무질서는 애블리나가 병이 들었을 거라는 가슴 아픈 상상
과 어우지는”(Ann Eliza recalled the layer of dust in Mr. Ramy's shop, and
pictures of domestic disorder mingled with more poignant vision of her sister's
illness)(68)는 장면에서 시사된다. 혐오는 신체적·정신적 가해하는 방법 외 예술작품에 표
현되기도 한다.

여성혐오주의자로 알려진 드가는 정말 여성을 혐오한 걸까? 성기능 장애
때문에 관음증적 시선으로 여자를 그렸다는 설은 타당할까? 이전의 다른 남성
화가들이 포르노적으로 묘사하던 요염한 여성들과 달리, 드가의 화폭 속 무용
수들은 근육이 끊어지고 발가락에서 피가 나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일하는 소
녀들이다. 비록 드가가 여성을 ‘사랑’하지 않았고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의 그림에서 오직 여성혐오만 발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스
는 말한다. 주의 깊은 관찰자였으며 색과 형태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진지한
예술가의 면모에도 집중하자는 것이다.120)
119) Wharton, Edith. Burnner Sisters. New York: Akasha Classic Series, 2008, p. 68. 앞으로 본 텍스
트를
인용할 시 페이지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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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은 프랑스 화가 에드가 드가(Edgar De Gas)의 작품에 나타난 혐오를 추측
하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다. 니체의 소유 욕구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만족을 위해 다시 새로운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 안으
로 계속 넣음으로써 유지해 나가려 하는데, 바로 그것이 소유이다. 어떤 소유
물에 싫증낸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싫증내는 일이다. 과잉 상태를 고통으로
느낄 경우 버리거나 나눠주고자 하는 욕구도 “사랑”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지닐 수 있다. 누군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를 소유하기 위한 기
회로 이용한다. (GS 14; 신경원 140 재인용)

위 인용문에서 볼 때, 여성주체는 남성의 복종의 존재로 유지됨을 시사한다. 엘리자는
여동생 애블리나의 연락이 두절되자 래미 씨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그가 전 근무지에서 해
고된 사실을 알게 된다. “아마도 제가 당신에게 그 사실을 말해 야겠어요.

그 사람은 약

물복용으로 해고 되었어요”(“Perhaps I'd better tell you the truth. He was
discharged for drug-taking.")(81). 래미 씨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아내 애블리나로부터
금전적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다. 이에 애블리나는 남편 래미 씨를 떠
나 언니 엘리자에게 돌아오지만 결국 사망한다. 이는 래미 씨가 아내 애블리나를 혐오하
며 복종을 강요하고 외도에 이르면서 애블리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Ⅲ

혐오는 갑작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과 구성공동체의 경계를 구성하고 이를 안전
하게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로 필수적인, 역사를 가지고”있다. 실질적으로 혐오의 대상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문화적·사회적으로 위험한 것· 불쾌한 것·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로 여
겨지는 것들”(손희정 18, 36)이다. 혐오는 개인이 주체로 거듭나고 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요청되는 근본적인 정동이다. 혐오는 우리에게 새롭거나 낯선 감정은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사회적·집단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정동(손희정 34-5)이 된다. 이 문화적 가
치관의 차이에 따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이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른 행동을 보
이고 다른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덧붙여서 문화는 한 세대에
서 다름 세대로 전해지는 공유되고 학습된 행위이다(Samovar & Porter 44-5). 니체는
“타자를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만들려하면서도 니체 자신은 ‘생성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데, 그는 “변화와 생성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이 특성들을 전유”
하였다. 그는 “탐욕과 사랑은 두 종류의 다른 감정 같지만 실제로는 두 단어 모두 동일한
120) 이주현. “드가는 정말 여성을 혐오한 걸까.” 한겨레신문. Web. Oct. 4, 2019. 일부 발췌한 것임.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119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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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에 대한 용어라고 주장”(신경원 139)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버너 시스터즈』의 엘리자와 애블리나는 사회적·문화적 틀 속에서 혐
오의 대상으로 희생당한다. 엘리자는 여동생 애블리나의 남편 래미 씨의 사업자금으로 자
신의 재산을 내 주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직을 위해 구직광고가 붙여있는 가
게를 전전한다. 하지만, 그녀의 외모에 대한 비평은 그녀를 좌절로 내몰 뿐이다. 여동생
애블리나는 독일계 남편과 결혼 후 남편의 약물중독과 폭행행사로 비참한 결혼생활을 끝
으로 생을 마감하는데 이는 여성은 남성의 복종의 대상으로 보는 여성 혐오로 간주된다.
이디스 워튼은 뉴욕 상류층의 출신으로 그녀의 자서전 『회상』(A backward Glance)에
서 어린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녀가 바라본 세상은 뉴욕의 화려함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버너 시스터즈』의 변두리 인생들의 삶을 소재로 소설을 집필함이 의아하다. 하지
만 당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뉴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삶은 오래 터전을 지켜온 토박이들의 혐오 대상으로 전락되어 결국 그들을 변두리로 내몰
았음을 밝히고 있다. 21세기인 현재에도 혐오는 여전히 빈번히 논쟁되어오고 있으며, 언
어 또는 행동으로 타자를 파괴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올바른 교육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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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켈수스의 팬데믹 치료법
차영선

I. 서론

현재 우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올 새로운 변화와 그 추이에 주목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디지털화 등의 결과로 인한 뉴노멀(New normal)에 직면하며 적응하고자한다. '뉴
노멀'의 우리말 어구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한다. ‘새
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하는 '새 기준, 새 일상'으로 재출발하면서 활기나 기력
을 되찾는다는 리부팅이란 말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원인을 다각도에서 살펴보면서
근원적 발생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바이러스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온난화, 인구밀
도 증가, 야생동물서식지 침입, 생태계파괴, 교통·통신의 발달, 세계화문제, 위생 및 면역
문제 등 단순지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종교와 문학 학회에서 이 문제는 필히 다뤄져야할 큰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우선 인류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했던 시기는 유럽의 중세이다. 당시 유럽
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경작지가 확대됨에 따라, 인구가 대폭 증가했다. 이 시기의 기후 상
승은, 팬데믹이 기후변화가 극심한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WTO에 따르면 “평균 기온
1C 오르면서 감염병이 4.7% 늘어나는” 시기였다(YTN 사이언스). 따라서 당시에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감염확산 되었을 가능성이 켰을 것이다. 특히 14세
기 초 유럽의 기후는 중세 온난기 이후 갑작스럽게 “소빙하기의 불안정한 기후로 인해 흉
년이 계속되고 기아와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은 유럽의 암울한 시대”(오성남 83)가 도래한
다. 특히 1314년에서 17년까지 지속되는 기근으로 전 유럽에서는 식량이 부족해 곡물가격
폭등의 여파로 식량수급이 부족해지면서 수백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아울
러, 이 시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거나 아사(餓死)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
람들의 면역기능이 떨어져있던 상태이다. 1347년까지 대략 20회 정도 지역별로 기근이
발생하면서 이미 수십 년간 식량부족으로 인한 기아 및 영양결핍과 질병이 만연된 상태였
다. 또 새로운 질병으로 매우 취약해진 상태이기도 했다. 1347년에는 킵차크 칸국의 몽골
군대가 흑해의 크림 반도에 있는 제노바의 식민도시 가파를 침공 했을 때 흑사병은 더욱
치명적인 상태가 되었다. 가장 큰 공포스런 최초의 흑사병 시기인 이때의 전염병확산이후
부터 시작하여 계속 재발하여 “1700년대까지 100여 차례의 흑사병 발생이 전 유럽을 휩
쓸었다”(Cohn).
14세기에는

유럽인들이

흑사병이라는

이름보다는

오늘날과

같이

역병(팬데믹

pandemic)이라고 전염병을 표현했다. 흑사병이란 말이 생긴 것은 그로부터 약 2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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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후 사람들이 과거를 반추하면서 처음 사용한다. 본문에서는 팬데믹 시대에 존재했던
역사상 가장 공헌한 바가 컸던 역병의사 파라켈수스와 노스트라다무스를 다루면서 그들이
당시 어떻게 팬데믹 퇴치를 위해 맹활약했는지 살펴보겠다.

II. 광물과 화학요법

약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라켈수스(라틴어: Paracelsus, 1493-1541)는 어려서부
터 아버지의 영향아래 의약을 익히며 연금술도 익혔다(Goodrick-Clarke). 이런 그의 경험
은 광물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키면서, 당시에 아무도 시도해 보지 못한 광물과 화학 물질
로 병을 낫게 해주는 치료제를 발명하게 한다.
당시 의학은 몸의 조화, 즉 균형이 깨지면 그 틈새로 온갖 질병이 들어온다는, 내적 질
병의 원인만을 강조하는 시대였다(George 368). 하지만 파라켈수스는 공기나 음식물, 광
물과 같은 외부물질의 침투로 질병이 발생하므로,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화학약
품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Grell 229). 따라서 그는 구체적인 치유법과 치유제를 제시
하는데(Henry E 131). 일례로 그는 매독 치료에 수은을 사용하면서 유창목(guaiac)나무는
매독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당시의 통념을 깬다(Thierry, L. & Céile, R. 410)
또 수은은 물론 안티몬 제제를 비롯해서 납, 아르센, 구리 및 철 제제가 그의 치료제로
사용된다. 특히 안티몬은 파라켈수스에게 있어 페스트 치료제의 특효약이 된다(Stillman
112). 이처럼 여태껏 아무도 생각지 못하던 다양한 광물질을 치료제로 접목하면서 인류가
질병치료를 위해 약초요법에서 화학요법으로 접어들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당시 유행처럼 번지면서 수많은 이들이 연금술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사회풍습과 종교
탄압으로 장벽에 부딪힌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뜻을 펼친 연금술
사이자 정령소환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파라켈수스이다. 파라켈수스는 유년기부터 아버지
의 영향아래 의약과 종교, 연금술에 눈이 뜬다. 또 여행 도중 일명 치유마법사라고 하는
연금술사를 만나면서 예전에 어린시절 배웠던 연금술을 다시 연마하며 의학과 연금술을
병행한다. 이처럼 의료인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면서, 그는 자신의 저서 파라그라
눔(Paragranum)에서 “의학의 네 가지 기둥인 철학, 천문학(점성술), 연금술, 덕목”을 피력
한다(Thierry, L. & Céile, R. 408).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기, 물, 불, 흙 네가지 원소는 파라켈수스에 의해 황, 수은, 소금
으로 병치된다. 그런데 그는 이런 원소들이 인간에게도 존재하기에, 연금술처럼 인간의 질
병도 정화시키면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Jacobi 88). 따라서 구리나 납 등을 금으로
만들어 준다는 ‘현자의 돌’ 은 그에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엘릭서(현자의 돌, 만병통치
약(L’ELIXIR)이다. 다시 말해 당시 연금술은 값싼 금속으로 금을 만들거나 영생의 묘약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이범 5-6). 그러나 파라켈수스는 연금술의 목적이 광물질의 사용으
로 질병치료제나 치료술을 얻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연금술에 신비주의와 자신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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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함으로써. 의학계의 마르틴 루터, 근대 의학의 선구자 또는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얻는다. 따라서 의사이자 연금술사로서 “파라켈수스가 당대에 최고의 연금술사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연금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기 때문이다. 다른 연금술사들이 금을
찾아 헤맬 때 파라켈수스는 환자를 위한 ‘약’을 만들었다.”(Partington 123)
연금술이 신의 기술로 짜인 세계를 돌아보는 가장 수준높은 학문으로 여겨지는 파라켈
수스에게, 연금술의 근본은 4대 원소지만, 여기에 그의 신의 대한 믿음이 추가되면서 제
5 원소(다섯 번째 원소)는 신의 능력이다(Jacobi 211). 그래서 정령 소환술과 엘릭서(현자
의 돌Philosophers' Stone)를 통해 인간의 생명을 치료하고 호문클루스를 창조하며, 궁
극의 치유제인 아르카나(arcane 비약(秘藥))를 만들어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환자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보는 “의학과 연금술과의 긴밀한 관계”를 역설하면서(Jacobi 135) 그는
획기적 의학치료부터 정령의 체계, “기도로 5원소인 초자연성을 불러내 계속 주입해서 완
성되는 빨간 물질이 되는, 엘릭서를 완성”한다(emnrose). 무엇보다도 그가 제5원소가 추
가되는 '현자의 돌'을 창조하기 위해, '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다.
“치유 기술은 의사가 아니라 자연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의사는 열린 마음으로 자연
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파라켈수스- 실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는 신의 선
함과 영감이 필요하다고 믿었다.”(Thierry, L. & Céile, R. 408)
이처럼 지상과 천상을 잇는 신플라톤주의의 저자 플로티누스의 후계자(Trevor-Roper
165)가 되는 파라켈수스에게,
“현자의 돌은 붉은색의 손바닥만한 타원형의 물질로 그걸 환자 몸에 대해 갖다 되도
몸이 낳았고 그 돌에서 나온 액체를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정신을 차렸다고 한다. 또
정령을 소환하려면, 우선 고기, 술, 담배를 끊고 우주 의학을 통해 인간의 감각기관을 정
화해야 한다.”(연금술사)
유황과 수은 두 물질을 합성하면 어떤 금속이든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가 생각한 것
은 “금속이 수은과 황의 두 가지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는 점이다(Mark Young). 훗날,
파라켈수스는 인간의 몸도 유황과 수은으로 이루어졌으니 여기에 고체성분인 소금을 배합
해서 삼원소가 된다면 인간의 질병도 고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Stillman 108).

III. 약초요법

그는 항상 환자요으로 아르카나를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아르카나(arcana)란 액상비
약(液狀秘藥)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가 물질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몸 속에 있는
정령의 힘을 조정하고 병을 치료했다.
그중에서도 기묘한 약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발삼(Balsam)이다. 발삼은 '체내 액체 상
태의 소금'이며, 이집트에서 발굴된 ‘미라의 파편’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발삼은 ‘소금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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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의 도움으로 사체를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었다. 파라켈수스는 특히 중병 환자
를 현자의 돌을 사용해 치료했다. 발삼은 “근육을 풀어 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
는데 ‘나무 진’이라고도 명명한다. 그래서 파라켈수스가 약으로 부른 아르카나는 정령인
아르케우스에게 명령하여 정상적 생리작용을 회복시킴으로써(Thierry, L. & Céile, R.
410)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적 화학적 실체를 지배하는 생기력(生氣論 vitalism)을 회복시
킨다. 파라켈수스는 또 멜리사 (레몬밤Melissa, Beebalm)을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의 비약
(Elixir of Life)이라고도 칭했다. 이븐 시나(Avicenna 아비센나 980-1037)는 항산화, 항염
증, 항통증, 불안과 스트레스 치료에 멜리사를 사용했다고 한다(Zarel, Ali). 파라켈수스는
‘심장 진정효과가 뛰어난 멜리사 오일을 불로장생약’이라 칭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파라켈수스의 아르카나 만큼 사람들의 입에 올랐던, 14-15세기에
유행하던 “4명의 도둑이란 약초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당시에는 역병 퇴치를 위
해,
“(모닥불처럼 피어오르는) 큰 향로불이 전염병 예방과 치료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했
고...몰약, 로즈마리, 알로에, 소나무, 월계수 잎, 향나무 등이 타오르는 향불 위에 놓여진
것들은 다 읽고 버릴 우편물들이었다. 유황, 소독용 석회가루, 담배, 식초 또한 훌륭한 소
독제였던 것 같다. 살균력이 강한 백 식초, 쑥, 주니퍼베리, 마조람(Marjoram), 샐비어
(sage약용향료용 허브), 정향봉오리, 로즈마리, 장뇌(樟腦 Camphor)같은 약초 이외에, 사
람은 "네 도둑의 식초"가 배어든 스폰지 마스크를 쓰고 입을 가려야했다”.(LUCENET M.)
이왕 말이 나왔으니 우리에게 생소한 ‘네 도둑의 식초’에 대해 알아본다면,

네 도둑의 식

초 발명의 전설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역병에 전염되지 않으며 시체를 훔치는 4명의
도둑의 식초비법이었다. 그들은 페스트 환자들의 집을 약탈하려고 환자 집에 침투하기 직
전에 자신들의 비법으로 만든 식초를 온 몸에 뿌리고 발라주었다. 또는 얼굴과 손에도 식
초를 비벼서 발랐고 식초를 태우거나 병에 넣어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보통 도둑들이 붙
잡히면 화형에 처했지만, 이들은 귀중한 방역비법을 대중에 전수한 만큼 그 대가로 참수
형에 처해졌다.
약초제로 말하자면 또, 파라켈수스와 동시대인인 노스트라다무스를 지나칠 수 없다. 그
는 파라켈수스만큼 역병의사로 이름을 떨치고 황자용약초제도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었던
인물이다. 더욱이 고대 로마의 의료 및 의학체계와 파라켈수스의 의학에 매료되어 치료처
방도

파라켈수스와

흡사한

흑사병

의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스트라다무스

(Nostradamus, 1503-1566)이다. 그는 파라켈수스와 마찬가지로 1500년동안 의학계의 정
설인 사혈을 금하며 혈액순환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흑사병이 돌때마다 신비한 약제를 몸
에 소지하며 전염병환자를 치유하는 이적을 보여주었는데 그 효과가 탁월했다. 장미꽃, 초
록 실측백나무의 톱밥, 정향, 창포 기름, 목질의 알로에 등으로 혼합한 순 자연산 생약을
만들었는데 특히 성분 중에 창포는 ‘질병을 쫓는 데 사용’하는 약제이다(한국민속대백과사
전) ‘창포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나쁜 병이 접근하지 못하는’(Ibid)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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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n Vedic) 경구용 장미알약으로 특히 사람 몸을 알칼리성이 되게 했고 면역력을 키
워주었다. 더욱이 노스트라다무스는 장미환약을 삼키지 말고 오랫동안 천천히 입 속에 녹
여먹으라고 권했는데 이는 “농축된 장미와 창포 기름이 내뿜는 강한 냄새”로 흑사병의 중
간 숙주인 “쥐벼룩을 접근 못하게 하는 비법이었다”(이종호). 당시에는 전염병의 원인인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개념은 없었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쥐벼룩이 병
의 감염매개체라는 점을 발견하고는 ‘중간숙주인 쥐’를 퇴치하도록 “쥐를 모두 불태워 죽
게 했다. 또 도랑에 알콜을 뿌리거나 끓는 물로 소독하게도 했다”(Ibid). 흑사병은 파스퇴
르가 19세기가 끝날 무렵에야 “페스트균을 발견해낸데 이어서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발생원인이 확인됨에 따라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진 질병이다”(이광우). 그러나 노스트라다
무스가 치명적인 페스트에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역병퇴치에 전력투구한 것은(Carlstedt
26) 그가 작성한 글 중에 '신은 모든 것 위에(God over everything= Dieu sur tout)'라
는 그의 말이 그의 행적을 뒷받침하며 그가 신을 절대 우위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
고 있다(Crouzet 3).
*
14-15세기에 유행하던 “4명의 도둑이란 약초제”와 또 16세기 노스트라다무스의 장미
환약에 이어서, 이제 다시 파라켈수스에 관한 화두로 돌아오자.
파라켈수스는 약초제인 아르카나는 물론, 다양한 광물질을 합성해서 만든 화학약품으
로는 페스트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체내에 축적된 납은 종양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약을 가지고 의사들이 절단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했던 큰 출판업자의 발
을 거뜬히 치료하여 유명해졌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파라켈수스를 만나기 위해 오래
기다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 파라켈수스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처음 보는 약을
주었는데 모두 직접 계발하고 실험으로부터 얻은 것이었다. 그의 추종자들도 도시에 페스
트가 창궐할 때 도망치는 의사들과는 달리 파라켈수스가 다양한 광물질을 합성하여 만든
화학적 약품들을 들고 환자들을 찾아다녔다. 파라켈수스의 명성에 비례해서 그에 대한 비
난도 거세지자 그는 이러한 박해가운데서는 더는 한곳에 정착할 수 없게 된 파라켈수스는
방랑의 고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객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가는
곳마다 아픈 전염병 환자들을 무상으로, 거저 치료해 주었기에 그의 명성은 나날이 자자
해졌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염병퇴치를 위한 치유제로 약초 및 광물의 화학치료제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이제 영육간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영육의 치유자 파라켈수스가 어떻게 마음의
병을 안고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전염병과 관련시켜
설명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IV. 자연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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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켈수스는 전염병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페스트에 대한 공포가 페스트를 낳는
다”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쏟아냈다(김학이 294-5).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 원
인이라는 파라켈수스의 주장은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서로간에 쉽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정적 감정도 전염되는데, 더 치명적인 것
은 전염병에 대한 면역기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미움, 분
노,

긴장감

같은

부정적

감정은

일군의 화학물질을

지칭하는

'신경전달물질

(neurotransmitters)'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하며 호르몬 문제로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또한 혈당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동일한 맥락에
서 전쟁이나 역병 또한 증오, 미움,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한
다.
일례로, 병리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른 청결 습관에 힘입어 흑사병시기에도 무
사히 살아남았는데, 이들이 역병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지면서 유대인 혐오는
극에 달했다. 과연 유태인은 왜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에게 청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정결함을 보존하려는 그들의 정결예식
(mikveh)에는 눈에 보이는 청결함이 눈에 안 보이는 성결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있다.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인 정화를 위한’ 정결의식 중 정기적인 목욕의 목적은 위생뿐
아니라 내적 마음상태의 정화에 역점을 두면서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려하는데 있다
(Nizard). 부정적 정서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차단을 하는 일만큼
이나 중요하다는 파라켈수스의 주장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모여
집단의식이 형성되면서 정치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을 형성할 뿐 아니라 의학적, 생리적인
현실로까지 나타난다는 게 파라켈수스의 정설이다(Michel).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되지만
상상력으로 인한 전염은 사람들을 질병에 시달리게 하고 자연도 병들게 한다는 것이, 한
결같은 파라켈수스 이론의 원리다(Siegerist 58). 분명 파라켈수스 이론에 따라 살펴보면
큰 전쟁(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 시대나 무역 전쟁 등)이 끝난 뒤에는 역병이 찾아왔다.
이런 관점에서 자연치유를 최초로 도입한 히포크라테스는 라틴어로 인간 안의 자연치유력
(vis medicatrix naturae)을 설파하며, “자연은 스스로 낫는 힘이 있다(Vis medicatrix
naturae = healing power of nature)”며, 의사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신체의 자
연치유력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을 스스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며 자연요
법(Naturopathy)을 강조했다. “파라켈수스 역시 전염병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하루에
22),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삶의 태도와 식습관을 근본
적으로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특히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 관점에서 마음을 다루는 자연요법으로 파라켈수스가 제시하는 연금술은 가공할
만한 업적을 남기는데 여기에 그가 만든 현자의 돌의 최종적인 근본은 그의 신앙심에 기
초한다(Ball 118).
“의사는 자연을 통해 인간에게 속하지 않고, 자연을 통해 단지 신에게 속할 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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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사는 자연을 통해 신의 도구이고, 그래야 용한 의사입니다. (거기에 새로움이 있
죠), 또 열린 마음과 큰 상식을 갖추어야 한다. 의사는 인간이니까요.”(Thierry, L. &
Céile, R. 408)
영육을 치유하려는 파라켈수스의 자연요법의 연금술은 18세기의 메스머에게 전달되는
데, 이는 육체뿐 아니라 마음도 치유하는 연금술이었다. 이렇게해서 영육간의 치유에 대한
서양의학의 시조 히포크라테스와, 근대의학의 시조 파라켈수스의 관점은 일맥상통한다
(Jacobi 142). 중세 의학자이자 자연요법의 아버지인 파라켈수스가 얼마나 종교와 의학의
교량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과학적 사고와 비
과학적 사고는 단순히 상치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두 관계는 한데 얽혀서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하면서, 자연치유는 고대와 중세를 아우르며 오늘날 현대
자연의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본문에서 다룬 흑사병은 중세시대에 한창 기근때에 사람들이 굶주림가운데 살다가, 전
쟁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기아에 허덕이면서 바이러스 균이 전파되어, 전염병이 급속도로
번지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굶주림에 허덕이는 기근과 전쟁 시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전
염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중세시대처럼 기아에 허덕이지도 않고
또 눈에 보이는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닌데 전염병이 돌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통
합되어 생긴 문제지만, 무엇보다 면역체계에 비상이 걸려있다는 점을 들추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두 역병의사의 활약과 함께 우선적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급선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V. 결론

히포크라테스에 의하면 우리 몸 안에는 일당백의 면역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힘을 못 쓰는 것은 우리 면역력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럼
에도 그동안 코로나에 시달리면서 우리 면역력도 증가됐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본문에서
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부분 또, 최 전방에 놓여있어 가장 일차적인 문제이자 대인
도 될 수 있는, 면역력향상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 과거를 보면 현재
가 보인다는 옛 선현의 말처럼, 본문에서 다뤄진 역병 의사들이 존재한, 14-15세기에 그
들이 어떻게 전염병 퇴치를 위해 힘썼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파라켈수스의 연금술과 자연
요법, 노스트라다무스의 장미 환약이 어떻게 우리 몸의 알카리성 수소 이온 농도지수(pH)
를 맞추어줄 수 있는지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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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켈수스의 팬데믹 치료법」에 대한 토론문
김민아 / 서울대

먼저 발표문을 흥미롭게 읽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영선 선생님께서 발표하
신 영역은 제게 아주 생소한 분야여서 발표문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보를 습득
할 수 있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점성술가나 예언가이기도 하지만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후 약사, 의사로 활동했다는 것을 비롯하여 파라켈수스가 의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이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것들입니다.
먼저 발표문의 논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선 선생님께서 현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노스트라다무스와 파라켈수스를 살펴본 이유는 이 두 인물이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 그 예방과 치료를 위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흑사병으로 가족을
잃은 노스트라다무스는 감염 예방의 획기적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감염된 시체를 없애
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로즈힙으로 만든 액을 마시도록 조언한 것이 그것입니다. 16
세기 의학에서 혁명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는 파라켈수스의 업적은 1) 의학 치료제에
기존의 식물요법에서 벗어나 광물요법을 도입하고 2) 신체 내 체액들의 조화가 깨져 병이
생긴다는 전통적인 질병 관념에서 벗어나 질병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은 후 병의 원인을
제거할 특정 성분의 추출과 분리를 지향한 것입니다. 아울러 파라켈수스는 정서적 측면과
병의 상관관계를 지적하였습니다. 3) 부정적인 정서가 병의 원인과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약술한 것처럼 파라켈수스의 의학에는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성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연금술과 점성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은 한편으로 비과학적이고 매우 신비적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마도 파라켈수스가 중세와 근대의 사이에 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산
인물이어서 그런 듯도 합니다. 오전 기조 강연에서 유명순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에서 의학(과학)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약도, 치료제도 아직 없으니 효과가 있으면
일단 받아들이자는 ‘불확실성’의 논리가 지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차
영선 선생님께서는 파라켈수스의 의학이 ‘신앙심’(확실성의 신앙?)에 기초해 있다고 언급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신의 개입, 신의 능력에 대
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또한 차영선 선생님께서는 오늘날의 팬데믹 상황의 원인을 면역체계의 이상에서 찾고 있
는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옳게 이해한 것이 맞는지 - 만약 그렇다면 면역체계에 문제
가 생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마지막으로 파라켈수스의 팬데믹 치료의 예가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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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여성 작가들이 보는 낙태: 박완서(1931-2011), 공지영(b. 1963), 소노
아야코(曽野綾子, b. 1931)를 중심으로
양혜원 / 이화여대

I. 들어가는 말

“죄의식 없는 낙태를 나는 반대하지만 죄의식 과잉으로 한 인간을 평생 떨게 만드는
일에도 나는 반대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여자들의 인권이
나 사회 제도적 불평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출간한 『있잖아…나,
낙태했어』(2013: 8)에서 인용한 공지영의 글이다(원출처 『수도원 기행』 93). 인용은 여기
에서 마치지만 사실 그 뒤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생명을 죽이는 일은 죄라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누구와 누구의 생명이 그 삶의 과정과 함께 어떻게 지켜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나
는 아직도 그 답을 모른다.” 낙태와 관련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여성으로서 자신이 경
험하는 현실 사이에서 아직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가 말하는 “그 사이에
공간”은 이처럼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을 뜻하는지
도 모른다. 이는 1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25명의 여성들의 낙태 경험담에서도 확인된
다 (한국여성민우회, 2013). 여성의 권리 입장에 섰던 사람도 막상 자신이 낙태를 하게 되
니 생명론이 떠오르고, 생명론 교육을 받은 사람도 결국 낙태를 택한다. 그리고 모두가 자
기 나름의 고통의 무게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이처럼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되는 인간의 상황을, 낙태는 살인이라고 가
르치는 종교를 믿는 가톨릭 여성 작가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마련
하는 성찰의 ‘공간’을 이해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가톨릭 신앙을 표방
하고 작품 활동을 해온 박완서와 공지영 그리고 소노 아야코(曽野綾子)의 작품을 살펴보
고자 한다. 박완서는 1980년에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이라는 단편을 통해 낙태 문제를,
1993년에 「꿈꾸는 인큐베이터」를 통해 성감별 낙태 문제를 다루었다. 공지영의 경우 직접
낙태를 주제로 다룬 소설은 없으나『착한 여자』 (1997)에서 낙태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낙태를 거부하고 대안 가족을 꾸리는 여성을 다루었다. 낙태는 하나의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엄마가 되고 싶은지 혹은 되고 싶지 않은지와 연관해서 내
려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성 그리고 가족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다.따라서 공지영이 『착
한 여자』에서 제시하는 대안적 사회도 충분히 낙태 문제와 연관해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노 아야코의 『신의 더러워진 손』(神の汚れた手, 1979)은 성서에서 얻은 “소
설의 씨앗”(小説の種)이라고 본인이 꼽는 소설 중 하나로서 산부인과 병원을 배경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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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016: 104, 108).
이 세 명의 여성 작가들은 연령대도 국적도 다르지만 모두 가톨릭 신자로서 종교적 가
르침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를 표방하면서 작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비교의
범주가 성립한다. 지금까지 종교적인 관점에서 박완서와 공지영의 작품이 함께 다루어진
적이 없고,또한 일본 작가인 소노 아야코가 함께 다루어진 적은 더욱 없다. 따라서 이 연
구는 낙태에 대한 권리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흔히 그려지는 가톨릭교의 여성
작가들의 관점을 보여줌으로써 공지영이 말했던 “그 사이에 공간”의 모습은 어떠한지 가
늠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가 되리라 본다.

II. 연구 배경 및 방법

아야코 카노(Ayako Kano)(2016)는 일본의 여성 운동 연구에서 재생산 논쟁에 대해
다루면서 소설에서 근현대 일본의 재생산을 이해하려 한다면 다소 왜곡된 그림을 얻을 것
이라고 하면서도, “문학은 재생산 담론의 일부인 동시에 그 논쟁에 참여하고, 역으로 그
어떤 ‘실재’의 관점도 어떤 식으로든 해석에 열린 서사가 아닌 것은 없다”고 지적한다
(64). 그러면서 그는 낙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되고 갈등의 집합소가
되며, 동시에 사회에서 낙태를 중립적인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학적 묘사의 가능
성을 풍부하게 제공한다고 덧붙인다 (64). 소설과 현실이 이처럼 맞닿아 있는 모습은 버지
니아 울프가 픽션에 대해서 “네 개의 모서리 전부가 삶에 아주 살짝 그러나 여전히 붙어
있는 거미줄과 같다”고 한 말을 연상시킨다 (1929, 35). 얼핏 보면 거미줄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당기거나 찢어보면 실상 그 거미줄은 “건강과 돈과 우리가 사는
집처럼 매우 물질적인 것에 붙어 있음”을 알게 된다 (35). 따라서 낙태를 다루는 소설 또
한 그렇게 매우 물리적인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 소설의 경우 작품과 담론 사이에 약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서구 사회의 경우 낙태는 처음부터 페미니즘 운동의 주요 의제였지만,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낙태를 본격적인 의제로 택한 것은 2009년 무렵이다 (전윤정, 2020; 김정혜,
2019; 양현아, 2010). 반면에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소설들은 1980~1990년대에 출
판된 것으로서, “낙태가 불법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던(이유림, 2018: 41) 시기에
나온 소설들이다. 그렇다면 박완서와 공지영이 특별히 종교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소설을
통해 무분별한 낙태 행위를 고발하고자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소설은 페미니즘 소설의 범주에서 다루어진다 (김미경, 2010; 김경희, 2009; 고미숙,
1997; 정영자, 2001). 그 이유는 낙태의 경험은 있으나 “그것을 재현할 상징적 질서”가
없던(양현아, 2006: 18) 때에 그 주제를 소설로 다루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낙태를 둘
러싼 사회적 담론이 부재하던 때에 행위 주체로서 여성의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낙태
를 다루었기 때문에 페미니즘 소설로 분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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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소설들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소설로 보기에는 힘든 면이 있다. 예
를 들어, 박완서의 「꿈꾸는 인큐베이터」의 경우 김경희(2009)는 페미니즘 소설에 가깝다
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작가가 발표해온 여타의 페미니즘 작품과 변별력을” 갖는다고 말
한다 (65). 한편 공지영의 『착한 여자』는 양가적으로 읽히는데, 고미숙(1997)은 통속적 연
애 소설에 충실하다고 혹평하면서도 결말 부분에 나오는 공동체적 삶에서 페미니즘 읽기
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다. 정영자(2001)도 고미숙과 마찬가지로 멜로 통속
으로 이 소설을 분류하지만 공지영의 이전 페미니즘 소설과 다르게 여성성과 모성을 긍정
한 소설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들은 한편으로 한 가지 이념에 봉사할 수 없는 문학의
속성을 잘 보여주면서 도입에서 언급한 “그 사이의 공간”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들
이 페미니즘 입장에서 그러한 공간을 만들려 했다고 보기 힘든 이유는 이 소설이 쓰일 당
시 페미니즘 입장의 낙태나 재생산 담론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톨릭 신자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작품만이 아니라 작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밝힌 인터뷰와 에세이도
같이 참조하였다. 이는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작가의 관점에 따라 의미를 고정시키기 위
함이 아니라, 텍스트를 해석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종교적 요인을 더함으로
써 오히려 텍스트를 읽는 방식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특히 박완서와 공지영의 경우 공개
적으로 자신의 종교와 문학이 관여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 요인이 그들의
작품 이해에 중요하게 고려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 관점의 이해는 텍
스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혀줄 것이다. 한편, 소노 아야코의 경우는 일본의 대표적인
가톨릭 작가로 서구 사회에 알려지면서 그의 종교적 관점이 많이 부각되었는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일본 토양에서 가톨릭 신앙이 관여하는 방식에 대한 감각이 특히 서구 사회
와는 다른 낙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 풍부한 배경
을 제공해준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지면상 박완서의 「꿈꾸는 인큐베이터」는 따로 논
하지 않았으며, 소노 아야코의 자료는 그의 소설은 영역본을 먼저 읽고 필요한 부분을 일
어 원문과 대조하였고, 그의 에세이는 일어 원문 그대로 참조하였다.

III. 박완서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상실한 모성을 애도하다

1. 개요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의 줄거리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한국전쟁 중 강간을 당해 임
신하고 낙태한 경험이 있는 한 여의사가 서울 변두리에 낙태만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
병원을 차리고 거의 30년간 영업을 하다가 지역 재개발 때문에 병원 문을 닫기 전까지 사
흘의 시간이 소설의 배경이다. 그리고 그 사흘 간 일어나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병원
의 일상 사이사이 여주인공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소설의 서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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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를 장식하는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분만이다. 낙태만 전문으로 하겠다며 개업한 병
원의 첫 환자가 응급 분만 환자였고, 마지막 환자는 임신 말기 낙태를 원하는 십대 소녀
였는데 그녀를 위해 분만 절차와 다르지 않은 낙태를 한 후 그 아이를 살리려는 여의사의
노력과 실패로 소설은 끝을 맺는다.

2. 해방 아닌 해방

소설에서 화자인 주인공의 시종일관 냉소적인 자세와 어투는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지
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회에 대한 혐오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 발버둥치는 자기 혐오를 반영한다. 소파한 태반이 젊음을 유지하는 신기한 명약인
것처럼 소문이 돌자 자기 병원에 그것을 몰래 먹으러 오는 여자들을 눈감아 주는데, 소주
를 안주 삼아 태반을 먹으며 음담패설을 하는 여자들을 보면서 주인공은 이렇게 생각한
다.

이렇게 끊임없이 나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받은 치가 떨리는 박해의 기
억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에게 분배함으로써 나만의 억울함을 덜어 보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결코 덜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남을 비참하고 추악
하게 만들어 놓고 비교해도 역시 내가 더 비참하고 추악했다. (251-2)

여기에서 주인공이 말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는 곧 강간 당한 경험이라고 말
할 수 있지만,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분명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여의사가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강간 당한 사실 자체라기보다는 그로 인한
임신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 선배 언니네 병원에서 나를 내 뱃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으면 나도 아마 죽음을 택했을 것이다. 결코 창피해서가 아니었다.
내 몸 속에 있는 걸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죽는 거니까 죽으려고 했을
뿐이다. (259)

주인공이 결코 창피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죽으려 한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섹스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시키는 것이 바로 임신이기 때문이다. 강간의 트라우마도 트라
우마이지만, 주인공을 더 공포로 몰아 넣는 것은 임신으로 인해 처녀가 섹스한 사실이 발
각되는 것이다. 이것은 약간 비상식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러한 비상식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임신 말기에 낙태를 해달라고 찾아온 소녀이다. 임신이라고 하는 부인
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도 그녀는 절대로 남자와 자지 않았고 따라서 절대로 임신일 리
가 없다고, 다른 “죽을 병”에 걸린 것이라고 항변한다 (257-8). 여주인공이 병원을 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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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건물주인 황씨가 만삭인 자신의 딸을 봐달라며 여주인공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도 곧 죽어가게 생긴 “몹쓸 병”이라는 표현을 쓴다 (230). 그의 딸이 처녀의 몸으로 겁탈
을 당해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황씨의 딸이 겁탈을 당했다는 것은 황씨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다. 임신 말기의 그 소녀도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가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겁탈이든 아니든 이 세 여자는 모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
신했기 때문에 다들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섹스에 대한 강력한 문화적 금기는 그 섹스가 동의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이 여자에 대한 박해라고 한 것이 곧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 강간 사건 자체를 일컫는다고 지목하기가 힘들다. 특히 겁탈을 당했다고
하는 황씨의 딸의 경우, 출산한 그 아이를 황씨의 업둥이로 만들면서-황씨는 전쟁으로 상
처하고 노모는 노환으로 죽고 두 아들은 납북되어 외동딸 하나만 있었다-겁탈 당한 사실
이 비밀리에 부쳐지자 그 아이에게 누나 행세를 하면서 극진히 길러낸다는 설정은 여자에
게 강간보다 더 큰 공포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섹스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임을 작가는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강력한 문화적 금기에 대한 주인공의 저항은 소위 점잖은 여자와 헤픈 여자의
경계를 흐리는 전복적인 시선으로 나타난다. 그는 “창녀의 사타구니와 정숙한 여자의 그
것과를 감히 비교하는 것은 정숙한 여자에겐 모독이 되겠지만,” 실상은 “정숙한 여자의
것”이 “창녀의 것”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로 문화적 가정을 뒤집는다 (243-4). 그리고 결
혼해서 “아들 딸 가리지 않고 둘만 낳는답시고” 소파 수술을 열두 번도 넘게 한 여자보다
“서방이 수없이 있으면서도 평생에 연애 한번 해보기가 소원인 창녀” 더 아름답다고, “마
치 고정관념을 허물어 거꾸로 쌓듯이 그렇게 생각”한다 (253).
실제로 주인공이 노골적으로 경멸을 드러내는 대상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동네 주부
들이다. 소파한 태반을 먹으러 오는 것도 동네 주부들이고, 그것을 먹는 그들을 보며 주인
공은 “남을 비참하고 추악하게 만들어”(252) 보겠다는 자신의 심사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
의 냉소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연민이 있다. 경위야 어떻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당
장 죽고 싶은 절망적인 얼굴”로 자신을 찾아오는 여자들에게 깔끔하게 시술을 해주는 자
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주인공은 “마음속에 여자가 받는 그런 고통에 대한 뿌리깊은 증오
가 있음으로써만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킨 건 나”라고 자
부한다 (244). 자신이 겪어봤기에 그 고통이 어떤지 알고 그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깊은
지 알기에 증오도 크다. 자신의 낙태 시술은 그 고통에서 자기를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해방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해방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억눌린 “굳은 한
덩어리의 통곡”을 주인공은 감지한다 (245). 그리고 소설의 결말에 가서 그 통곡은 아기
를 갖고 싶었던 자신의 욕망의 정직한 표출이자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고 보낸 수많은 아
기들을 위한 통곡임이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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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실한 모성을 애도하다

아예 낙태만 할 것을 작정하고 분만대도 일부러 들이지 않은 산부인과 병원을 배경으
로 하는 이 이야기에서 이질적인 존재는 정상 분만으로 태어난 두 명의 아기이다. 첫 아
기는 응급 분만으로 주인공이 받아낸 황씨 딸의 아기(아들)이고, 두 번째 아기는 그 아들
이 자라 나중에 자기 부인에게서 낳은 아기(아들)이다. 이 두 번째 아기는 종합병원에서
태어났고 그 아이를 받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주인공은 맹렬한 질투를 느낀다 (240).
자신이 받아낸 아이가 사실은 황씨 딸의 아이라는 비밀을 지켜준 대가로 주인공은 황씨가
그의 손자를 받아내게 해달라는 자신의 청을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거절당했
다. 황씨는 주인공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내가 아무러면 내 첫 손자를 사
람백정 손에 맡길 성싶소.”라고 쏘아붙이며, “부정탄 것처럼 당장 소금이라도 뿌리고 싶은
얼굴을 했다” (240). 황씨가 자기 딸의 분만을 주인공에게 맡긴 것은 워낙 응급 상황이기
도 했지만, 떳떳하지 못한 임신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인공이 비밀을 지켜준 덕
에 정상 가족의 범주로 들어간 그는 싼 값으로 정숙한 여자 아닌 여자 가릴 것 없이 낙태
만 해주는 동네 의사에게 자기 손자의 출산을 맡길 생각이 없었다.
황씨의 말은 주인공에게 제법 상처가 되었지만 그냥 고약한 말버릇으로 넘길 수 있었
던 이유는 “사람백정 노릇만은 안 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260) 이것은 오랜
세월 낙태를 전문으로 해온 의사로서 그가 지킨 윤리였다.

나는 맹세코 세상밖에 나와서 고고(呱呱)의 소리를 지를 수 있을 만큼 자
란 애기를 떼는 일, 그야말로 죽이는 일을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실상 그런
일이 도처에서 얼마나 성행한다는 걸 모르진 않았다. 그러나 나는 거기까지
가진 못했다 누가 시켜서도 보아서도 아닌, 스스로 지킨 꽤나 엄격한 경계였
다. (260)

이러한 그의 윤리 의식, “엄격한 경계”를 상징하는 것이 개업 이전부터 그 건물에 있
던 낡은 우단 커버의 의자이다. 다른 가구와 어울리지도 않고 성가시게 자리를 차지하는
그 의자를 치우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치우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도 걸어야 할 것 같
아서다 (229). 즉 낙태 전문 병원에 차마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못 걸어도 “눈에 거슬리
는”(229) 그 의자를 그대로 둠으로써 자기 나름의 윤리적 경계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임신 말기에 접어든 소녀가 찾아와 다급하게 사정하는 그 순간 주인공은 그 경
계를 넘어가 버린다. “원치 않는 아기를 가진 생지옥의 괴로움” (260)이 생생하게 되살아
나 그 소녀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공이 행한 것은 사
실 낙태가 아니라 분만이었음이 이내 밝혀진다. 임신 말기의 태아를 꺼내는 과정은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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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분만이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경계를 가르는 것은 후처치이다. 그런데 주인공은 낙
태의 후처치가 아닌 분만의 후처치를 무의식중에 해버린 것이다.

내가? 정말 내가 그랬을까? 살려두지 않을 목적으로 조산한 아기는 배꼽
처리랑, 모든 뒤처리를 정상대로 할 필요가 없었다. …방치하면 곧 사망할 수
밖에 없는 게 미숙아의 이슬 같은 운명이다. 그런데 소녀의 미숙아는 아직도
살아 있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미숙아에게 베푼 건 완벽하고 따뜻한 신생아
취급이었다. 배꼽처리도 잘돼 있었고 기저귀까지 차고 있었다. (262)

자신도 모르게 해버린 자신의 행위를 깨달은 주인공은 그제서야 자신의 깊은 욕망을
정직하게 시인한다. 자신은 사실 아기를 갖고 싶었다는 것을. 폐업 전에 꼭 한번 아기를
받고 싶다는 욕망은 실상 아기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아낸 아
이가 마치 자기 아이인 양 살리려고 미친듯이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원을 찾아간다. 그러
나 결국 아이는 죽고 주인공은 죽은 아이를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와 “한번도 아기를 못 가
져본 여자보다는 아기의 무덤이라도 가진 여자가 훨씬 아름다울 것”(263) 이라 생각하며
그 아이에게 무덤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한다. 그리고 교회로 향해 울면서 아침 예배를 드
리는 신도들과 한 몸이 된다. 그제야 비로소 억압되었던 “굳은 한 덩어리의 통곡”이 “크
게 터져서 마음대로 범람할 수 있는 장소”(263)를 찾은 것이다.
여기에서 교회라는 장소는 특정 종교를 대변하는 장소라기보다는 마음껏 울어도 이상
하지 않은 애도의 장소이다. 소설에서도 언급하듯 동네 곳곳에 편리하게 파고든 이 종교
기관은 그 무렵 가파른 신자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고, 인간의 다양한 사연들을 통곡 섞인
기도로 둔갑시켜 쏟아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주인공의 눈물이 반드시 종교적인 속죄
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죽인 수많은 아기”(263)를 생각하며 쏟아내는 통곡
은 자신의 임신을 “죽을 병”으로 만들어버린 사회의 냉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한 깊은 회한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이다.

4. 박완서의 종교관과 낙태

이 소설을 쓸 당시 박완서는 가톨릭 세례를 받기 전이었고 가톨릭 신자가 되고 나서도
공지영이나 소노 아야코처럼 낙태는 살인 혹은 죄라는 견해를 밝힌 적은 없었다. 다섯 명
의 아이를 낳은 그는 잦은 임신이 힘들었지만 혹 딴 마음을 품을라 해도 시어머니 때문에
품지 못했다고 한다. 딸을 넷을 두었지만 전혀 차별하지 않고 생명 하나하나 귀하게 받고
산바라지를 해주는 시어머니는 박완서가 임신한 것을 눈치챈 순간부터 신경을 써주었다고
한다. 따라서 박완서에게 낙태는 교리적 차원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 보다는, 처녀의
임신은 “나가 죽을” 일이 되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임신과 출산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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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적인 문제로 보인다.
만약 박완서가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을 통해서 낙태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었
다면 그 중 하나는 여성의 행위성이 가지는 의미 혹은 비중일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은 폐업 직전에 만삭의 몸으로 찾아와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소녀에 대해서는 자신이 세운
윤리적 경계 즉 “사람백정”이 되는 경계를 순간 넘어설 만큼 연민이 가지만, 책임 있는
피임을 하지 않고 낙태를 피임 수단 삼는 동네 부인들에 대해서는 “저능아”라는 표현을
쓸 만큼 냉혹하다(252). 과연 모든 낙태가 다 같은 낙태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여성의 행위성은 「꿈꾸는 인큐베이터」에서 더욱 부각되는데, 소설에서 “여아(女児)
살해” (55)라고 표현하는 성감별 낙태가 상당 부분 여성들의 공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박완서는 유아 살해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낙태가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문화
적 압박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도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의 주인공의 통곡을 통해서, 그리
고 「꿈꾸는 인큐베이터」의 주인공의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72)는 절박한 고백을 통해
서 여성들이 생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암묵적으로 묻는 듯하다.

IV. 공지영의 『착한 여자』: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도다”

1. 개요

앞에서도 언급했듯 『착한 여자』는 낙태를 주제로 하는 소설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낙태를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카
미츠카(Kamitsuka, 2020)가 “프로라이프 동화”(prolife fairy tale)(37)라고 명명한 장르
안에 넣어도 좋을 것이다. 단행본 2권 분량의 제법 긴 이 소설에서 여주인공은 이혼한 상
태에서 다른 남자랑 동거를 하다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와 헤어지고도 낙태를 하
지 않고 그 아이를 낳은 후 공동체 가족을 꾸리고, 어린 시절의 첫사랑이자 ‘진짜’ 사랑그 또한 이혼남이다-과 이어진다는 암시로 소설은 끝이 난다.
‘이혼’, ‘동거’와 같은 제법 진보적일 수 있는 사건들이 이 소설에서 전혀 진보적으로
읽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주인공의 성격 때문이다. 소설에서 이 여자의 행위성은 수동
적으로 제한됨으로써 순수성이 유지되는데, 성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전무하며 그저 남자
가 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순종하며, 한없이 기다리다가 자살을 기도한다. 그런데
도 이 소설이 페미니즘 소설의 범주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안 가족 공동체 때문이다 (고미숙, 1997; 정영자, 2001). 이 글에서도 그 마지막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2. 싱글 엄마 둘이서 부부처럼 이룬 가족
이 소설의 주요 인물들은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서 함께 자란 남녀들이다. 그러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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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주인공 오정인만 서울로 가지 못하고 지방 읍내의 우체국에서 근무한다. 어머니가 아
버지의 구타를 견디다 못해 저수지에서 자살한 가난한 집안의 그녀에게 기대할 미래는 별
로 없었다. 그녀에게는 원래 좋아하던 동네 오빠(명수)가 있었지만, 그 동네의 다른 남자
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하나 낳은 후 이혼한다. 남편의 바람과 학대에 시달리다 내린 결
정이다. 아이는 남편 집에서 키우게 되고 혼자가 된 정인은 일하는 출판사를 통해 만난
남자와 동거를 한다. 정인의 사정을 알고 그녀에게 다가온 그는 문학을 핑계 대며 여자를
등쳐먹는 남자임이 나중에 밝혀지고 정인은 자살을 기도한다. 병원에서 깨어난 정인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되는데, 담당 의사이자 원래 정인이 좋아했던 동네 오빠
명수는 임의로 소파 수술 일정을 잡아둔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정인은 “명수가 메스를 들
고 정인의 배를 향해 돌진해오는 것처럼 정인은 자기도 모르게 배에 손을 가져다 댔다”
(267-8). 결국 정인의 뜻대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사람 사는
집’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된 정인의 대안 가족 이야기이다.
정인은 아이를 낳은 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여자 변호사(인혜) 집에 자신이 낳은
딸을 데리고 일종의 입주 가정부로 들어간다. 인혜는 교통 사고로 남편과 아이를 잃고 8
개월된 뱃속의 아이를 조산한 여자였다. 인혜는 자신이 일할 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
요했고 정인은 살 곳과 돈이 필요했기에 서로의 필요가 맞아 함께 살게 된다. 두 사람 모
두 비슷한 시기에 딸을 낳아 유대감은 더욱 돈독해지고, 이러한 설정으로 인해 서로의 계
급 차이는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인혜가 돈을 벌고 정인이 살림하고 아이를 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일반 부부의 성역할을 그대로 답습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와 같은 위
계나 갈등은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시댁이 얽힐 일도 없고, 성규범에 매이는 남녀 관계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와인을 마실 때 정인은 자신이 꿈꾸던 가
족을 남자가 아닌 여자랑 꾸린 것이 제법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한다. “그들은 이미 한 식
구”였던 것이다 (289).
일을 하는 인혜는 살림해주는 여자가 있어서 좋았고 살림을 좋아하는 정인은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좋았다. 둘은 이런 대화를 주고 받는다.

“어때요? 여자들끼리 사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난.”
인혜가 말했다.
“그래요 좋아요. 원래 여자들이라는 게 남을 배려하는데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레즈비언적인 것만 개발해서 섹스 문제까지 해결한다면 좋
을 것 같은데.” (289)

여자 둘이서 함께 아이를 키우며 성역할을 분담하며 살면서 태연하게 레스비어니즘에
대한 농담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섹슈얼리티 중심의 커플 문화가, 적어도 이 소설이 쓰일
당시에는, 한국에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소설 결말에 정인이 결국 명수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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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역경 끝에 진짜 사랑과 이어진다는 동화적 요소를 가미한 것도
이 소설이 이성애 범주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는 안전 장치로 작용한다.
두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확장하여 탁아 모임을 시작하는데, 집에서 육아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이혼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일종의 식탁 공동체로 발전시킨다.
이처럼 혈연에 매이지 않는 공동체의 삶은 그리스도교에서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이다. 다
만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는 이들이 독신도 아니고 소위 정상 가정도 아닌, 이혼 가정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전통적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 단체와 갈등하기
도 한다. 정영자(2001)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존의 페미니즘 소설들이 남
자 대 여자 구도였다면, 이 소설에서 공지영은 보수 대 진보의 구도를 그리면서 남자와
여자가 대립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지영이 진보적 입장과 갈리는 지점은 낙태에 대한 그의 관점이다. 그는 한편
으로는 자신의 가톨릭 신앙과 페미니즘이 충돌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도 낙태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반
대해요. …페미니스트가 만약 그런 뜻이라면 [즉, 낙태를 지지해야 한다면] 저는 페미니스
트가 아니죠” (2008: 243). 그렇다고 해서 공지영 자신이 낙태의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
다. 공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는 드물게 그는 자신이 낙태한 적이 있다고 『수도원 기
행』에서 밝힌다 (2001: 92-3).따라서 그는 『착한 여자』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낙
태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그리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이는 그가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정인이라는 여자로 하여금 마지막 해결 방식을 가
장 여성스럽고 착한 방식으로 풀도록 해놓은 거” (2008: 184)라고 한 데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가장 여성스럽고 착한 방식”은 바로 “어머니와 땅 같은 방식”이다
(184). 정인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임신을 했건 자신의 모성을 지키기로 택하며 나중
에 정인을 찾아온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이 아이는 당신 딸이 아니라며 “온전히 나만
의 아이”임을 선언한다 (『착한 여자』, 300). 이처럼 온순했던 정인이 강인함을 발휘하는
배경은 모성이며, 따라서 공지영이 말하고자 하는 여성성은 곧 모성임을 알 수 있다.

3. 여성의 방식으로서 모성

정인이 말하는 “온전히 나만의 아이”라는 말은 공지영이 서로 다른 결혼에서 얻은 아
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반문하는 것과 겹
쳐진다 (2008: 55). 세번 이혼하고 성이 다른 세 아이를 키우는 여성으로서 여러 번 대중
매체에 오르내린 공지영은 그래서 작품과 작가를 분리해서 보기 더 힘든 면도 있다. 『착
한 여자』 또한 두 번째 이혼하고 남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참 고
민이 많던 시기에 쓴 작품으로서, 주인공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한
다 (2008: 174-6). 물론 그것은 실제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현실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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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욕망이 복합적으로 투사된 모습일 것이며 그 모습 중 하나가 정인의 모성이다.
정인은 그동안 모성을 외면했던 인혜에게 “내가 한 생명의 엄마라는 거……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깨우쳐준다 (『착한 여자』, 287). 이러한 관점은 「빈들의 속삭임」(2003)과 같
은 소설에서도 엿볼 수 있다. 거기에서 여주인공은 이혼을 하고 남편에 데리고 간 딸을
몇 년 만에 만나, 처음으로 뱃속에 있던 그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건 마치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나는 소리 같았다”고 말한다 (「빈들의 속삭임」, 34).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여자라는 게 감사하다 생각했다고 덧붙인다. 마찬가지로 『착한 여
자』에서도 자신이 여자라는 게 싫었던 여자들이 정인을 보면서 자신이 여자인 것에 자부
심을 느끼고, “여자들의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착한 여자』, 339). 그것은 바로
“생명을 만들고 키우는 사람들”의 방법이다 (296).
이러한 모성에 대한 강조와 정인과 인혜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는 안토니아라는
여자를 중심으로 비혈연 모계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
(1995)(고미숙, 1997

참조)과 비교되는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과 결을 달리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운명적 상대와 이어진다는 낭만적 이성애 사랑의 각본 때문이다. 정인
의 모성을 강조하는 마지막 장면은 명수와 재회를 앞둔 정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명수라
는 남자는 정인이 두 명의 다른 남자와 가진 두 명의 아이를 다 받아 준 남자이고,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정인에게로 돌아오는 남자이다. 어떠한 성적 과거와 출산 과거를 가졌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맺어진다는 설정, 그리고 오직 선의로만 가득
찬, 보수 단체와 대립되는 진보 단체 친구들의 무조건적 지지라는 배경은, 그래서 매우 특
이한 한국식 진보 “프로라이프 동화”로 읽힌다.

4. 공지영의 종교관과 낙태

낙태에 대한 공지영의 입장은 가톨릭 교회의 생명 윤리 가르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으로서 사형수를 위한 그의 활동에까지 연장된다. 공지영은 여성의 현실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낙태를 개인적으로는 반대해도 그를 위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과 달
리, 사형제 폐지를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05)은 2007년도에 가톨릭 문학상을 받은 소설로서 그 소설을 집필하던 때를 전후로
약 5, 6년간 지속적으로 사형수들을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Yang, 2017: 177-8). 그는
인터뷰에서 “정말로 목숨을 빼앗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2008: 121), 낙태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보았듯 좀더 유보적이다.
낙태를 죄라는 명제적 입장을 넘어 낙태와 관련해서 공지영이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때는 셋째 아이가 기형아일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이다. 5개월 때 다시 검
사를 해보고 없애든지 하자는 의사의 말에 공지영은 “맹렬한 적의”를 느끼는 한편, 막상
정말 기형아로 판명되면 “아이를 떼어달라고 애원을 할지도 모르겠는” 심정에 사로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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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2001: 91). 그렇게 며칠 갈등을 하다가 그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게 누
구의 영역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91).
“내 영역이 아니다”는 말은 신자들이 신의 영역을 인정할 때 주로 쓰는 표현으로서 의탁
의 표현이다.
기형아의 가능성은 비혼 임신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한국과 같은 성문화에서
낙태의 결정을 놓고 종교적으로 성찰하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 있
다. 즉, 비혼 임신이 섹슈얼리티의 문제이고 따라서 종교적 규범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쉽게 치부될 수 있다면, 기형아 문제는 살 가치가 있는 생명과 없는 생명을 결정하는 문
제로서 이를 둘러싼 결정은 오히려 종교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면이 있다. 이제 살펴볼 소
노 아야코의 소설도 바로 그 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V. 소노 아야코의 『신의 더러워진 손』: 평범한 인간들 사이에 스며든 신

1. 개요

이 소설에는 딱히 줄거리라고 할 것이 없다. 주인공인 노베지 사다하루는 미우라 반도
시골 마을의 남자 산부인과 개업의이고 그 병원에서 그가 만나는 환자들의 사연이 이 소
설의 사건들을 구성하며, 주인공 개인에게 어떤 사건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의사로서 주인공의 시술 행위 외에 독자들이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동네에
사는 누나의 친구이자 백인 남편과 사별한 가톨릭 신자 카케이 요코 그리고 그녀의 소개
로 만난 무네치카 신부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이다. 혹 주인공에게 어떤 변화가 있다면
이러한 대화 상대를 통해 낙태에 대해서 좀더 성찰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
럼에도 주인공은 자신을 찾아오는 여러 환자들과 그들의 사연에 대해 관찰자의 입장을 유
지하는데, 그래서 이 책의 영어 번역본 제목인 Watcher from the Shore (1989,
Edward Putzar 역)는 제법 적절해 보인다.
일반적인 낙태 시술과 출산 외에 이 소설에서 특별하게 다루는 사건은 십대 임신, 혼
외 임신, 난임, 기형아, 간성(intersex), 입양, 유아 살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독립
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서로 얽혀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십대가 임신하여 낳은 아이
는 입양과 관련해서 다루어지며, 입양은 기형아 문제와 연관해서도 논의되고, 기형아 출산
은 유아 살해의 문제도 제기하며, 유아 살해는 혼외 출산과도 연관해서 제기된다. 즉 원하
지 않는 임신을 둘러싼 다양한 대응들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들 가운데
간성의 사례만 다소 독보적인데, 소설에서는 성과 출산 그리고 여성성과 인간성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지면상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살펴보
려 한다. 하나는 성문화에서 비롯되는 낙태이고 또 하나는 우생학 관점 즉 기형아 문제와
낙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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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본에서는 1948년부터 낙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소설이 쓰일 당시
에는 6개월까지 낙태가 가능했다.현재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모체 밖에서 살릴 수 있는
주수가 빨라지면서 22주 이전까지 낙태가 가능하다고 한다.

2. 소문나면 안되는 일

임신과 출산이 합법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문화적 관습은 이 소설에서
도 예외가 아니며, 그런 면에서 박완서의 「그 가을의 사흘동안」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개인의 상황과 임신의 배경에 따라서 경험의 편차들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개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혼외 임신에 대한 문화적 금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두 여성의 이
야기를 살펴보려 한다.
먼저, 43세의 니노미야 요시에는 사별하고 홀로 고등학생 딸을 키우면서 마켓에서 일
하는 여성인데, 임신한 줄 모르고 배가 아파 병원에 왔다가 급하게 분만을 하게 된다. 원
래 생리가 불규칙하고 폐경도 다가와서 생리가 멎어도 임신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다. 상
대 남자는 숙박업소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손님으로 하룻밤 즐긴 사이라 그의 신상도 거처
도 모른다. 만약 임신을 미리 알았더라면 분명 낙태를 했을 거라는 사실은 진통 중에 이
여성이 자신은 결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아이가 나오거든 죽여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하
는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째
는 고등학생 딸, 그리고 둘째는 호적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얽혀 있는데, 갓 낳은
아이를 설령 입양시킨다 하더라도 일단은 호적에 올려야 하고 그렇게 “호적이 더러워지면
딸의 결혼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戸籍が汚れたら、この娘の結婚にもさし障るです
よ。2018년 판본 상권, 186).
산부인과 의사의 시점에서 쓰인 소설이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는 여성 환자들의 이야기
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통해서 듣거나 동네 소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도 선에서
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 모녀 관계의 역동이나 그 주변 사정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
러나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나 죽은 남편의 가족이 알게
되느니 차라리 그 아이를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금기가 심하다는 것은 짐작
할 수 있다. 나중에 이 여자의 딸이 엄마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 외간 남자와 아이를
낳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된다는 뒷이야기도 결혼 관계 밖에서
아이를 낳는 여자가 무릅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아이가 공식적으로 존
재하게 되는 것은 호적에 올리는 순간인데, 이 여자에게는 아이를 “호적에 올릴 거라면
키우는

거나

같다.”

(戸籍に入れるくらいなら、育てたっておんなじなんですよ。상권,

186). 즉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아이면 내가 왜 없애려 하겠냐는 뜻이다.
어머니들로 하여금 아이를 죽이거나 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호적 제도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가들에 대해 의사 노베지는 비판적이적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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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낙태는 합법적이라는 사회적 상식이 있기 때문에 낳은 아이를 죽여 락커에 숨겨도
별로 이상한 일이 되지 않는다.” (日本では、中絶は合法的だという社会常識があるから、
生んだ子を殺してロッカーに入れるようになっても、特に不思議はないのである。)고도

말

한다 (상권, 264). 의사로서 주인공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
은 살인이라 보지 않으며, 별 다른 양심의 가책 없이 합법적인 낙태를 시행한다. 그럼에도
이처럼 낙태와 유아 살해의 경계를 흐리는 발언을 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6개월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그 무렵의 낙태는 분만과 절차가 다르지 않고, 혹 태어난 아이
가 숨을 쉬거나 소리를 낸다면 생명을 살리는 게 임무인 의사로서는 그 생명의 신호에 응
해야 한다는 책임이 발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임신 중기에 낙태된 아이의 크기는 살아 있
는 5쌍둥이 한 명의 크기와 같다.) 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6개월이라는 선이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합법이라 하더라도 임신 중기의 낙태는 의사나
간호사 모두 꺼려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절박한 여성에게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6
개월이라는 기한은 무의미하며, 만삭의 어느 여고생은 6개월에도 가능하다면 그보다 조금
더 컸을 뿐인데 지금 불가능할 게 무엇이냐고 반문한다 (264-5). 박완서의 「그 가을의 사
흘 동안」에 나오는 그 소녀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성을 절박하게 만드는 문화적인 압박이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28세의 신조 쿠미코라는 여성이다. 소설 초반에 이 여성은 그
냥 의례적인 초기 낙태(임신 6주)를 하러 온 여성으로서 의사가 굳이 사연을 알려 하지
않는 여러 환자 중 하나였는데 소설 중반부로 가서 반전이 일어난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
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 여성은 약혼녀가 있는 남자와 잠시 연애를 즐기다가 헤어졌는
데, 헤어지고 나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낙태를 하러
노베지 의사의 병원으로 갔는데, 이 노련한 의사가 어쩐 일인지 낙태 시술에 실패하고 말
았다. 의학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유들이 나열되지만 어쨌거나 종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의 개입으로 해석하기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특히 이 여성이 낙태
시술에도 살아 남은 아이의 강한 생명력에 감동하여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의 여지는 더욱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한 이 여성의 결정을 묘사하면서 소노 아야코는 1970년대의 페
미니즘 운동에 대해 우회적으로 언급한다.

父親の名前は、言わないで済ませるつもりだし、それが自立した女の考え方だと
思う。ウーマ・ンリブを叫んで、子供を生ませた男の家にピンクのヘルメットを
かぶって押しかけるなんて、最も解放されていない女性的なやり口だと思った。
(상권, 301-2)

아버지 이름은 밝히지 않고 넘어갈 것이고, 그것이 자립한 여자의 사고 방식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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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다. 여성 해방이라고 외치면서 아이를 낳게 한 남자의 집에 핑크 헬멧을 쓰고 몰려가
는 건 가장 해방되지 못한 여성적인 수법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핑크 헬멧”은 ‘우망 리부’(ウ-マ・ンリブ, women’s liberation의 일
어식 표기)라고도 일컬어지는 1970년대의 일본 페미니즘 운동 가운데 특히 폭력을 휘두르
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의 사무실로 여성 운동원들이 핑크 헬멧을 쓰고 찾아가 항의했던
것을 일컫는다.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남자를 찾아가지 않고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이
여성의 결정이 오히려 더 해방적인 것 아니냐는 반문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쿠미코의 이러한 결정은 공지영의 『착한 여자』에서 정인이 내린 결정과도 같다. 정인
은 상대 남자의 부성을 부인하고 이 아이는 온전히 나의 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쿠미
코는 정인처럼 대항적 운동 단체를 꾸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
은 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유복자를 임신했다고 말한다. 남편이 암으로 일찍
죽었는데 그 전에 자기 아이를 가져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했다는 각본을 짠 것이다. 어
차피 없는 셈치고 살아야 하는 남자였기 때문에 쿠미코 입장에서는 전혀 틀린 말도 아니
었다. 쿠미코의 이러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쿠미코의 어머니와 의사 노베지 그리고 그의
친구 유코 뿐이며, 유코의 품성에 감동을 받은 쿠미코는 홀로 낳은 딸에게 유코라는 이름
을 붙여준다.
앞에서 정인의 싱글 엄마 경험이 진보 운동의 맥락에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다면,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쿠미코의 결정은 그렇지 않다. 그의 결정을 여성 해방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해방 운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
랑했던 사람의 아이를 키우려는 것이다. 또한 쿠미코의 출산은 낙태 수술에서 살아남은
기적의 아이라는 종교적 해석의 가능성도 열어놓으며, 이처럼 소노 아야코는 단순하지 않
은 인간사에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면서 성찰의 자리를 만든다.

3. 살리지 말아주세요

소설에서 원하지 않는 아이는 단지 혼전, 혼외 임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이를 간
절히 기다리는 가정에서도 장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는 원하지 않는 아이가 된다. 소설에
서 한 여성은 자궁 경부가 약해 두 번 유산을 하고 세 번째 임신에서 조산을 한다. 그러
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조산아가 산소를 많이 쐬면 눈이 멀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
에서 들은 그 여성의 시어머니는 의사에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면서 눈이 멀게 된다
면 의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처리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한다 (하권, 37). 즉,
살라지 말아달라는 말이다.
40대 후반의 또 어떤 여성은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이 의사에게 와서 검사
를 하는데 이제 임신은 어렵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기적적으로 임신이 된다. 그러나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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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운증후군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을 듣고 오랜 고민 끝에 결국 낙태를 택한다. 이
여성과 그 남편의 고뇌는 제법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데, 이들은 요코의 친구로서 요코를
통해 노베지 의사를 찾아간 부부이다. 이 부부는 아이가 장애를 가진 것 자체를 고민하기
보다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야 할 삶의 질을 고민한다. 오래 살아야 스무살이고 사는
동안 심장 질환과 소화기 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의 가능성을 안고서 여러 차례 수술을
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생각하다가 결국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미오(未
生)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낙태를 한다. 가톨릭 신자인 요코는 이러한 친구의 결정을 이해
하고 그래도 잠시나마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경험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래도
다운증후군 아이도 소중히 여기고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 아이를 낳아서 길러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한다 (하권, 277). 일본의 일반적 정서와는 다른 종
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현실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갈등이다.
한편 소설 중반 즈음에 의사 노베지는 무네치카 신부와 함께 아동 병동을 방문하게 되
는데, 그곳에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여럿 입원해 있었다. 방문을 마치
고 함께 무네치카 신부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의사 노베지는 저런 아이들도 사는 게 낫다
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그 말에 신부는 삶과 죽음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그에 관한 것은 전부 신의 일이라고, 교과서 같은 대답을 한다 (상권, 365).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그러한 교과서 같은 대답에 대한 의사 노베지의 암묵적 항변
인지도 모른다. 이 소설의 마지막 환자는 노베지가 그 아동 병동에서 보았던 것처럼 심각
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이다. 눈이 없고 코뼈도 제대로 형성이 안되었으며 구순
열이 있는 아기였다. 길어야 6개월 이상은 살기가 힘들 것으로 추정되었던 이 아이는 결
국 방치로 인해 일주일을 채 살지 못하고 죽었다. 부모가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니었다. 남
편은 벌이가 넉넉하지 않고 아내는 입원한 시모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심각한 장애를 안
고 태어난 아이를 병원 시설에 의지해 생명을 연장할 돈이 없었다. 그대로 퇴원하면 아이
는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도 퇴원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인공은 형식적이나마 반
드시 소아과로 데려가라며 진단서와 의뢰서를 떼어주지만, 며칠이 안 돼 아이는 주검으로
돌아온다.
의사는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끼며 자책한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도
그 부부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
었기 때문이다 (하권 372-3). 정황상 그렇게 그 아이를 퇴원시키면 죽을 거라는 것을 알
고도 퇴원시킬 수 밖에 없었고, 아이가 주검으로 돌아오자 순진하게 놀라는 기색을 하며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망 진단서를 써주었던 이 일에 대해서 그는 요코에게도 무네치
카 신부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그들과 두루 대
화를 나눴음에도 이 일만큼은 그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무네치카 신
부를 정말로 존경했더라면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대목에서(하권
375-6) 이러한 복잡한 인간사에서 한 발 물러선 것 같은 무네치카와의 소통 불능을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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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다.
중증 장애아를 두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과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교차하는 부모의 심
정은 박완서의 「울음 소리」(1984)에도 잘 묘사되어 있다.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3주 살다
간 이 아이를 두고 부모는 처음에는 기적을 바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내 그
기도는 이 생명을 빨리 거두어가달라는 기도로 바뀐다. 그리고 결국 아기가 죽자 부부는
아이가 평안을 얻은 것에 기뻐한다. 그러나 이 기억이 아기 엄마에게 지워지지 않는 고통
으로 남은 이유는 “엄마와 아빠가 기도를 통해 감쪽같이 아기를 모살한 혐의 때문”이다
(1996: 220).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가 이러할 진대, 생명은 신이 관할이라는 무네치카 신
부의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낙태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룬 이 소설이 소노 아야코의 말대로 성경에 기반
한 것이라면, 그 단서는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나 며칠 만에 죽은 노베지의 마지막 환자
메구무(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름은 부모 대신에 노베지가 그 아이에게 붙여
준 이름인데, 죽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노베지는 이 아이도 자기를 위해 죽은 신이 있
다는 것을 알면 이런 장애와 같은 외적인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결국 중요한 것은 영혼이
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베지의 상상 속에서 메구무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죽음으로써, 사람이 구원받는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임무를 내게 주셔서 감
사해요”(僕が死ぬことによって、人が救われる。光栄なことです。そんな任務を僕に与えて
頂いてありがとう。하권, 374). 사뭇 예수를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4. 소노 아야코의 종교관과 낙태

2016년에 출간한 자신의 자전에서 소노 아야코는 낙태는 살인이지만 인간이란 선한
일만 하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명료하게 그렸다고 밝힌다
(108). 같은 책에서 그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좋은 사람 혹은 바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리스도교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그러한 위화감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지 몰라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도 이야기한다 (86). 이 소설 속에
서 특별히 착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인지도 모른다. 소설 속에서 무네치
카가 세상에서 한발짝 물러난 종교 제도를 대변한다면, 요코는 남미와 미국을 오가며 그
리스도교 문화를 충실하게 익힌 일본인 가톨릭 신자를, 노베지는 합리적 교육을 받은 그
러나 서구 문화와 직접적 접촉은 없는 일본인 지식인을, 그리고 그의 병원을 찾는 환자들
은 일본 사회의 다양한 시민들을 대변한다. 이들 일반 시민들은 가톨릭 종교와 무관하고
때로는 일본의 상식적 법과 윤리를 대변하는 의사가 들어줄 수 없는 일을 요구하기도 한
다. 그리고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메구무(恵)가 신의 형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소설적 형상화는 낙태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이미 낙태가 합법이고 상식이 되
어버린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성찰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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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를 키우는 부모가 1년 365일 내내 그 아이를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
든가, 쿠미코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지만 혹시 나중에 키우다 힘들면 낙태 시술에 실패
한 자기에게 소송을 걸어올까봐 수술비를 환불하고 영수증을 챙기는 노베지의 모습, 그리
고 9년 전 필요에 의해 무덤덤하게 낙태한 아이가 뒤늦게 꿈에 나타나 뒤숭숭해하는 여성
의 모습 등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이다.
소노 아야코는 특별히 그 누구도 미화하지 않으면서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죽어 있는 메구무를 통해 종교적 성찰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VI. 나오는 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가톨릭 신자로서 박완서, 공지영, 소노 아야코는 낙태를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로 보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일방적
인 비난 또한 하지 않으며, 이는 낙태는 살인 혹은 죄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종교관에 따라 분류하자면 공지영은 가톨릭 교회의 생명론을 가장 충실하
게 반영하는 입장으로서 낙태에 대한 반대는 물론 사형제 폐지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
혔다. 그러나 낙태를 선택하지 않는 여성의 이야기를 종교적인 맥락이 아닌 운동권 친구
들의 맥락에서 풀어감으로써 가장 이념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박완서는 확고하게 가
톨릭의 입장에서 낙태를 반대하기 보다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더 일반적인 생명
존중 사상에서 낙태를 반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혼외 임신을 “죽을 병”으로 만드는
한국의 성문화 그리고 딸을 죽이면서까지 아들을 선호하는 한국의 부계 혈통의 문제를 파
고드는데, 이러한 문화에 대한 비판이 다른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시어머니의 영향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집안이 아닌데도 그 시대로서는 드물게 차별 받지 않고 자란 자신의
성장 환경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Yang, 2017). 마지막으로 소노 아야코는 낙태는 살인
이라는 가톨릭 교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
의 모습에 대해 특별히 종교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식처럼 자리잡은 이러
한 낙태의 관행에 대해서 한번은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가톨릭 신자가
아닌 평범한 일본인 의사를 통해 제기한다. 따라서 그는 공지영과 마찬가지로 가톨릭의
입장에 충실하지만 이념적이기보다는 좀더 토착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잘못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인지 알면서도 행하는 게 인간이라는 그리스도교의 인간
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작가들이 작품에서 낙태를 대하는 방식은 그러한 종교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나 낙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인식 하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사의 고통, 유감, 회환, 혹은 대안적 가능성을 돌아보는 이들의
작품은 또 한편으로 문학적 성찰에도 제법 충실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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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 상명대

저는 3개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작가와 작품 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가톨릭 여성과 낙태를 소재로 논문을 구
상하면서 작가와 작품 선정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선생님께서는, 박완서, 공지영, 소노 아야코가, ”연령대도 국적도 다르지만, 가톨릭 신자
로서 자신의 종교를 표방하면서 작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비교의 범주가 성립한다“(발
표문 110쪽)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박완서의 작품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은 박
완서가 가톨릭 세례를 받기 이전에 쓴 글이며, 이들 세 작품은 관점이나 주제를 하나로
거머쥐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이 가톨릭교회가 표방하
는 낙태 행위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낙태 문제에 대한 고뇌로 읽
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여성 작가들이 보는 낙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구상하면서 작가
와 작품 선정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작가와 작품 선정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묻
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이 작품들이 종교적 감수성을 가지고 무분별한 낙태 행
위에 대한 고발이라고 하셨는데, 이보다는 오히려 폭력적인 가부장 사회에 대한 고발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작품들이 “낙태에 대한 권리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흔히
그려지는 가톨릭교의 여성 작가들의 관점을 보여”(110쪽)” 준다고 하셨고, 또한, “박완서
와 공지영이 특별히 종교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소설을 통해 무분별한 낙태 행위를 고발하
고자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소설은 페미니즘 소설의 범주에서 다
루어진다(110쪽)”고 하셨습니다. 저는 박완서의 작품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속에서 가부
장적, 사회적 폭력에 내맡겨져 낙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여성과 이 경험이 평생 여성
주체의 삶을 파괴하고 죄의식으로 남는 것을 보았고, 공지영의 <착한 여자>에서는 물론
낙태 위기를 극복하고, 여성 연대를 통해 대안 공동체를 형성했으나, 결국은 암시된 결혼
을 통해 가부장 사회로의 회귀하는 모습을 통해, 여성 주체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프로 라
이프 동화라는 장르에 갇히게 되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진 여성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
로 가부장 사회로 회귀하는 여성은 작품 제목의 착한 여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생님
께서 뽑으신 주제인, 괴테가 말한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도다”일 수밖에
없다면, 이들 작품에서는 종교적 감수성을 가지고 낙태를 반대하며 가톨릭 종교를 표방하
기보다는, 폭력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공감과 딜레마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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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소노 아야코의 <신의 더러워진 손>에서 제목 <신의 더러워진 손>이 의미하
는 것이 무엇인지, 영문 번역 제목 <Watcher from the Shore>와 비교해서 설명해주시
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이 작품에서 평범한 인간들 사이에 스며든 신을 주제로 삼으신 것 같은
데, 이 소설에서 신은 평범한 인간들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스며들었는지, 제목과 관련
지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범한 인간들 사이에 스며든 신이
메구메라면 메구메에서 저는 스스로는 무능력하고 인간에게 버려진 신을 본 것 같습니다.
제목 『신의 더러워진 손』은 무슨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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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속 재난에 대한 종교적, 윤리적 인식 – 박경리 『토지』를 중심으로
박상민 / 강남대학교

I. 문학과 종교, 그리고 윤리적 감각

예로부터 문학 작품과 종교 경전은 유사하였다. 고대 사회에서 신화와 문학은 동일한
텍스트를 공유하였으니 더욱 더 그러하다. 오늘날 두 텍스트는 서로 이질적으로 보일 수
도 있지만 인물이 있고 그들에 의한 사건의 연쇄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종교 경전은
여전히 문학적이다. 무엇보다 시공간적 공동체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다른
시대, 다른 사회에서도 공감할 만한 보편적 정서를 최대한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문
학 작품과 종교 경전은 서로 닮았다. 이는 문학과 종교가 모두 보편적 윤리 감각을 추구
하기 때문이다.
고대 사회에서 신격(神格)은 윤리적일 필요가 없었다. 초월적 존재의 의지는 인간의 소
망과 무관하게 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신(神)이 화나지 않도록
제사를 지내고, 신의 선의(善意)에 의해 자신에게 화(禍)가 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람들은 윤리적 감각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사회 구성
원 다수가 공통의 윤리 감각을 갖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사람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윤리 감각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요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핍박하거나 공동체에서 추방하였다. 나아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에까
지도 그들의 깨달음을 강요하였다. 신격(神格)에게 윤리적 감각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 세계를 선신(善神)과 악신(惡神)의 투쟁의 장(場)으로 인식하고, 악신에 대한 선신의
승리라는 시간관을 확립한 조로아스터교는 신격에게 윤리적 감각을 요구한 종교사적 사건
이다. 그리고 기독교로 대표되는 유일신교는 이러한 종교사적 요구에 아주 잘 적응하였다.
기독교는 여호와 이외의 모든 신격을 악마로 규정하였다. 기독교의 세계화는 표면적으로
볼 때 특정 종교의 세력이 확장된 것이지만, 종교사적으로는 인간에 대해 초월적 존재였
던 신격이 인간 공동체의 세속적 법칙인 윤리적 감각에 포섭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신격에 대한 윤리적 감각의 수용이 기독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불교 역시 오랜 베
다교의 다신교 전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감각이 강화되었고, 유교는 초월적 존
재를 추상화시키고 일체의 관심을 인간으로서의 도리[禮]에 집중하였다. 한국의 무속신앙
은 애니미즘적 성향 때문에 윤리적 특성과 무관한 신격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윤리적
감각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마냥 거부하지 못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윤리적 감각
을 강화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다시 상론(詳論)하겠다.
이 글은 종교에 대한 이상과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종교적 특
성을 연구하려 한다. 특히 재난에 대한 인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종교적,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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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고찰하려 한다. 이는 박경리 토지의 종교 사회학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며, 나
아가 문학과 종교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층위를 한층 더 넓고 깊게 하는 작업이다.

II. 주술적(呪術的) 담화(談話)

토지는 재난 서사로 분류해도 될 만큼 많은 재난이 나오고, 그러한 재난이 서사의 중
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갑작스럽게 닥친 호열자는 최참판가의 몰락을 추동하고 평사리
주민 전체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었으며, 그 밖에도 수많은 폭력, 살해, 강간 등의 개인사
적 고난들이 인물들의 삶과 작품 전체의 서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을 경험하거나 목도한 사람들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의 원인을 밝히려는 경
향이 있다. 이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며, 원인을 제거하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과론적 인식의 결과이다. 그러나 토지에 나오는 재난은 대부분 원인이 불분
명하거나, 또는 당대 사람들의 인식 수준으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들이다. 호열자가
왜 평사리에 창궐했는지, 왜 최참판가에는 후손이 많지 않은지를 아는 것은 이들의 인식
능력 밖의 일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재난의 원인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의 그러한 호기심은 무속적(巫俗的) 세계관과 결합하여 출처불명의 주술적 전언(傳言)을
남긴다.
토지에서 인상적인 주술적 전언은 최참판가에 대한 일곱 자식 가진 과부의 저주이다.
흉년이 들어 최참판가에 곡식을 구걸하다 거절당한 과부가 “믹일 기이 없어서 자식새끼
거나리고 나는 저승길을 갈기다마는 최가놈 집구석에 재물이 쌯이고 쌯이도 묵어줄 사램
이 없을 긴께, 두고보아라!”(1:286)121)는 저주를 퍼붓고 원귀가 되어 최참판가에 자손이
귀하다는 것이다. “이런 구전(口傳)으로 하여 한 시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빈한 선비들은
이 마을에 들어서면 강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고래 등 같은 최참판댁 기와집을 외면했고
최씨네의 신도비(神道碑)에 침을 뱉었다”(1:286)는 것은 『토지』 속 인물들이 이러한 주술
적 전언을 신뢰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그 동안 발표된 여러 『토지』 관련 논문에서 일곱
자식 가진 과부의 에피소드가 인용되었는데, 이는 연구자들 역시 일곱 자식 가진 과부의
저주(이하 ‘과부의 저주’로 줄임)가 작품 속 최참판가의 몰락을 설명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본 것이다.
과부의 저주는 최참판가의 축재(蓄財)와 귀한 자손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매
력적 전언이 되었다. 과부의 저주 때문에 최참판가의 자손이 귀해졌다기보다는 자손이 귀
하기 때문에 과부의 저주 같은 전언이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최참
판가는 흉년이 들 때마다 고방의 쌀을 굶주린 농민들의 전답문서와 맞바꾸면서 재산을 불
려왔다는 의혹이 있다. 과부의 저주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임을 믿게 만드는 구체적인 사
례이면서, 동시에 최참판가의 귀한 자손 현상 역시 그럴 듯하게 설명해 준다. 여기에서 과
121) 괄호 안 숫자는 마로니에북스 『토지』(2012)의 인용 권수와 쪽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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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저주와 관련된 배경 설화를 통해 최참판가의 축재 사실을 유추하는 것은 사회학적
상상이지만, 과부가 저주를 했다고 해서 최참판가의 자손이 귀하다는 것은 완전히 종교적
상상이다. 사회학적 상상이 종교적 상상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준 것이다.
과부의 저주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재난과 윤리의 상관성이다. 과부의 저주
는 최참판가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심판 행위였다. 최참판가가 윤리적으로 떳떳
했다면 과부는 저주를 할 수 없었거나, 저주를 했다고 해도 최참판가에게 실질적인 위해
(危害)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저주는 타인에게 재앙이 닥치기를 바라는 언술 행위이며,
도덕적으로 선한 인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부의 저주는 최참판가의 부도덕
함에 대한 분노였다. 이처럼 『토지』의 주술적 전언이 작중 인물이나 독자에게 유의미한
울림을 주는 것은 윤리적 감각을 동반했을 때뿐이다.
여기에서 ‘윤리적 감각’은 사회 일반의 관습적 윤리라기보다는 이성적 판단에 따라 이루
어지는 상황윤리에 좀 더 가깝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온 임이네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저주는 주술적 감정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작년만 해도 그년이 동네에 들어오고부텀 날이 가물더니마는 흉년이 안 들었
나? 그년이 들어서 필시 동네가 망할 기구마. 쫓아내야지. 안 되지러. 안 될
기구마.”(3:119)
“이런 년은 직이야 한다!”
“밟아 직이라!”
“찢어 직이라!”
“동네 망해 묵을 년! 이년을 안 쫓아내믄 또 흉년 들 기다!”
풀려나온 강청댁은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아이고 아이고 하며 통곡을 하고
대신 아낙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어 임이네를 사정없이 족친다.(3:125)

마을 사람들은 동네에 흉년이 든 이유를 임이네, 정확하게는 임이네의 남편 칠성이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종교적 사유
의 위험한 측면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또 다른 재난의 원인이 된다. 『토지』 1부에는 특히
이런 그릇된 윤리 감각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때 독자는 작중 인물의 윤리 감각과 거리
를 두게 된다.
독자가 인물의 감정에 더욱 거리를 두게 되는 주술적 담화의 예로 김서방댁의 객구[客
鬼] 물리기가 있다. 평사리 주민으로서는 처음 호열자에 걸리 김서방이 토사곽란을 일으키
자 김서방댁은 김귀를 물리는 의식을 치른다.

“상사 들어 죽은 구신아, 몽다리 구신아, 호식에 간 구신아!”
끝도 없이, 귀신은 참 많기도 하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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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네 살 묵은 김씨방성한테,”
하며 또 한참을 지껄여대더니
“썩 물러가라! 써어억! 위이.”
휘두르던 칼을 냅다 던진다. 칼날은 바깥 쪽을 향해 떨어졌다. 바가지 속
의 물밥을 문밖에 가서 버리고 돌아온 김 서방댁은
“이자 괜찮을 기요. 아주 깨본(시원)하구마.”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었다.(3:210)

호열자에 걸린 남편에게 객귀를 물리는 김서방댁에게 독자는 감정을 이입하기 어렵다.
서술자조차 ‘귀신은 참 많기도 하다’라면서 김서방댁을 조롱한다. 이처럼 『토지』의 주술적
담화는 때로 묘한 신비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과성 오류로 인한 해
프닝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이는 무속을 윤리적 감각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인정하려는
작품의 기본적 시각을 보여준다. 『토지』에 나타난 무속적 모티프들은 독자의 윤리적 성찰
을 매개하는 범위 내에서만 진정성 있게 서술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희화화되거나
비판적으로 서술되었다. 이는 무속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III. 죄의식과 도덕적 강박관념

앞 장에서 다룬 주술적 담화가 특정 인물이나 가문의 윤리적 자질을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임에 비해, 죄의식은 자신의 윤리적 자질을 스스로 성찰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두 가지 모두 비윤리적 행위의 결과가 재난을 가져온다는 인과론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한 인식의 주체가 서로 다른 것이다. 폴 리쾨르는 그의 저서 악의
상징(양명수 역 1999)에서 악(惡)을

‘부정(Stain, 不淨)’과 ‘죄(Sin, 罪)’와 ‘죄책(Guilt,

罪責)’의 세 단계로 구분였다.122) 세 단계는 각각 좀 더 고양된 ‘윤리적 의식으로 나아가
는 계기’(박상민 2008; 14)를 이루는데, 이 글에서 언급하는 죄의식은 세 번째 단계인 죄
책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조윤아는 박경리 소설의 주제 의식으로 흔히 언급되던 비극적 운명론을 폭력 희생자들
의 원죄의식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조망하였다. <김약국의 딸들>, <내 마음은 호수>,
<재귀열> 등의 작품에서 희생자가 폭력적 상황에 처하게 된 근원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강요된 원죄의식’(조윤아 2011; 159)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원죄론은 어거스틴이 신의 은
총을 강조하기 위해 내세운 이론이므로 박경리 소설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지
만, 인물들의 과도한 죄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수사적으로 차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언급한 작품들뿐 아니라 박경리의 대표작인 『토지』에서도 죄의식의 과잉이 보인다는 점에
122) 양명수는 이를 각각 흠, 죄, 허물로 번역하였으나, 영역본을 참고하여 필자 임의로 부정, 죄, 죄책
으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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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박경리 소설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토지』에서 과도한 죄의식을 보이는 대표적 인물은 윤씨부인이다. 죽은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절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던 중 동학장수 김개주에게 겁탈을 당해 사생아를 낳은
윤씨부인은 이후 평생을 죄의식 속에서 살아간다. 죄의식으로 인해 윤씨부인은 평생 동안
아들인 최치수에게 다정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내면의 상처를 입은 최치수는 괴팍한 심
성과 자학적 태도로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고 최씨 가문을 위기에 빠뜨린다. 윤씨부인의
죄의식이 과도한 것은 사생아 김환을 낳은 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윤씨
부인은 김개주에게 겁탈을 당하였고, 태중의 아이 생명을 저버릴 수 없어 주위 사람들을
속이고 김환을 출산한 것이다. 김개주의 구애를 거절한 것은 양반가의 청상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덕목을 따른 것이고, 이후에 주위 사람들을 속이고 김환을 출산한 것 역시 그
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후의 평생 동안 ‘의무의 무거운
짐’(3:115)을 진 채 살았다.
윤씨부인의 죄의식은 자신에게 닥친 재난 때문이 아니라 재난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녀는 김개주의 구애를 거부하고 그에게 겁탈을 당하
였으나, 훗날 김개주를 긍정적으로 추억한다. 말년의 윤씨부인은 김개주, 김환, 문의원, 우
관, 바우 내외, 월선네 등 7명을 ‘친애했던 사람’(3:114)으로 추억한다. 이들은 모두 겁탈
및 김환 출산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김환은 아들이고 문의원, 우관, 바우 내외, 월선네 등
은 윤씨부인의 비밀 출산을 도왔으니 ‘친애했던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겠지만 김개주까지
그들과 같은 차원에서 추억한다는 것은 윤씨부인이 김개주의 겁탈 사건을 부정적으로 기
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씨부인의 죄의식은 사생아 김환을 비밀리에 낳은
것뿐 아니라, 김개주의 겁탈을 부정적 재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신의 태도에서 비
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도한 죄의식을 보이는 또 다른 인물로 월선네가 있다. 월선네는 문의원의 부탁으로,
윤씨부인이 절에 가서 정양을 해야 한다고 시모(媤母)에게 거짓 신탁을 전한다. 이 일을
계기로 월선네는 영신(靈神)을 속였다며 크게 자책하고, 결국 그녀의 예언대로 객사(客死)
를 한다. 월선네의 자책은 자신이 모시는 신(神)의 전언을 거짓으로 전했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신(神)을 속였다는 것인데, 죄책의 대상이 신(神)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의 원죄의식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기독교의 원죄의식은 신 앞에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는 인식 아래, 인간이 자신의 행위가 아닌 신의 은총에 의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기독교
구원론의 근거가 되는 사상이다. 월선네는 자신이 모시는 신(神)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
고 생각하여 자신이 객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신의 은총의 근거로 사용되는 기독교의
원죄의식과 월선네의 죄의식은 심층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만일 월선네가 자신이 모시던
신(神)이 윤리적으로 선한 존재라는 믿음이 분명했다면, 친애하던 윤씨부인에게 닥친 재난
을 해결하기 위해 거짓 신탁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좀 더 덜했을 것이다.
이처럼 『토지』의 인물들이 보이는 과도한 죄의식은 기독교적인 원죄의식과 뚜렷하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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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다. 이들이 보이는 죄의식은 운명적인 재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였으나, 자신의
행위가 갖는 도덕적 의미를 스스로 변호하지 못하고, 자책의 차원에 머문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준 과도한 죄의식은 독자들에게 도덕적 판단의 어려움, 특정한 행위의
결과에 수반되는 불편한 감정 등을 통해 윤리에 대한 인식적 지평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윤리 서사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IV. 재난과 죄의 인과성을 넘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재난을 겪을 수 있다. 재난은 개인적 수난의 차원에 이루어질 수도 있
고, 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재난을 견디고 극복하는 동력
을 얻기 위해 재난의 원인을 탐색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람은 인식적 한계를 지닌
존재다. 영원히 알 수 없는, 또는 현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사람들이 시대나 사회적 제약, 또는 그 밖의 다른 상황으로 인해 갖게 되는 인식적 한계
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난에 대한 상상력은 또 다른 고난을 낳을 수 있다. 이는 특히 종교
적 상상력[Dogma]과 결합하였을 때 더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토지』에는 유교, 불교, 무속, 동학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등장하며, 이들이 작품 서
사의 중요한 일부를 이룬다. 각 종교는 작품 속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
고, 반대로 또 다른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토지』에서는 특정 종교의 긍정적 특징
이나 부정적 특징을 과장하지 않는다. 작가는 특정 종교에 대한 관심을 넘어 종교 자체의
사회적 의미 자체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다. 특히 재난과 죄를 인과적으로 보려는 인식
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한 인식이 갖고 있는 윤리적 스펙트럼을 다양한 방식으
로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토지』는 재난과 죄의 인과성을 넘어서는 모범적 윤
리 서사가 될 수 있었다. 각 종교가 재난에 대해 보이는 태도와 한계에 대해 모두 조금씩
서술하려 하였으나, 이는 다음 연구 과제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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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환의 살아야겠다 연구
홍주영 / 공군사관학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며, 행동적 대처가 있게 된다.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사건으로서의 COVID-19 대유행이고,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
으로서는 혐오와 숭고 등의 다종다기한 정동들이며, 행동적 대처로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
그리고 정부의 방역 정책들이다.
김탁환의 겹살아야겠다능는 2018년에 출간된 장편소설로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배경
으로 하고 있다. 본 소설에 대한 선행연구는 단 한 편도 없는데, 이는 2018년 10월 31일
첫 쇄를 인쇄하고 1년 남짓 지난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작가는 “메르스 피해자의 서사를 쓰고자 했다. ... ‘번호’가 아닌 ‘사람’을 되찾아야
했다.”(628면)라면서 ‘감염자’들의 입장에서 메르스 사태를 보고자 했는데,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자는 작가의 의도는, 2021년 1월, 신규 확진자
가 하루 1,000명을 넘나드는 ‘비상사태’ 속에서 ‘양성자’의 입장이 아닌 ‘음성자’의 입장에
서 소설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아직 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듯하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매스미디어에 소환된 작품은 김탁환의 최근작 겹살아야겠다능
(2018)가 아니라, 카뮈의 겹페스트능(1947)였다. 겹페스트능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초
점화자는 의사 ‘리유’라 할 수 있다. 그는 무신론자로서 페스트의 창궐을 신의 징벌이라
말하는 ‘파늘루’ 신부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며, 의학 그리고 성실함을 바탕으로 페스트를
극복해나간다.
카뮈의 이같은 시선은 성스러움을 인정하지 않는 냉정한 시선이되, 또한 냉철한 이성
즉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인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가 아닌 과학에 의지하여 코
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소환되었던 것이다.
2020년 2월, 김탁환은 코로나19 판데믹을 주제로 특별호를 기획한 한겨레21의 인터뷰
에 응한 바 있다.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뒤에라도 ‘내가 이번 바이러스에
덜렸다’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24면)라고 적는다. 이같은 주장
은 정부와 독자들에게 다분히 현재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정부는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
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황을 통제할 것’, ‘사람을 몇 번 확진자로 물화하지 말
것’, ‘혐오에 대항할 것’이다.
겹살아야겠다능에서 독자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이 사회의 권력관계를 받아들
여 사회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무능했고, 사람들은 불안
에 떨었다. 확진자의 아내이자 간호사인 ‘남영아’는 의학(과학)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
보고자 하는데, 사회가 던지는 시선은 혐오이며, 권력은 여기에 부응하여 권력에 대한 시
민들의 분노를 차단하고자 한다. 소설은 ‘남영아’의 시선을 통해 이같은 무능력과 부패를

- 177 -

고발하는 르뽀 소설로서 흥미진진한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설은 더 우울한 길을 간다. 치과 의사였던 ‘남영아’의 남편은 림프종 환자이
면서 메르스에 감염되어, 림프종을 치료하면 메르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메르스를 억누르
면 림프종이 재발하는 딜레마 속에서 마지막 환자로 남았던 실존 인물(치과의사 김병훈)이
다. 그의 죽음은 메르스 종식 선언과 결부되어, 전혀 애도받지 못했고, 피해자(확진자)로
하여금 어서 죽어야 할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했다.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2015년 당시, 자신 역시 그 가해자의 일원이었음을, 어느새 사
망자를 애도하기보다 그 생의 종식에 편승해 안도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당시 보
도는 “마지막 메르스 환자 숨져 ... 6달 여 만에 메르스 제로”였다. 독자들은 질병에 대한
자신의 혐오감이 그리고 질병의 종식(감염자의 사망)에 대한 자신의 안도감이 정당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자위적 인식을 새삼 떠올릴 수 있다. 그런 대다수의 독자들에게 김탁환의
소설 겹살아야겠다능는 불편한 것이다. 그는 정권의 무능력함이나 사회적 권력관계를 고발
하는 것을 넘어, 독자들의 혐오감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타자를 재현함으로써 주체성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원시상태를 극복하고 문명으로
나아가는 인간이 걸어온 길이라 알고 있고, 다른 여러 학문과 다른 인문학의 역할이라 알
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의 상당수 사망과 같은 위험을 가져다주는 질병, 바이러스,
또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숙주(확진자)에 대해 그와 같은 인문학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
은 쉽지 않을 것이다. 혐오는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유기체의 기본적 필요에 의해 발달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속하는 정동이기 때문이다.
과학이 위험을 특정하지 못하고, 정치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때, 종교가 겸손과 외
연의 확장이 아닌 타자의 배척을 꿈꿀 때, 혐오라는 극단적인 감정과 파괴적인 에너지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약자와 소수자, 이교도를 향해 방출된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어떠
한가. 과학은 아직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정치는 상황을 충분히 통
제할 수 없으며, 일부 종교는 정치담론의 언어를 차용하여 혐오에 편승하고자 한다. 이같
은 상황 속에서 혐오는 충분히 통제되기 어렵다. 아마도 코로나 시대의 리얼리즘 문학은
이 지점에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비평적으로 추천되는 몇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우선 과학을 신봉하는 인물을 무
신론자로 등치시키지 않는 것이다. 겹페스트능에서 ‘리유’는 무신론자이면서도 감염의 위험
에 뛰어들어 헌신적으로 페스트를 극복한다. 이러한 인물형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인식한 겸손한 신앙인으로도 형상화될 수 있다. 겹천국의 열쇠능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둘째는 초점화자를 혐오의 최종 피해자(김석주)가 아니라 기자와 같은 관찰자(이첫꽃송
이)로 하여, 독자들의 죄의식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셋째는 재난을 인간의 교만에 대한 징벌로 받아들이는 인물을 종교인이 아니라 환경오
염에 반대하는 시민운동가 등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신적 폭력에 대한 관점은 생태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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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있다.
넷째는 위기를 국가사회 내부에서 보는 관점을 넘어 국제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다. 우리는 위험과 그에 대한 대책을 국내적인 것으로 사유하기 쉽지만, 위기는 전지구적
으로 일어난다. 영화 <컨테이젼>은 이에 대한 전범을 보여주었다.
다섯째는 저소득층과 같은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다. 이들에게 코로나19는 걸렸다가 나을 수 있는 간접적인 위협인 반면, 소득의 감소는
당장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위협이다.
여섯째는 희생제의를 어느 정도씩 원하는 사회구성원들이 발현하는 ‘혐오’에 맞설 수
있는 에너지로서의 다른 정동을 작품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이때 ‘숭고’는 오답일 수
있다. 정동은 주체의 상징질서에 의해 바뀔 수 있는데, 상징질서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주 길고 긴 문학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겹살아야겠다능는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아직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당
대소설이지만, 그리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는 아직 그것을 평가할 수 있을 만
한 충분한 안도감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언젠가 이것이 극복되고 우리의 발자욱을 되돌
아볼 날이 올 때, 김탁환의 겹살아야겠다능는 징후적이고 예언적인 작품이었다는 평가를 받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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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한국시의 새로운 모색 ; 세인의 언어를 넘어 존재의 진리의
언어로-2000년대 전위시인 김경주의 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현정 / 숙명여대

오주리 선생님의 발표문 잘 보았습니다. 김경주의 시를 토대로 한국시의 새로운 모색을
논의하신다고 해서 반갑게 발표문을 기다렸습니다. 문장 형식의 논문으로 읽지 못해서 선
생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한 것인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김경주 시의 철학성을 다른
미래파 시인의 전위성 및 실험성과 구분함으로써 한국시의 새로운 뉴노멀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신 점에 이 발표문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논문으로 발전시키시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
길 바라며, 토론자로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이 발표문에서는 김경주의 시가 다른 미래파 시인과 다른 점을 ‘철학성’에 두고, 그
의 시 세 편을 텍스트로 삼아 그 시들에 담긴 철학적 연계성과 사유를 분석하고 계십니
다. 우선 의문이 드는 점은 김경주의 첫 시집에 실린 시 단 세 편만으로 김경주 시의 철
학성을 논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이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세 편의 시들은 모두
철학자의 생애나 그의 저서를 모티프로 쓰여진 시들입니다. 선생님이 정의하시는 ‘철학성’
이란 이렇게 철학적 모티프가 있어야되는 것인지요. 김경주의 첫 시집 발문에서 권혁웅은
“노동과 철학이 한 몸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경주의 시는 그러한 철학적 모티
프가 시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도 존재자로서의 고뇌와 죽음의 사유를 여러 실험적
인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경주의 ‘철학성’은 발표문에서 언급하신 세 편의 시를
필두로 나머지 시들, 특히 첫 시집 이후의 시들에 나타난 철학적 사유를 같이 언급하면서
논하셔야 뉴노멀로서의 가치가 입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결론 부분에서 언급하
신 것처럼 김경주 시의 철학성이 한국현대시에서의 철학시의 계보를 잇는다는 점에서 중
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셨는데, ‘뉴노멀’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려면 그 계보가 어
떤 점에서 다른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김경주의 ‘철학성’은 형식적
인 면이나 수사적인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명료한 텍스트 분석
으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철학적 모티프의 차용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가 시의
구조와 형식, 수사적 표현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의미화되는지를 김경주의 더 많은 시편을
텍스트로 삼아 분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 선생님은 발표문에서 김경주의 시가 “세인의 언어를 넘어 각자성을 구현하는 존재의
진리의 언어”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시를 ‘철학시’로 명명하고 계십니다. ‘각자
성’이라는 것이 각각의 독자성을 의미하고, 일상성에 함몰되지 않고 진리를 향해 근원적이
고 본래적인 존재자로서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면, 선생님은 김경주의 시를 너무 한쪽으로
밀어넣으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주는 여러 인터뷰에서 ‘사이의 감각’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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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고, 그것을 시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김경주의 시에는 장
르의 혼용뿐만 아니라 소리은유(“인어(人語)와 언어(言魚)/사이에 지느러미가 있다.”)와 비
문 등의 ‘언어의 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이의 긴장’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이 진리의 언어 또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도정이나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자체 세인과
진리 사이의 감각을 즐기는 것으로 보이고, ‘각자성’ 보다는 ‘혼성’이나 ‘잡종’의 양태로
읽힙니다. 그런 점에서 김경주는 언어예술을 지향하는 시인으로서 예술의 새로움과 가치
를 위해 노력하는 시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철학시’와 어떤 점에서 연결될 수 있을
까요?
질문이 두서가 없지만, 김경주 시가 21세기 한국현대시의 뉴노멀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는 점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선생님의 발표문이 논문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질문드렸습니
다.
저의 이런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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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소개: 오 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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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및 연구사 검토
“모든국가는분명일종의공동체이며,모든공동체는어떤
선(善agathon)을실현하기위해구성된다.”

“국가는자연의산물이며,인간은본성적으로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동물(zōionpolitikon)임이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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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정치학』(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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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은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에게 ‘3密’을 금지

▪

뉴노멀(New Normal)의 모색은 코로나 시대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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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 20~30마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못 보던 옆 동네 침팬지가 들어오면 물어뜯어 죽일 것
- 동물학자 겸 생태학자 최재천의 「생태와 인간」.『코로나 사피엔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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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안의 동물성의 소질”
“다른 인간들과의 공동생활의 소질, 다시 말해 사회로의 충동”
→ “온갖 패악과의 접목 가능성”

칸트(Immanuel Kant)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190)

- 190 -

인간이 필요 이상의 과밀한 사회생활을 해온 이유

나 자신의 불확실한 정체성을 집단에의 소속을 통해 확인받기 원하기 때문

조직화될수록 권력의 운용이나 경제의 효율 등의 관점에서 이득이 커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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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폭력”
→
“경제체계와 정치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나타나는 파국적인 결과”

- 지젝(Slavoj Zizek)의 『폭력이란무엇인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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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하는 내용 코로나19 예방 지침

이전까지는 사회생활을 하는 그 누구도 아파도 제대로 쉬어 본 적 없
어

자기에의 배려(le Souci de Soi)(푸코, 『성의 역사』)가 없는 사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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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폭력

각자성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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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요청하는뉴노멀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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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상•구연상의 『『존재와 시간』용어해설』 (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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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요청하는뉴노멀의또 다른 가능성– 세계 체제의공동체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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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

라는 장르에서의 뉴노멀의 모색

정치•경제•사회 영역
공동체성의 한계

문학예술영역
각자성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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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한국시단에등장한전위적인시인들,
이른바 ‘미래파’시인의대표주자로거론되어온 김경주시인

각자성에초점을맞추어뉴노멀시대,한국시의새로운가능성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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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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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주,『 나는이 세상에없는계절이다』,랜덤하우스,2008.
김경주,『기담』,문학과지성사, 2008.
김경주,『시차에눈을달랜다』,민음사,2009.
김경주,『고래와수증기』, 문학과지성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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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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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성

전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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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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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성

철학성

문단 내 진영
문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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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미래파 시인의 특성
– 황병승, 김언, 김민정 등의 신기성(=전위성과 실험성)은 반시(反詩, anti-poem)의 전략

↓
미래파시인중 김경주의특성
- 시 장르의본질로서의‘서정성’과‘존재사유’를심화하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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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 연구의시각
▪ 김경주

시의 각자성을 시인의, 고유한 존재의
진리를 언어로 현성하려는 시도로 이해하고,
그의 시의 이러한 특성을 철학성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 나아가,

김경주 시의 이러한 철학성을 바탕으로
그의 시의 대표작들을 철학시(哲學詩)로규정하여
문학사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 Rodin’s Penseur (@ Musei Vatic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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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주 시 중 철학자가 거론된 시
제목

관련 철학자

파이돈

장자

오르페우스에게서 온 한 통의 엽서

헤겔 플라톤

정신현상학에 부쳐 횔덜린이

헤겔

헤겔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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횔덜린

김경주

동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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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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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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횔덜린
Johann Christian
Friedrich
Hölderlin 학력: 튀빙겐대학교 신학부
성향: 헤겔과철학과 예술에 대해 대화를나누던 시인.
하이데거의시론과 철학에 영향을준 시인.
철학자들의시인.
대표작:『빵과 포도주』(1801-02)『히페리온』(1820)– 교양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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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페도클레스의죽음』(1797)『디오티마』-아내,사랑의 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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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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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Heidegger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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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存在,Dasein)

“우리들자신이각기 그것이며여러 다른 것들 중 물음이라는존재가능성을지닌 존재자”
-MartinHeidegger,『존재와시간』(22)

▪

(ZeinzumTode)

자기자신의죽음이라는미래의상황으로미리내달려가기획투사(Entwurf)해 봄으로써진정한
자기자신의존재의진리를추구하는삶을 추구하는현존재
-MartinHeidegger,『존재와시간』(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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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MartinHeidegger,『존재와시간』(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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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artinHeidegger,『존재와시간』(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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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가자신의진리를열어밝혀보이는데

▪ 말을

언어가 매개적역할

한다는것은 인간의본질
“SayingandSpeaking”,Heidegger

-DavidA.White,

andtheLanguageofPoetry (36)
▪

‘시를 짓는다’(Ditchten)이 곧 철학함
-MartinHeidegger, 『횔덜린의 송가-이스터』(30)
-MartinHeidegger,
(380)

「언어에

이르는

길」,

『언어로의

- 222 -

도상에서』

▪ 시작(詩作)은존재를건립하는존재자체의근본사건
▪

-MartinHeidegger,『횔덜린의송가-게르마니엔과라인강』(348)

▪ 시로
▪

쓰여야할 것은 시적 진리를 드러내고존재자의본질에맞게 그들을명명하는것

-MartinHeidegger,『횔덜린의송가-이스터』(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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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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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을반신(半神,Halbgötter),
▪

-MartinHeidegger,『횔덜린송가-게르마니엔과라인강』( 7)

▪ 반신은신적
▪

▪

즉,인간적존재에서신적존재로상승하고자하는중간적존재로봄

존재와인간적존재사이,즉, ‘중심-안의-존재’

-MartinHeidegger,『횔덜린의송가-게르마니엔과라인강』(260)

반신은 한편으로는‘인간-너머-존재’이자, 다른한편으로는‘신-아래-존재’
▪

-MartinHeidegger,『횔덜린의송가-게르마니엔과라인강』(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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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밤에 반신으로서의시인은사라져버린신들의흔적을신성하게노래하는역할
-MartinHeidegger,「무엇을위한시인인가?」,『숲길』(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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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존재의 진리를 추구하는 ‘이데아’로서의 시 -「파이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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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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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반신(半神)으로서의 시인 -「오르페우스에게서 온 한 통의 엽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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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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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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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의식의 자기완성을 위한 도정
-「정신현상학에 부쳐 횔덜린이 헤겔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죽기 전 내 심장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심장을 상상만 하다가 죽는다는 사실을 나는 아네
-1842년 11월 횔덜린에게“

→ 헤겔이 횔덜린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제사로 씀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을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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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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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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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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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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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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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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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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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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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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