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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과종교학회에서 “문학과 종교, 현대의 신화”라는 주제로 2021년 여름 전국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7월 15일 목요일, 서울대학교에서 기조강연 및 일부 발표가
진행되며, 이와 동시에 온라인 공간에서 비대면 방식의 학술대회가 이루어질 예정입
니다.
신화는 성스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범속한 현실 속 필멸의 존재인 인간은 끊임
없이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갈망하고 향유합니다. 신화는 영화, 소설, 연극 등의
다양한 서사 장르에 원형적 구조와 모티프를 제공하고, 시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영감
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의 신화적 사유를 다양한 양식 속에서 발견하고 분석
하는 가운데,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한층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 전국학술대회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스펙트럼으로 신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와 다름 또는 동질성을 통해, 우리가 앞
으로 이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작은 깨달음을 얻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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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일정표
일정

시간

장소(링크)

내용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10권과 11권에
1분과
(종교학)

나타난 기억, 시간과 영원,
그리고 그 기독교 인간론적 함축
발표: 김영원(서울대) / 토론: 이재환(목포대)

사회: 이재환
(목포대)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단군신화 내의
삼위일체에 관한 신학적 해석

<Zoom 연결>
제1세션

10:00~11:30

발표

(90분)

발표: 안성호(Gorden College) /
토론: 김민아(인천대)

2분과
(세계문학/
국문학)

퐁트넬의 『신탁의 역사』
발표: 차영선 / 토론: 김민아(서울대)

사회: 홍주영
(공군사관)

연오랑과 세오녀를 통해 본 샤머니즘 고찰
발표: 강준수(안양대) / 토론: 유육례(조선대)

<Zoom 연결>

점심식사

개회식

11:30~13:00
(90분)

13:00~13:10

개회사: 유요한(서울대, 회장)

(10분)
사회: 박소진
(숙명여대)

시학의 기본 개념 설정과
기조강연

13:10~14:40

<Zoom 연결>

종교・신화적 상상력

(90분)

강연: 박현수 교수(경북대 국어국문학과)

휴식

14:40~14:50
(10분)

폴 발레리와 김춘수의 신화시 비교 연구:
에른스트 카시러의 관점을 중심으로
발표: 오주리(가톨릭관동대) /
1분과(국문학)
사회: 송인화
(한세대)
<Zoom 연결>

토론: 정은기(가톨릭대)
서정범의 연구를 통해서 본
문학적 언어와 신화적 언어
발표: 홍주영(공군사관학교) /
토론:이지은(서울대)

신화의 사계절과 한국 알레고리 서사의 계보
제2세션

14:50~16:20

발표

(90분)

발표: 이가은(서울대) / 토론: 강민호(서울대)

Myths of Student Disengagement:
Creating an Innovative and Engaging
2분과(영문학)

Classrooms of Deep Learning
발표: Dary E. Dacanay, Lizette Dagdag(St.

사회: 김치헌
(서강대)
<Zoom 연결>

Patrick School of Quezon City) /
토론: 이희구(중원대)

포스트-트루스 시대에 보는
영화 <스포트라이트>
발표: 박선화(건국대) / 토론: 노동욱(삼육대)

휴식

16:20~16:30
(10분)

사회: 김치헌
정기총회

16:30~17:30
(60분)

총무부회장
(서강대)

1. 보고안건: 사업 및 재무보고
(회장단 및 총무이사)
2. 논의안건: 신임 회장 선출

<Zoom 연결>

2021년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 개회사
한국문학과종교학회 회장 유요한 교수(서울대)

2021년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
사합니다. 저는 한국문학과종교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유요한 교수
입니다. 제가 회장을 맡아온 2년 동안 네 차례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중
오늘 학술대회를 포함한 세 번이 zoom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방식입니다. 기조강연을
맡으신 경북대학교 박현수 교수님과 저를 비롯한 소수의 진행요원들만 서울대학교 인문대
학 신양관에 있고, 대부분의 회원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이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굴을 맞대고 침을 튀겨가며 열띤 토론을 하던 학술대회의 풍경은 아득한 옛 추억 속의
장면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정기학술대회를 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미흡한 점들이 있었지만 내용 면에서는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학술대회를 지난 2년간 계속 개최할 수 있었고, 또 온라인으
로 연구회 독회도 진행했습니다. 회장이 부덕하고 능력이 부족했지만, 우리 회원 선생님들
께서 문학과 종교라는 주제에 대한 학문적 열정을 유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학술대회의 주제는 “문학과 종교, 현대의 신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문학은
신화, 즉 ‘종교적 인간이 참이라고 믿는 성스러운 이야기’와 지향점을 공유할 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신화의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고 이청준
선생은 2007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가로서 자신이 매달려 온 주제는 이념이
나 이데올로기의 문제였다고 말하며, “거기서 더 나가면 신화”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
니다. 당시 투병중이던 노 작가는, “신화란 영혼의 형식이고 이데올로기의 심화된 형태”라
고 규정하며, 자신은 신화의 단계까지 가지 못했으나 “후배 작가들이 신화와 영혼의 차원
을 좀 더 파고들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이청준 선생은 신화의 개념
과 속성에 대해 마치 학자처럼 잘 정리하면서, 문학이 신화와 맞닿아 있다는 것, 문학이
신화를 향하고 있고 또 신화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대의 문학이 신화를 향한다면, 문학과 종교라는 주제를 공부하는 우리 연구자들이 담
당해야 할 역할은 분명할 것입니다. 작가가 문학 작품에 담은 신화와 영혼의 차원을 읽어
내고 이를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인터내셔
널상”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을 때, 몇몇 기자들이 그 아버지 한승원 작가에게 딸의 작품에
대해 평해 달라고 요청했었지요. 이때 한승원 작가는 딸의 작품이 보여주는 세계가 신화
적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어떤 새로운 신화적인 향기를 풍기고 있다. 누구의 세계도 흉내 내지

않고 저 혼자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채식주의자』의 세계는] 신화적인 분위기를 가지
고 있다.
강이는 진작 나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한다… 둘 다 작품 경향이 공통적으로 신화에 바탕
을 두고 있지만 내가 좀 더 리얼리즘 쪽이라면 강이의 세계는 훨씬 환상적인 세계, 나로
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다.
한승원 작가는 『채식주의자』가 신화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작품에서 풍기는 신화적
향기가 어떤 것인지, 한강의 작품 경향이 어떤 면에서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것은 문학과 종교를 연구하는 우리 학회의 학자
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문학작품뿐 아니라, 영화, 만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의 다양한 장르에
서 현대의신화적 세계가 발견됩니다. 로버트 엘우드(Robert Ellwood)는 현대 대중문화의
종교적 속성을 지적합니다. 엘우드는 현대 세계에서 대중 종교(popular religion)는 두 형
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는 기존 주류 종교가 대중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 실천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중 종교의 나머지 한 형태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종교적인 대중문화
에 새겨진 종교적 의미를 가리킵니다. 현대의 신화는 종교적으로 보이지 않는 문학과 다
양한 대중문화 속에 녹아 있고 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문종의 회원 선생님들이
다양한 형태의 현대 신화들을 분석해 오셨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앞
으로도 우리 학회에서 이 연구가 계속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지는 기조강연과 논문 발표를 통해 “문학과 종교, 현대의 신
화”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경북대학교
박현수 교수님의 기조강연을 통해 많이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수 교수님은
“시학의 기본 개념 설정과 종교 〮신화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이
험한 시기에 대구에서 직접 방문하신 것, 우리에게 귀한 배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학술대회이지만, 우리의 학문적 축제가 즐겁고 유익할 것
을 확신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다들 건강하고 평
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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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10권과 11권에 나타난 기억, 시간과 영원, 그리고
그 기독교 인간론적 함축」에 대한 토론문
이재환(목포대)

이 발표문은 제목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에 나타난 기억 이
론을 통해서 그의 인간 이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발
표문은 『고백론』을 정치하게 분석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철학의 큰 얼개를 제공한
다. 그 얼개 속에서 발표자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기억에 초점을 맞추고, 이 기억이 어떻게
시간성과 관련을 맺는지, 그리고 다시 이 시간성이 어떻게 인간의 실존적 상황과 관계되
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발표자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정신은 기억으로 환유될 수 있으며 이 기억은 크게 감각
적 기억(몸), 지성적 기억(정신), 감정적 기억(영혼)으로 나눌 수 있다. 발표자가 주목하는
것은 감정적 기억인데, 왜냐하면 이 기억이 “신을 기억하고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이며, 신
을 향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기뻐했던(행복했던)
기억이 우리를 타락 이전의 기쁨(행복)으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은, 앞서 말한 것처럼, 시간성과 관련이 있다. 존재(론)적으로 시간은
부재하는 것이지만, 기억 속에서 시간은 현전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주의집중
(attention)을 통해서 현상(학)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순간(현재)을 붙들어 맬 수 있다면
부피가 없는 ‘형이상학적 점’으로서의 찰나는 미래(기대)와 과거(파지/기억)로 확장된다.
이렇게 리쾨르의 용어를 빌리자면, ‘인간의 시간’이 탄생한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억으로서의 인간의 정신/영혼은 찰나의 순간을 더 이상 살지 않고 팽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억은, 발표자의 표현을 빌자면, ‘역동적인 영혼’의 표식이다. 하지만 발표자에 따
르면, 이러한 영혼의 확장은 결국 무질서로 귀결된다. 무질서하게 외출하고 팽창하는 영혼
은 신에 대한 사랑과 참된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최고선/좋음인 신으로
수렴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논평자가 잘 이해했다면, 발표자가 서사화하는 혹은 논평자가 발표자가 서사화하
고 있다고 서사화하는 아우구스티누스 기억 스토리의 후반부(사랑, 참된 중재자)는 전반부
(기억과 시간성)가 꼭 필요하지 않은 듯하다. 사실 인간 정신이 기억으로 환유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나 지성으로만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인간 정신을 통해서는 신에게 도달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경유해야하는 것이라면, 애초
에 인간 정신이 어떻게 존재하든지 - 기억이든, 감각이든, 지성이든, 의지든, 판단이든,
감정이든, - 후반부의 이야기(사랑, 참된 중재자)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
정신은 기억이고 이것이 시간성을 분만하는 사실이 왜 후반부 이야기와 필연적인 연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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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어야하는지가 더 설명되면 좋을 듯하다. 다시 말해서, 기억과 구원(은총)의 연관성
이 더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논평자가 생각하기에, 방금 제기한 질문에 대한 가능한 대답은, 기억과 시간성은 인간을
무질서로 데려가기 때문에, 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시간성은 무질서한 순간들의 나열
을 계열로 묶고 비선형적 삶의 계기들을 선형적 이야기로 빚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기억과 시간(성)은 영혼/정신의 팽창이 아니라 수렴이라고 볼 수 있지 않
은가. 그리고 인간 정신이 이미 수렴이라면 수렴시키는 중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은
필수적이지 않지 않은가. 이를 통해서 은총을 경유하지 않고 인간 그 자체로서 출발했던
곳에 되돌아가는 ‘인간론적 함축’이 가능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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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단군신화의 삼위일체와 성육신적 해석
The American Protestant Missionaries'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rinity and Incarnation Notion in the Tan-Gun Myth
안성호(미국 고든대)
Dr. Daniel S. H. Ahn
Assistant Professor of Global Christianity and Theology, Gordon College,
USA

Introductio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was that of translating the term for 'God' of Christianity into
vernacular Bible translation, known as the Term Question, since the Koreans
had totally different concepts of god derived from their indigenous polytheistic
and pantheistic contexts. It was also because the progress of Christian
missions has unquestionably depended on how the God of Christianity was
perceived by the Koreans and Chinese in terms that made sense within their
traditional worldview.1)
The Term Question in Korea emerged among the Protestant missions from
1882 to 1911. It was the issue of whether the name of the Korean Supreme
Being (Hananim: The Great One) could be adopted as the name of God in the
vernacular Bible translation or whether a foreign-loan word from a biblical
language should be introduced as the name of God. The American Protestant
missionarie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 Bible,
and so they eventually decided to use Hananim as the term for God in the
authorized version of the Korean New Testament in 1906 and thereafter the
entire Bible in 1911.
We may raise up several important questions: (1) How did the American
Protestant missionaries theologically view the Korean term Hananim, the
Supreme Being of the Korean Shamanism? and (2) what theological factors lay
behind the American Protestant missionaries' resolution of the Term Question

1) Bong-Rin Ro, 'Communicating the Biblical Concept of God to Koreans', in The
Global God: Multicultural Evangelical Views of God, eds. William David Spencer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214-15; Lamin Sanneh, Translating the
Message, 2nd ed. (Maryknoll: Orbis Books, 2009),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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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ological controversy over the translation of the name of 'God'

in the

Korean Bible Translation in 1906 and 1911?
This essay will argue that the American Protestant missionaries found the
Korean Trinity and incarnation notion in the Tan-Gun myth, and then they
viewed the Korean Trinity and incarnation as a remarkable analogy of the
Christian doctrines of Trinity and incarnation.

1. Introduction to the Tan-Gun myth

We will now introduce the Tan-Gun myth, because it offered an important
evidence that led the Korea missionaries to affirm the term Hananim as the
name of God, as will be seen.
It is commonly agreed by scholars that the Tan-Gun myt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Korean mythological stories among a variety of ancient Korean
folklores and myths, because it describes the oldest Korean history and its
original religious tradition in the twenty-fourth century BC.2) This myth had
been inherited for centuries in oral forms only (myth or folklore) because the
Koreans did not have a written language. It was not until the thirteenth
century that the myth was officially recorded by the idu script (a linguistic
system of representing Korean phonology through Chinese letters).3) As a
result, the myth can be found in several sources

notably, Samguk Yusa (三國

遺事: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4) Chewang Ungi (帝王韻紀: Rhymed

Chronicles of Sovereigns),5) Sejong Sillok (世宗實錄: The Veritable Annals of the

2) Bong Rin Ro, 'Communicating the Biblical Concept of God to Koreans', in God
Through the Looking Glass: Glimpses from the Arts, eds., William David Spencer
and Aída Besançon Spencer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p. 223.
3) Ryu, The History and System of Korean Shamanism, p. 50; Hong, Naming God

in Korea, p. 53.

4) This was written and complied by the learned Buddhist monk Iryon (1206-89)
during the Koryo Dynasty (1281-83 AD). This is the earliest extant record of the
Dan-Gun myth, and regarded as the most authentic record of the five sources. It
covered legends from many Korean kingdoms, including ancient Choson, Wiman
Choson, Puyeo, Gaya and the Three Kingdoms. This is the earliest extant record of
the Dan-Gun myth; Ryu, The History and System of Korean Shamanism, p. 27;
Grayson, Myths and Legends from Korea, pp. 26-7, 30.
5) This is a contemporary work with Samguk Yusa, was written by a government
official Yi Seung-Hyu (1224-1301) in 1287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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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gn of King Sejong),6) Ungje-Si (應制詩: Poem on the imperial request)7) and

Dong-Guk Tong-Gam (東國通鑑: The Chronicle Mirror of the Eastern Kingdom).8)
Of these five sources, this thesis cites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whole text
of the Tan-Gun myth from the Samguk Yusa in the Appendix, and I owe this
text to James H. Grayson's work.9)
It can be observed that the text has five scenes and one final redacted
scene. The first scene depicts 'the discussion between the Father, Hwan-in (the
Lord of Heaven or the Great One), and his Son, Hwan-ung'; the Son desires to
descend to rule over the inhabitants below. The Father thus selects the place
where his Son will descend to earth, and gives his Son the symbols of his
authority (three heavenly treasures). The second scene portrays the Son's
descent to earth; Hwan-ung descends to earth on the peak of a sacred
mountain by a sacred tree near an altar there. He brings with him three
principal ministers and three thousand assistants. The third scene shows a
bear and tiger pleading with Hwan-ung to transform them into human beings.
The fourth scene narrates the 'Union of Heaven and Earth'; the bear which
has been transformed into a woman, Ung-Nyo, pleads with Hwan-ung to give
her a son. Hwan-ung then marries her, and she gives a birth to a child,
Tan-Gun. The fifth scene describes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hoson)
State 'in the fiftieth year of the Emperor Yao [c.a. the twenty-fourth century
BC], in the reign year Kyongin; the son who was born by Hwan-ung and the
bear woman establishes a state of Choson. The final scene is about the
'change of dynasty' from Tan-Gun to Ki-Ja.10)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n-Gun myth
In the Tan-Gun myth, we may observe several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the first place, the myth was related to Hananim, because Hwan-In, one of
three main figures

of the myth, denoted Hananim. To

understand this

6) This was complied by Hwang Bo-In, Kim Jong-Seo, and Jeong In-Ji from 1452 to
1454 to record the detail politics of King Sejong (r. 1418-50 AD).
7) This was a collection of poems, written by Kwon Kun (1352-1409) as one of the
royal embassy to the Ming court in Peking in 1396. This was then complied and
annotated under the title of Ungje-Siju by his grandson Kwon Nam in 1462.
8) See p. 181, footnote #50, 51.
9) See the Appendix; Grayson, Myths and Legends from Korea, p. 31.
10) I owe this section to Grayson, Myths and Legends from Korea,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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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we need an etymological analysis of Hwan-In. It is commonly
agreed by scholars that the Korean word Hananim was etymologically derived
from Hwan-In, a compounded Chinese word of Hwan (桓) and In (因).11) The
former word, Hwan (桓), can be spoken as the Korean word Han (한), and the
latter word In (因) can be spoken as a Korean word Nim (님). Hence, Hwan-In
(桓因),

can

be

spoken

as

a

Korean

word,

Han-Nim,

from

which

the

compounded Korean word, Hananim (하나님), was derived.12) In terms of their
meanings, Hwan refers to heaven, sky, brightness and in many cases great or
one, and

In refers to an honourable suffix (lord, master or majesty),

corresponding to Nim, a Korean honourable suffix.13) Thus, the meaning of
Hwan-In is the Lord of Heaven or the Great One, both of which the meaning is
also the same as that of Hananim. In addition, the second main figure,
Hwan-ung, denotes the Son of Hananim on the grounds that a Chinese word,
Ung (雄), refers to son as the masculine gender.14) The third main figure,
Tan-Gun Wang-gum, is a compounded word of Tan-Gun and Wang-gum. As
several authoritative Korean linguistic scholars, notably Nam-Sun Choi and
Ju-Dong Yang, argue that the first word Tan-Gun was etymologically derived
from the Mongolian word tengri, which refers to heaven.15) While the second
word Wang-gum has various meanings, it generally refers to a ruler on the
earth.16) Thus, Tan-Gun Wang-gum can be interpreted as the Heavenly Ruler
on the earth who worshipped Hananim. In summary, on the grounds that the
three main characters of the Tan-Gun myth

Hwain-in, Hwan-ung and

11) Nam-Sun Choi, 'Gye-Go-Dap-Jon', Spring and Autumn, vol. 14 (June, 1918);
Gee-Bak Yi, 'The Issues of the Dan-Gun Myth', The Dan-Gun Myth Papers (1988),
p. 67; Gwan-Uh Chon, 'Dan-Gun', The Biographical History of Korea (1982), p. 159;
Jong-Ik Yi, 'The Studies on Han', The Papers of Eastern Thoughts (1975), pp.
424-5; See-In Park, The Altaic Myths (Seoul: Samjungdan, 1980), p. 102, cited in
Ho-Ik Heoh, Dan-Gun Myth and Christianity (Seoul: Christian Literature, 2003), pp.
74-9.
12) Heoh, Dan-Gun Myth, pp. 74-7.
13) Ibid.
14) Ryu, The History and System of Korean Shamanism, p. 31; Heoh, Dan-Gun

Myth, pp. 82-9.

15) Ju-Dong Yang, Ancient Korea (Seoul: Sinmun-sa, 1947), pp 125-6, cited in
Sung Bum Yun, 'The Birth of the Concept of God in Korea', Christian Thought
(June, 1969), pp. 106-09; Ryu, The History and System of Korean Shamanism, p.
31.

16) Heoh, Dan-Gun Myth and Christianity, pp. 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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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un Wang-gum

correspond to Hananim, the Son of Hananim and the

Heavenly Ruler on the earth respectively, the Tan-Gun myth can be said to be
coherent with Hananim.
In the second place, in view of the first observation above, we may find
that the Tan-Gun myth reflected the Korean notion of a triune deity on the
grounds that Hananim has three persons Hwain-in, Hwan-ung and Tan-Gun.
In the third place, it can be observed that the Tan-Gun myth shows the
Korean understanding of incarnation; Hwan-ung himself wanted to descend to
earth, and although Tan-Gun belongs to Heaven, he governed the Korea state
as a link between Heaven and earth.
In the fourth place, a number of scholars, notably James H. Grayson,
suggest that several shamanistic aspects can be observed in the Tan-Gun
myth.17) According to Grayson, first, the mention of the 'descent of the spirits
of Hwan-ung [the Son of Hwan-in]' from heaven to earth and of 'a link'
sacred altar

a

between heaven and earth may be a typical element of

shamanism among the Ural-Altaic people.18) Second, Tan-Gun himself can be
referred to as the first and 'chief Korean shaman' in the sense that he, as the
first Ruler of the Korean state (Choson), initiated an offering to Hwan-in in
order to seek the 'link' between heaven and earth.19) Third, as previously
noted, the word Tan-Gun itself may reflect a shamanistic aspect; it is
etymologically derived from tengri (referring to heaven or sky; the Mongol or
Ural-Altai language), which had been broadly worshipped as a Supreme Being
in shamanistic rituals among the Ural-Altaic people in Siberia and Central
Asia.20)

17) Grayson, Korea A Religious History, p. 241; Taek-Gyu Kim, 'The Shamanistic
Structure in the Dan-Gun Myth', Linguistics and Literature, vol. 5 (1959), p. 85,
cited in Heoh, Dan-Gun Myth and Christianity, pp. 104-6; Ryu, The History and
System of Korean Shamanism, p. 34; Yun, 'The Birth of the Concept of God in
Korea', p. 105; Hong, Naming God in Korea, p. 60.
18) Grayson, Korea A Religious History, p. 241.
19) Ibid.
20) Mira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2nd ed. (London: Sheed and
Ward, 1971), pp. 60-3; idem, Shamanism, 2nd ed. (Princeton & London: Princeton
U. P., 1992), pp. 9, 461-62, 504-07; Grayson, Korea A Religious History, p. 241;
Kim, 'The Shamanistic Structure in the Dan-Gun Myth', p. 85, cited in Heoh,
Dan-Gun Myth, pp. 104-06; Ryu, The History and System of Korean Shamanism, p.
34; Yun, 'The Birth of the Concept of God in Korea', p. 105; Hong, Naming Go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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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ast place, the Tan-Gun myth demonstrates that these Korean
theistic concepts had been formed before foreign religions were brought from
China to Korea. Specifically, the myth mentions that Tan-Gun, who initiated the
monotheistic worship of Hananim, established the Korean state 'in the fiftieth
year of the Emperor Yao [c.a. r. 2356 - 2255 BC: one of the sage Chinese
kings]'.

Thus,

a

Korean

indigenous

religious

tradition,

viz.

shamanism,

originated long centuries before the arrival of foreign religions in Korea from
the fourth century AD onwards.21) In addition, according to Grayson, the
probable date of the origin of the myth is between 800 BC and 400 BC or the
middle of the first millennium BC.22)

The Preservation of the Korean Theistic Notion of the Tan-Gun Myth
Several historical records and historic remains indicate that the Korean
religious concept of the Tan-Gun myth had been preserved since it emerged.
First, we will cite several historical records from the eighth-century Shilla
Dynasty and the thirteenth-century Koryo Dynasty. When Kim Saeng (金生:
711-791), one of the most famous Korean calligraphers in the Shilla Dynasty,
offered his prayer to God when seeking his special gift of calligraphy, Tan-Gun
answered that 'I am Tan'gun [Dan-Gun] and come down to bless you according
to the longings of your heart.'23) According to the record of Kyu-Bo Yi (李奎報:
1168-1241), a famous Korean scholar and poet in the Koryo Dynasty who wrote

Dong-Guk I-Sang Guk-Jip (東國李相國集: Collected works of Minister Yi of
Korea), when Solgo, a famous painter of the Koryo Dynasty, prayed to God for
many years, Tan-Gun answered that 'I am the god-man, Tan'gun [Dan-Gun].
Moved by your earnest prayers, I have come to give you the divinely pointed
brush.'24)
Second, in fifteenth-century Choson Dynasty, i.e. 1429, Koreans built up
the Tan-Gun Temple, viz. the Sam-Sung-Sa (三聖祠: the Three-Holy-Gods

Korea, p. 60.

21) Grayson, Korea A Religious History, p. 241.
22) Idem, Myths and Legends from Korea, pp. 31-42.
23) James S. Gale,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KMF (July 1924), p. 134;
Richard Rutt ed.,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Seoul:
Royal Asiatic Society, 1972), pp. 93-4.
24) Gale,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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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e), in honour of Tan-Gun, nearby Pyung-Yang, the capital of the ancient
Korea state, which was founded by Tan-Gun and believed to have been the
place where Tan-Gun originally came down from heaven.25) Inside the temple,
they erected the shrine of Tan-Gun where they offered worship to the triune

Hananim.

26)

Besides, they also built other Tan-Gun altars in Eui-Ju, Mt.

Paik-Du, Seoul and many other places, where they offered their worship to

Hananim, and these altars were associated with the Tan-Gun Temple nearby
Pyung-Yang.27)
Third, the emergence of the Tan-Gun Gyo (檀君敎: The Religion of
Tan-Gun) or the Dae-Jong-Gyo (大倧敎: The Religion of the Great Progenitor)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demonstrates that the Koreans had preserved at
least some elements of remembrance of the Tan-Gun myth even to the modern
period.28) The Tan-Gun Gyo, founded by Cheol Na (1863-1916) on 15 January
1909, was a religious movement which promoted resurgence of the ancient
Korean belief in the Tan-Gun myth.29) Specifically, the Tan-Gun Gyo adopted
the triune theistic notion of the Tan-Gun myth and Christianity as its core
doctrine,30) and thus worshipped the Trinitarian God

Hananim (God the

Creator), Hwanung (God the Teacher) and Tan-Gun (God the Ruler).31)

25) The temple was called as the Sam-Sung-Sa, located at Mt. Ku-Wol, Mun-Hwa
in South Hwang-Hae Province, North Korea; Charles A. Clark, Religions of Old
Korea (New York: Revell, 1932; reprinted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61),
p. 140.
26) Homer B. Hulbert, 'Part I Ancient Korea: Chapter I', KR (Jan. 1901), pp. 33-5;
Clarence N.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London: Routledge and K. Paul,
1962), pp. 1-4, 93-4; Gale,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p. 134; Underwood,

REA, p. 109.

27) Underwood, REA, p. 100.
28) The name Dan-Gun Gyo was changed to Dae-Jong-Gyo in 1910 because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Clark, Religions of Old Korea, pp. 140-43; Yon-Tak
Kim, Protestant Church Growth in Korea (An-yang: Korea Theological Seminary
Public., 1998), p. 72.
29) Kim, Protestant Church Growth in Korea, p. 72.
30) Ho-Sang Ahn, The Ancient History of the Korea: Dong I Race (Seoul: Institute
of Korean Culture, 1974), pp. 74-86.
31) Donald L. Baker, 'Globalization and Korea's New Religions', in Korea Confronts
Globalization, eds., idem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9), p. 211; because its
doctrine was syncretised with several religions, such as Christianity, Confucianism,
Buddhism and their own beliefs, it is strictly judged as a heresy by orthodox
evangelical Korean chu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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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the Koreans continued to maintain the original 'Tan-Gun Altar'
on the top of Mt. Mari in the Kang-Hwa Island as a sacred place, where
Tan-Gun first worshipped Hananim in the twenty-fourth century BC, and the
Koreans continuously offered offerings to Tan-Gun.32)
In summary, all these historical record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Korean understanding of the Tan-Gun myth had been maintained until the
modern period. Accordingly, James Gale argued that 'these [records] are
witnesses to the fact that someone called Tan'gun sometimes, somewhere,
impressed the people of Korea with his power and personality.'33) It is therefore
notable in

this

section

that

the

Koreans

had

held

a

retained

residual

understanding of both incarnation ('the god-man') and trinity through the
Tan-Gun myth. We will see how these distinctive notions facilitated the Korea
missionaries' resolution of the Term Question in the following sections.

2. The Korea Missionaries' Understanding of the Tan-Gun Myth: Its
Relation to the Resolution of the Term Question34)

The section will explore how the Korea missionaries discovered the
Korean triune and incarnation concept in the Tan-Gun myth, and how they
related

them

to

Christian

incarnationism

and

trinitarianism,

and

hence

facilitated the complete resolution of the Term Question in 1911. This section
will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three main figures of the Board of Translators
of the AV-KBT

Gale (PCUSA), Underwood (PCUSA) and Reynolds (PCUS)

because the completion of the AV-KBT in 1911 was mostly attributed to their
contributions.35) In addition to them, this section will also deal with Hulbert
(AMN) and Clark (PCUSA), since Hulbert's early research to the myth led other

32) Gale,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p. 134; Rutt ed., James Scarth Gale, pp.
93-4; Underwood, REA, p. 109.
33) Gale,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p. 134.
34) For the further study on this issue, see Oak's two articles to which this
section is indebted, 'Shamanistic Tangun and Christian Hananim', Studies in World
Christianity, vol. 7-1 (2001), pp. 42-57; 'North American missionaries'
Understanding of the Tangun and Kija myths of Korea, 1884-1934', Acta Korea,
vol. 4 (2002), pp. 1-16.
35) Underwood, 'Bible Translating',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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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aries to be interested in the myth,36) and Clark's summarisation of
other missionaries' study of the myth will lead us to an important conclusion
of this section.
At a meeting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n
December 1900, Hulbert (AMN) presented a paper, 'Korean Survivals', which
argued that the origin of the Korean state and people could be traced to
Tan-Gun, not the Chinese immigrant, Ki-Ja.37)
Hulbert wrote a series of articles 'The History of Korea' in the Korea

Review, from January 1901 through December 1904, and these articles were
compiled as a book, entitled Hulbert's History of Korea in 1962.38) In the first
article in January 1901, in referring to 'an abstract in nine volumes of the four
great ancient histories of Korea', viz. Dong-Sa-Gang-Yo (東史綱要: the Eastern

Digestive History)39), he introduced the Tan-Gun myth, and added his own
commentary.

In

this

commentary,

he

emphasized

that

Tan-Gun

offered

monotheistic worship to Hananim at the 'Tan'-gun's Altar in 2265 BC'.40)
Second, he drew attention to the 'Korean trinity'

'Whan-in, Whan-ung and

Tan-gun'.41) Third, he highlighted the 'incarnation' of Whan-ung, the Son of
Whan-in (Hananim), saying that 'as he [Whan-ung] had not yet taken human
shape, he found it difficult to assume control of a purely human kingdom;
searching for means of incarnation he found it in the following manner.'42)
In his book The Passing of Korea (1906), Hulbert further expounded what

36) Oak, 'Shamanistic Tangun and Christian Hananim', p. 46.
37) Homer B. Hulbert, 'Korean Survivals',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hereafter TKB], vol. I (1900), pp. 1-24, cited in Oak, 'North
American missionaries' Understanding', p. 5.
38)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Editor's foreword, pp. ED10-11.
39) Ibid, Editor's Introduction, pp. ED 71-9; in his earlier 'Introductory Note' of
this series in the KR for January 1901, Hulbert identified the four 'great' works as
follows the Dong-Guk-Tong-Gam (東國通鑑 by So Geo-Jung in 1484; period covered
from Dan-Gun to Koryo), the Dong-Sa-Chan-Yo (東史纂要 by O Un in c. 1600; from
Three Kingdom to Koryo) , the Dong-Sa-Hoe-Gang (東史會綱 by Yim Sang-Dok in c.
1719; from Three Kingdom to King Gong-Min of Koryo), and the Dong-Sa-Po-Yu
(東史補遺 by Cho Jung in 1646; from Dan-Gun to Koryo); cf. see p. 181, footnote
#50, 51.
40)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p. 3.
41) Ibid, p. 4.
42) Ibid, pp. 1-2; emphasis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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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termed 'the Korean trinity' and 'incarnation', and interestingly added a
notion of the Virgin Mary:

In Munwha there is a shrine to the Korean trinity, Whanin,
Whanung and Tangun, the first being the creator, the second his
son, and the third his earthly incarnation. Our interest in the story
is enhanced by the fact that he came to earth in the form of a
wind, and was incarnated through the medium of a virgin.43)

As James S. Gale (PCUSA), a member of the Board of the Translators,
began to study the Tan-Gun myth in 1895,44) he wrote an article 'Tangun'. In
this article, he highlighted the 'Triune Spirit' of the Tan-Gun myth, stating that
'Whan-in is God (Ch'un [Chinese T'ien: Heaven]); Whan-oong is the Spirit (Sin
[Chinese Shen]); and the Tan-goon is the God-man (Sin-in), these three
constitute the Triune Spirit (Sam-sin).'45) Second, he emphasised an incarnation
of the myth, spelling out that 'Whan-gum changed from a Spirit into a man',
viz. the 'God-man'.46)
In one of his multi-part articles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Gale

43)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pp. 288-91; emphasis mine;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Sung-Bum Yun argued that the origin of the Korean triune notion of the
Dan-Gun myth had been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Nestorians who came to
the Northeast Asia during the eighth and ninth century AD. However, his argument
has been harshly criticised by many scholars on account of the lack of supporting
scientific and archaeological evidence. Moreover, it cannot be correct on the
grounds that the Dan-Gun myth itself demonstrates that the myth had emerged (in
the twenty-fourth century BC) such long centuries before the Nestorians arrived in
Northeast then; cf. Sung Bum Yun, 'The Dan-Gun Myth is the Vestigium Trinitatis',
Christian Thought (October, 1963), pp. 14-18; idem, 'The Birth of the Concept of
God in Korea', p. 121; Young-bok Rha, An Analysis of the Terms used for God in
Korea in the Context of Indigenization (ThD thesis, Boston University, 1977), p. 59;
Hong, Naming God in Korea, p. 59; Oak, 'North American missionaries'
Understanding', p. 6; Spencer J. Palmer, Korea and Christianity (Seoul: Holym
Corporation, 1967), pp. 14-5; see p. 12, footnote #41.
44) James S. Gale, 'Korean History', Korea Repository (Sept. 1895), p. 321, cited in
Oak, 'Shamanistic Tangun and Christian Hananim', p. 44.
45) James S. Gale, 'Tan-goon', The Korean Magazine (Sept. 1917), p. 404, cited in
Oak, 'North American missionaries' Understanding', p. 11.
46) Gale, 'Tan-goon', p. 404, cited in Oak, 'North American
Understanding',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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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aries'

claimed the Korean 'divine trinity' by referring to Ko-Keum-Gi (古今記: the

Record of Past throughout Present)47), reading that 'Hwanin is God (ch'on),
Hwanung is the spirit (sin), and Tan'gun is the god-man (sinin); these three
constitute a divine trinity (samsin).'48) Accordingly, he regarded Tan-Gun as
'the third person of a divine trinity'.49) Second, he also claimed the incarnation
notion of the myth by affirming Tan-Gun as 'shin-in (神人: God-man), which
translated, may mean divine man, angel, spirit, or god.'50) Third, he asserted
that Tan-Gun played a role in being an example of the worship to God
(Hwan-in) as the first priest or the mediator between the Koreans and God
'throughout all ages'.51) In addition, he argued that Pyongyang, founded by
Tan-Gun as the capital of ancient Korea (Choson), was 'one of the oldest cities
in the world, contemporary with Thebes52) and Shinar'.

53)

The city 'Shinar'

was a place where one group of Noah's descendants resided in the aftermath
of the Deluge (Genesis 10:10) and built the Babel Tower (Genesis 11:2).54)
In short, Gale argued that there were parallels between the Korean
theistic beliefs contained in

the Tan-Gun myth and the Judeo-Christian

revelation.
George H. Jones (AMN), a member of the Board of Translators, also
suggested in his paper, presented at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that Tan-Gun might be a 'great shaman' as a god-man, and that 'his
worship on the great altar on Kanghwa was a simply shamanistic performance.
'55), thereby implying that Tan-Gun could be corresponding to the incarnated

47) Rutt ed., James Scarth Gale, p. 93.
48) Gale,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Chapter I', p. 134; Rutt ed., James
Scarth Gale, p. 93.

49)
50)
51)
52)
53)

Gale,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Chapter I', p. 134.
Ibid.
Ibid.
This was a city of Ancient Egypt built in around 3,200 BC.
Gale,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p. 134; Rutt ed., James Scarth Gale, p.

93.

54) Gale,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p. 134; Rutt ed., James Scarth Gale, p.
93.

55) George H. Jones, 'The Spirit Worship of the Korean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1 (1901), pp. 35-41; Clark, Religions of
Old Korea,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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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Jesus Christ. Underwood (PCUSA), the Chair of the Board of Translators,
similarly related the Tan-Gun myth to Korean shamanism. He drew attention to
the incarnation motif in the Tan-Gun myth by stating that Hwan-ung, who
came

from

(Hananim),

Hwan-in

'desired

incarnation',

and

subsequently

'breathed upon her [a woman who was derived from a bear], and she was
conceived and gave a birth to Tan-Gun.'56)
In his article on the completion of the AV-KBT in 1911, Reynolds (PCUS),
the

Secretary

of

the

Board

of

Translators,

related

the

story

of

the

'supernatural birth' of Tan-Gun from the bear-woman in the Tan-Gun myth to
that of Jesus from

the Virgin Mary in the Gospel of Matthew 1:23.57)

Accordingly, he acknowledged the birth

story of Tan-Gun as

'a vague

prophecy' of the Scriptures.
Reviewing these Korea missionaries' study of the Tan-Gun myth, Clark
(PCUSA) observed that the Korean knowledge of the Tan-Gun myth played a
role as a preparatio evangelica:

Many of the Christians in Korea first had their interest in the
Christian Gospel aroused through their knowledge of Tangoon and
his God, and they have recognised that He is one and the same as
the God of their Bible. May the day come when all Koreans may be
led to do likewise!58)

In summary, the American Protestant missionaries commonly asserted
that the Korean trinity and incarnation, found in the Tan-Gun myth, could be
regarded as a partial anticipation of the Christian doctrines of trinity and
incarnation; that is, Whanin, Whanin-Tangun, the 'wind' and the supernatural
birth of Tan-Gun, respectively, were the counterparts of God, Jesus and the
supernatural birth of Jesus, conceived from the Virgin Mary through the Holy
Spirit.59)

56) Underwood, REA, p. 105; emphasis original
57) W. D. Reynolds, 'Here and There', The Bible in the World (Oct. 1911), p. 318,
cited in Oak, 'North American Missionaries' Understanding', p. 9; Matthew 1:23
reads, 'Behold, the virgin sha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which is translated, God with us†'
58) Clark, Religions of Old Korea, p. 143; Palmer, Korea and Christianity,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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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In conclusion, we may suggest that the Korea missionaries' (particularly
the members of the Board of Translators) study of the Tan-Gun myth led them
to identify remarkable apparent affinities between the Korean ideas of trinity
and incarnation and the Christian doctrines of trinity and incarnation with the
result that they decided to translate the name of 'God' as Hanamim in the
Korean Bible Translation.
As a result, the term Hananim in the Korean Bible translatio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growth of the early Korean churches because, in Koreans'
view, Hananim is situated atop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gods and spirits as
the highest being and analogous to the Christian Trinitarian and incarnation
notion, so the resonance of this term was uniquely suited to pave the way for
an understanding of the monotheistic and Trinitarian God of Christianity as
being distinctively Korean as well as universal. Hence, the adoption of the term

Hananim in the Korean Bible translation was crucial in preparing a link
between

the

Korean

religious

culture

and

the

imported

Christian

faith,

prompting an effective transition for the Korean people from the indigenous
notion of god, Hananim, to that of Christian image.
Therefore, as Spencer J. Palmer asserts, it may be inferred that these
apparently close analogies between the triune and incarnated Hananim, as seen
in the Tan-Gun myth, and the Christian doctrine of God enabled the Korea
missionaries to affirm Hananim as the most suitable term for the God of the
Bible with the result that the Term Question in Korea was resolved.60).

59) Palmer, Korea and Christianity, pp. 14-5.
60) Palmer, Korea and Christianity,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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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단군신화의 삼위일체와
성육신적 해석」에 대한 논평문

김민아(인천대)

안성호는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단군신화 속에서 삼위일체와 성육신 사상의 단초를
발견하고 그것을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및 성육신 교리와 연결지어 사고하였음을 주장한
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의 결과로 ‘God’에 해당하는 한국어 성서 번역어로 ‘하나님’을 선
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한국 샤머니즘에서 최고신(Supreme
Being)을 일컫는 용어로,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그리스도교의 ‘God’
에 대응시킴으로써 단군신화 속에 담겨있는 삼위일체와 성육신 사상을 그리스도교의 교리
와 연관지어 한국인들이 그리스도교 교리를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논지
이다. 발표자는 ‘하나님’ 용어의 선택을 통해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리스도교의 삼위
일체와 성육신 사상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에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발표자는 먼저 단군신화를 소개하고, 이후 단군신화에 담겨 있는 삼위일체와 성육신
적 이해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단군신화를 이해한 방식을 설명한
다. 본 발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용어 선택 뒤에 담겨 있는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비교종교학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본 발표문을 읽으며 논평자로서 가지게 된 질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째, 발표자는 단군신화의 등장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각주 43번에서
발표자는 단군신화가 기원전 24세기에 등장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1장의 ‘단군신화의 특
징’ 부분의 말미(5쪽)에서도 단군신화에서 단군이 기원전 2356년에서 2255년 사이에 국가
를 형성했다고 나온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단군이 조선을 건국했다고 단
군신화에 나온다고 해서, 단군신화가 그때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발표자의 말처
럼 13세기에 나온 『삼국유사』가 단군신화를 담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그 이전에 ‘단군’이라는 용어만이 아니라 삼국유사에 담긴 단군신화 형태의 내러티브를 갖
춘 신화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무엇인가? 어떠한 근거로 필자는 기원전
24세기에 단군신화가 등장했다고 보는가?
둘째, 1장의 ‘단군신화 속 한국 신 개념의 보존’에서 발표자는 한국인들이 단군신화의
삼위일체와 성육신 이해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단군신화가 근대
까지 유지되었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성육신과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의문이다. 본 발표에서 한국인들의 이해보다는 선교사들의 이해가 더 중요
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인들이 단군신화를 통해 삼위일체와 성육신 사상을 익숙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 발표에서 그리 중요해보이지
않는다. 이보다는 한국인들이 삼위일체와 성육신 사상에 익숙하다고 본 선교사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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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결론에서 발표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초기 한국 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
을 했다고 말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인들이 단군신화를 통해 성육
신과 삼위일체 개념에 익숙하다고 선교사들이 생각했다는 것과,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하
나님’이라는 용어가 그리스도교 교리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내용으로, 각각 다른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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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2분과

세계문학/국문학

“현대의 신화”_ 퐁트넬의 『신탁의 역사』

차영선

I.

서론

신화라는 말은 본래 살아있는 ‘신의 이야기나 신성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신화는 우리인간의 삶속에서 인식되고 살아 숨 쉬는 신의 이야기이자 인간의 이야기로,
‘인간과 우주를 연결하는 신비의 통로’이다. 현대인이 신화에 귀 기울이는 것이 새로운 자
기인식의 계기가 되고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까닭에 신을 스토리텔러라 정의
하기도 한다. 즉 신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각 사람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일일이 다 만들어내니까. 요즘 스토리텔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신만
큼 완벽한 스토리텔러는 없다는 것이다. 신화는 현대인의 존재의 뿌리를 알게 해주고, 인
간 본성을 일깨워주며, 현실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이겨낼 수 있는 영감의 원천으로도 작
용한다. 본문에서 다룰 퐁트넬은 이성주의 신봉자임에도 물질문명만을 추구하는 각박한
현대인의 모습을 되짚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신화이야기를 그의 작품『신
탁의 역사』에서 그린다. 인류의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어린이들이 해리 포터나 반지
의 제왕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어른들은 사주팔자에 호기심을 갖고 인생의 선택을 사주에
의탁하려 듯 말이다. 이렇듯 신화에서는 신화가 갖는 진정한 주인공의 모습을 찾을 수 있
는 반면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하듯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은 늘 신탁을 받는다
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기 위해 신탁을 받지만, 막상
신탁을 받고 나면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결국 그 발버둥 때문에 운명에 휩
쓸린다”(『미신의 역사』프롤로그). 이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신화의 순기능보다 역기능
을 짚고 넘어가며 현대 신화이야기와 관련시키고자 한다. 특히 민간신앙이 신화를 통해 전
승되어가듯 퐁트넬이 점, 운세, 사주, 주술 등의 샤머니즘이나 미신 및 우상숭배를『신탁의
역사』(1687)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퐁트넬(1657-1757)을 간단히 소개하면 오늘날 우리가 백세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
가 생존하던 시기에도 그는 100세를 넘긴 사람이다. 당시 과학 아카데미 종신 서기장
(1699-1740)으로 태양중심설이나 뉴튼이 우주를 발견하는 등, 과학의 최첨단 시대를 구가
하던 때에도, 신화의 세계로 날고자 하는 미신․우상숭배(사주, 신점, 주술)로부터 민중의
무지와 맹신을 깨우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한 철학자이다. 따라서 그는『신탁(神託)의 역
사』에서 유일신교자로서 진정한 의미의 신탁을 명시하며 주술, 복술, 신점, 사주 등과 같
은 현대의 샤머니즘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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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탁에 관하여

퐁트넬에 의하면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편리한 것(빠르고 쉬운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신탁을 퍼뜨렸다고 한다. 인간 본성이 본연의 신적 기원인 계시를 원하기 때문에 사주,
점, 운세뿐 아니라, 복술, 마술, 더 나아가 표적, 이적, 기사[奇事]는, ‘호기심뿐 아니라’
‘놀라움과 경이로움은 물론 그것을 철저하게 믿게까지 한다’는 것이다.
퐁트넬은 또 우리 지성의 태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믿는 사람들의 무분별함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래서 신탁이나 기적 등을 일상화하도록 자극하는, 신탁이 이루어진
장소의 실상을 고발한다. 분명 목소리가 무섭게 울리는 어두운 동굴, 증기, 연기로 가득찬
곳이다.

파르나스 산에는 동굴이 있었다. 거기서 염소를 춤추게 하는 산꼭대기에서 올라오
는 발산물이 나왔다. ... 제례의식들이 점차 거행된다. 그래서 델포스의 신탁이 내린
듯싶다. (...)성전의 천정은 목소리를 크게 높여 공포감이 들도록 울려 퍼지게 했다...
성소와 성전 안쪽으로부터 이따금 매우 쾌적한 증기가 나오곤 했는데 연기는 조언자
들이 있었던 장소 전체를 가득 채웠다. 도처에서 향기를 풍기는 신의 임재였다.
(Oracles, p.22)

또 의도적으로 화산근처에 신탁의 장소를 정해서 신전이 위치한 곳은 연기가 피어오르
는 활화산에 위치했기 때문에 신전의 바닥 틈새에서 나오는 뿌연 연기가 신전 안 전체를
가득 채워나간다.

몇몇 고대 작가들은 또한 피티아(무녀)가 앉은 삼발의자 아래에서도 유독한 가스나
증기를 발산했던 땅의 갈라진 틈이나 바위의 쪼개진 틈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Plutarchos, Moralia 437c; Diodorus Siculus, xvi, 26).(...)실제로 최근 1998년
델포이 근처에서 이뤄진 지질학 조사 결과 아폴로 신전은 동서남북 두 단층이 만나
는 지점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곳에서 에틸렌이 포함된 가스가 뿜어져
나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H. Bowden, Classical Athens and the Delphic

Oracle, p. 19)(변정심 271-272)
아울러 신탁을 행하며 점을 보는 여신 피티아가 마술 및 요술까지 행하면 신도들은 더
더욱 경외감으로 자신을 여신에게 맡길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퐁트넬은 모
든 초월성에 대한 민중의 보편적 오류와 맹신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계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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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신과 우상숭배

한편, 우리는 계몽주의시대의 선구자 퐁트넬에게 무형이나 유일신만이 올바른 신앙인
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왜 종교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신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만큼
다양한 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태초에는 직접 신과 교류하며 인간이 데오스(유일신θεο
ς)를 인식하고 있었지만’(송기식 88) 삶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왜곡된 우상과 다신교로 변천해 갔다(롬 1: 21-23)’고 한다. 인간은 개인의 소
원을 이루기 위해 또 예측할 수 없는 불행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신들이 생겨났다
는 것이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초자연적인 힘의 위력을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손호은 418)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감각적으로 형상
화하고 싶어 하는 타고난 유약성으로 인해’(이태하 81) 단순히 보통 인간보다 낫다고 여기
는 초월적 존재를 믿게 되었다. 퐁트넬은 이런 우상숭배의 대상을 다이몬(샤먼, 심령사,
피티아, 복술자, 점술가 등)이라 칭하면서 “사람들이 다이몬들에 대해 가지는 복종과 두려
움이 근거 없는 일이 아니었던 것은, 다이몬들이 인간의 태생적 능력보다 강한 힘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Oracles, p.10) 그러나 이들 자체적으로 창조한 인간에 의해 경험된
신의 형상에는 많은 오류가 있었다.

퐁트넬은 그리스 다신교가 그리스도교 일신교로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후 신과
인간 사이에 다이몬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먼저 인간만의 고유
한 능력인 이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이른다.

신(Dieu)은 유대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고, 신의 아들이 올 때까지 지상 왕
국을 사탄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신이 다이몬에게 양도했던 권한으로부터 인간들을
해방시킨다. 신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기를 원한다. 신은 온 세상
에 아무 것도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방해되지 않기를 원한다. (Oracles, pp.4-5)

. 말하자면 신의 은총이 영험한 다이몬들(démons)에게까지 도달하기 위해 이 무
한한 허공을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신의 은총은 인간들에게까지도 잘 미칠 것이
다.(...)그래서 우리가 신을 가까이 할 수 없다기보다는, 단지 인간의 이성(raison
humaine)에 물어봄으로써, ... 중간 단계인 다이몬들(démons)의 존재가 불필요한
것이다. (Oracles,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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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이해하려 한다면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정신(이성)을 써야 한다는 것이
다. 한편 그는, 민중의 무지, 공포, 두려움, 불확실성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사람들(다이
몬)에 의해 빠질 수 있는 오류는 신이 준 이성과 논리로 추리가 가능하겠지만, 초자연적인
이적의 놀라움으로 다이몬들 때문에 빠지게 될 오류는, 계시(선한 신의 법)이 아니고서는
파악하기 불가능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에 이른다.

퐁트넬의 관점에서 인간 이성은 모든 진리의 수단과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초자
연적 기적 앞에서는 이성이 일정한 한계가 있음으로써, 이성이 계시의 인도를 받지 못하
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신탁(기적)이 신으로부터 왔는지
혹은 악령으로부터 왔는지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 퐁트넬이 언급한다.

IV. 기적과 마술의 차이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신의 의지에 의한 자연 법칙의 위배를 진정한 기적이라고 했
으나 신(Dieu)외에 다이몬도 자연 법칙을 위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강건일 284).
‘다이몬(Démon)의 초자연적 힘을 마술, ＜주술(呪術)＞이라고 하는데, 퐁트넬 또한 신탁
즉 기적에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민중처럼 마술의 신통력 배후에도 ‘영적 세
력’이 있음을 수용한다. 그럼에도 이적을 직접 체험한 퐁트넬은 마술을 어떻게 신탁으로부
터 식별해야 하는 지 고민하면서 무지몽매한 민중을 각성시키고자 한다”(Oracles, p.10).

퐁트넬은, 신탁의 기적과 마술, 종교와 미신 우상숭배를 필히 구별코자 하면서 신탁이
악령의 소행이라면 신은 이성을 통해서 뿐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었을 것임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과의 통교는 종교적 삶의
핵심적 요소로 신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퐁트넬은 이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신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충분치 않은 그들의 미약한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서만 인간에게 언급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급되지 않는 것은, 인간 스스로 알 수 있거나
알 필요가 없는 성격에 속하는 것이다. (Oracles, p.10)

이 같은 맥락에서 성서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과 파라오의 술객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겠다.

1.

마술사 시몬과 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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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에는 마술사(Simon le magicien)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8:4-25), 그는 “중
풍병자와 앉은뱅이를 낫게 하는”(사도행전 8장) 필립만큼 군중을 ‘큰 능력’으로 놀라게 했
다(정연락

68-69)고한다. 그러나 퐁트넬의 관점에서 시몬의 행적이 마술로 간주되는 이

유는, 그가 “신과 같은 존재로 통하고 싶은 야망을 가짐으로써(Oracles, p.5)”(행 8:10)
“민중이 보다 나은 존재(A higher being최고신)를 섬길 뜻을 가졌음에도 오류를 초래하
게 했다”(Oracles, p.10)는 것이다.
마술과 기적의 차이점이라면, 마술은 금전 때문에 신탁을 행하는 것이고, ‘기적은 은총
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된다’(마태 10, 8). 그러나 시몬은 놀라운 이적가운데
금전거래를 하면서 결국 신통력을 상실하여 더는 마술을 쓸 수 없게 된다.

2. 파라오의 술객과 모세

이제 두 번째 경우로, 이집트 파라오의 술객들을 통해서 행해진 마술과 신탁의 차이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려고 할 때 파라오에게 저항하기 위해 10
가지 기적을 행한다.
모세가 애굽의 파라오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을 때에, 애굽의 술객들
도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어 모세에 필적한다. 또 열 가지 재앙 중, 술객들이 첫째 재
앙(하수 물이 피로 변함)과 둘째 재앙(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옴)은 흉내 내지만, 셋째 재
앙(티끌이 이로 변함) 부터는 모세의 이적을 따라하지 못한다(출 8: 18-19). 퐁트넬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우위성을 증명한다.

신(Dieu)이 다이몬에게 기적을 행하도록 허락했는지 보도록 하자. 신은 동시에 더
큰 기적을 통하여 다이몬들을 혼란시켰다. 파라오는 그의 마술사들에 의해 속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의 마술사들보다 더 강하였다.(Oracles, p.11)

아리스토텔레스의 후계자 폼포나치(Pietro Pomponazzi 1462-1525)도 파라오 마술사
들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해석하지만 그것은 자연적 속성인 강한 욕구나 상상력의 결과라
는 것이다. 결국 폼포나치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모든 초자연적 현상을 구제하
지 못한다는 결과”(De Incantationibus, 13, 315)에 승복하면서 ‘복음이 마술을 능가’한
다는 점을 수긍한다. 한편 ‘마술이든 기적이든 초월적 능력의 행사가 대중들의 개종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배현주 5), 퐁트넬은 인간을 유혹하는 다이몬이 “신의 적이었음은
사실이지만”(Oracles, p.10) “자연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신의 섭리 속에서 천사와 더
불어 다이몬도 우주창조의 한 일부분”(손호은 433)을 이룸을 간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신이 모든 것에서 할 수 있는 예외를 결코 제외하지 않음으로써”(Or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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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신이 가끔은 다이몬에게도 기적을 허락하여 실질적 결실을 맺게할 이유가 있
다.”(Oracles, p. 11)

다이몬은 또 사람들의 정신을 혼동시키기 위해 꿈과 환상(vision)을 자극하며 고도로 정
교한 환영 및 망상을 써서 격정을 돋운다는 것이다(렘 29:8).

악한 다이몬은 광선, 환영(fatômes)에 의하여 우리 시야를 속일 뿐이며, 거짓
(mensonge)은 그들 본성에서 근원적인 것이다. 우리 안에서 많은 격정(passions)을
자극한다.(...) 그들만이 신탁을 내리는 일에 뒤섞이며, 사기(tromperie)로 가득 찬
이런 일들이 단지 그들의 몫이다. (Oracles, p.5-6)

마침내 다이몬의 “신탁이 도처에서 매우 명료한 진리를 모호케 했음”(Oracles, p.2)을
설파하는 퐁트넬은, 신탁이 다이몬의 소행이 아니라고 초지일관하며 진정한 신탁의 개념
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나, 퐁트넬은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다이몬이 뒤섞이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마술
(Magie)을 포함하고 싶지 않다. 또 강신술사(nécromancien)나 에릭토 드 루카이누
스와 같은 테살리의 마술사들(sorcières)중 한 명에게 점 보러 가는 것을 나는 신탁
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Oeuvres(3), t. II, pp. 197-198)

신탁이란 신이 사람을 매개자로 하여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일
로,

두산백과 사전 Encyber에 의하면, 신탁(Oracle)이란 ‘신의 뜻’이며, 신탁은

oraculum ‘기도하다, 말하다’ 라는 뜻의 동사 orare에서 유래한다. 기도자의 요청에 대
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신의 의사전달로서 예언이나 계시 (기적, 이적)를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탁은 ‘신을 위해 말함’이란 뜻과 신을 위하여 말하는 자들이나 장소 (내소, 성소,
신전)라는 뜻으로, 모세와 바울이 신탁의 시작이었지만 강신술자들이 수시로 하는 말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퐁트넬의 관점에서도 신탁에 대한 개념은 이와 같다.

V. 결론

유일신교자 퐁트넬이 만일 신탁으로부터 마술, 미신과 우상숭배를 필히 구별코자 한
다면

우리 정신세계를 옥죄는 구습 즉, 낡고 오래된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

롭고자 하는 데에 있다.
물론 초 첨단 과학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의 불확실성속에서 인간은 능력의
한계성으로 인해 삶의 두려움과 극복하기 힘든 고통 앞에서 미신과 타부(Taboo)를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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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그러나 마술사나 강신술사의 사기성을 통렬히 비판하는 퐁트넬은 설사 그들이 신
통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과 삶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은 일시적 심리적 안정을 얻
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게 하
고, 과학적·합리적 이성의 능력 발휘를 마비시키기까지 한다고 주장한다. 시간 속에서 계
시되는 미래로 열린 창조적 가능성과 비전을 보지도 발휘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
다. 이런 의미에서 퐁트넬은, 미래를 향해 원대한 대우주의 섭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
록 우리를 초대한다.
왜냐하면 사주나 점복, 마술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최고신(데오스
The First Being)이냐 다이몬(daimons)이냐에 대한 문제인 까닭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
은 설사 우리 인생길에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이몬의 ‘신통력에 의존하여 일시
적 안정과 위로감을 잠깐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우리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최고의
섭리(Providence)의 뜻에 우리 운명을 조준하고 그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더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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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트넬의 『신탁의 역사』”에 대한 토론문

김민아(서울대)

보통 베르나르 퐁트넬(1657~1757)이라 하면 고대문학이 우월한가 근대문학이 우월한가,
라는 신구 논쟁에서 후자, 즉 근대파를 이끈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빈약한 배경지식에 기대어 발표문을 앞에 두고 먼저 든 생각(추측)은 『신탁의 역사』에서
계몽주의자, 근대주의자로서 퐁트넬이 그리스도교에 합리주의적, 이성적 태도로 다가갔고,
그래서 결국 “반종교주의자”라는 타이틀을 얻지 않았을까,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표문을 찬찬히 읽고 나니 차영선 선생님께서 발표문을 통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반
종교주의자로서의 퐁트넬이 아닌, 그리스도교인들의 구습과 맹신, 비합리성을 비판하고,
그리스도교 내에 만연해있는 사이비 신탁으로서의 마술/주술과 진정한 신탁을 구별하려
시도한, 그리스도교와 우상숭배/미신을 엄밀히 구별하려 한 신앙인 퐁트넬의 모습이었습
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논문을 짧게 요약하자면, 퐁트넬은 『신탁의 역사』에서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들에 대한 민중의 맹신, 그 추구의 원인을 첫째로 합리성, 이성의
결여에서 찾으면서 무지몽매한 민중의 계몽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원인
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물리적 현상을 교묘하게 초자연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사제들의
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정말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현상을 주관하는 악령, 다이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
에 대한 대처 방법은 민중이 이성적인 태도로 초자연적인 마술과 주술, 신탁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이성적 태도가 아닌 신의 법, 신과의 통
교입니다. 이상이 차영선 선생님의 발표문을 제가 이해한 바인데요. 발표문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퐁트넬이 신에 의한, 신의 뜻의 실현을 위한 ‘진정한’ 신탁과 그렇지 않은 (악령에 의
한) 신탁을 구별한다고 하더라도, ‘이성’이라는 이름의 도구로 ‘초자연적인 것들’을 공격하
고 제거해 나갈 때 기독교의 신비나 기적들도 함께 부정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잠재적 위험 때문에 퐁트넬을 “18세기의 반종교주의자”라고 부른
것일 테고요. 그래서 퐁트넬의 <신탁의 역사>에 대한 당대 찬/반 의견이 어땠는지 궁금합
니다.(참고문헌을 찾아보니 예수회와 장셰니스트의 의견이 대표적으로 달랐다고 하는데 왜
달랐는지요?)
두 번째 질문은 발표문과 직접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차영선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드
리는 질문입니다. 18세기의 퐁트넬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요구한 신앙에서의 이성적 태
도, 그리고 신과의 통교에 차영선 선생님께서는 얼마만큼 동의하시는지, 이 의견에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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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실 말씀이나 비판의 의견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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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오랑과 세오녀』를 통해 본 샤머니즘 고찰
강준수(안양대)
Ⅰ. 서론

민족마다 지닌 가치관, 전통, 역사, 그리고 신앙체계는 설화(說話)라는 형태로 전승된다.
설화는 민족 정서가 포함되어 있고,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의 용기와 지혜가 담겨 있다(장
덕순 15). 문자 기록 이전의 구비전승 문학의 성격을 지닌 설화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문
학작품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문학작품은 전승되는 과정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설화와
비교해볼 때, 작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설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달자나 지역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문학작품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연오랑(延烏郞)과 세오녀(細烏女)』 설화는 고대에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하는
일월(日月) 설화이다.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의 기이편(紀異篇)
에 기록되어 전해오는 것으로서 신라 8대 아달라 이사금(阿達羅 尼師今) 재위 157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일월 설화는 우주 천체의 질서 체계, 이동, 그리고 신성한 기운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서
고대 신앙체계인 샤머니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샤머니즘 관련 신화시대의 초기 이야기
들은 천체의 질서와 관련이 깊다. 『견우(牽牛)와 직녀(織女)』 설화도 하늘이 견우성(牽牛
星)과 직녀성(織女星)이 근접하는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는 이야기이다(김익두 84).
천문학적인 측면에서 견우성은 독수리 별자리의 알타이어별(Altair)이며 직녀성은 거문
고 별자리의 베가별(Wega)을 의미하고, 이 두 별은 여름철 칠월칠석(七月七夕)이 되면 하
늘의 중천에서 식별되는 순간에 두 별이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인식된다(김익두
84). 『견우와 직녀』 설화에서 직녀는 옥황상제의 딸로서 비단을 짜는 신성한 존재이다.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는 까마귀 다리는 오작교(烏鵲橋)로
서 단어에 ‘까마귀’가 들어간다. 까마귀는 태양의 대리인으로서 하늘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상징이다. 이러한 상징은 고구려의 삼족오(三足烏)로 재현된다. 일본의 초대 천황이었던
진무천황(神武天皇)이 큐슈(九州)에서 야마토(大和) 왜(倭)의 지역으로 이동할 때, 기슈(紀
州) 쿠마노(熊野)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길 안내를 맡았던 새도 삼족오였으며, 태양신의 사
자였다(김철수 133).
중국 길림성(吉林省)의 고구려(高句麗) 고분 가운데, 대사자(大使者)라는 관직을 지냈던
모두루(牟頭婁)의 무덤 벽화에는 하백(河伯)의 손자이며 일월의 아들인 추모성왕(鄒牟聖
王)에 대한 언급이 있다. 동부여 금와(金蛙)왕의 일곱 아들이 주몽(朱蒙)의 출중함을 시기
하여 죽이려 하자, 유화(柳花)부인은 주몽에게 남쪽으로 탈출할 것을 권유한다.
주몽은 오이(烏伊), 마리(摩離), 그리고 협보(浹父)를 대동하고 지금의 송화강(松花江)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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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리대수(淹利大水)에 이르러, 천제(天帝)의 손자이며, 강(江)의 신(神)인 하백의 외손자라
고 외치는 순간 물고기와 거북이가 다리를 연결하여 무사히 졸본(卒本)으로 탈출을 한다
(김익두 209).
주몽과 함께 남쪽으로 탈출을 하는 인물들 가운데, ‘오이’라는 인물은 태양을 상징하는
까마귀와 관련된 인물로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기술자였을 것이다. 삼족오는 고구려를 대
표하는 이미지이다. 그리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연호(年號)를 다물(多勿)로 정하였다.
연호란 왕이 즉위한 해에 붙였던 칭호로서 본래 육십갑자(六十甲子)를 사용하여 연도를
표시하였지만 60년 후에 동일(同一) 갑자(甲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 짓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호는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천체를 독자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황제(皇
帝)국가만이 독자적 연호를 가질 수 있었다.61) 역사적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장소는 반드
시 왕의 거처와 근접한 곳에 세워질 만큼 아무나 관측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일반
적으로 ‘다물(多勿)’이란 말을 순수한 우리말로 ‘영토회복’ 혹은 ‘고토수복(古土回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 소서노(召西奴)의 전 남편이었던 위구태(尉仇台)가 몽골(蒙古)의
오고타이(Ogotai), 고구려의 대무신왕(大武神王)이 징기즈칸(Chingiz Khan)의 본래 이름
인 테무진(Temüjin), 을지문덕(乙支文德)은 몽골의 흔한 남자 성(姓)씨인 올지(兀地)씨의
음차(音借)로 볼 때, ‘다물’은 고대 튀르크어의 ‘Temir’에서 기원한 “철(iron)”62)이라는 뜻
의 티무르(Timur)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징기즈칸은 한자(漢字)로 최대한 비슷한 음차인 ‘성길사한(成吉思汗)’으로 표시하는 이치
와 같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란 이름도 금성(金星)을 의미하는 몽골어에서 파생된 음
차라는 것은 뒷부분에서 언급할 것이다. 고구려의 건국 시조인 주몽은 철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국가건설을 목표로 했다. 고구려는 철기로 무장한 개마무사(鎧馬武士) 집단을
통해서 강인한 국가로 존재할 수 있었다.
『견우와 직녀』 , 고구려 건국 신화, 일본 신화, 그리고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가 지닌
공통점은 ‘까마귀’가 개입되면서 신성성(神聖性)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예
수의 탄생을 기원 1년으로 하여 ‘물고기자리’ 시대로서 동서양의 영웅들이 ‘물고기’ 및
‘처녀자리’와 관련된 일화를 지녔다(강준수a 35). 예수의 핵심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다
는 점과 ‘예수’가 그리스어로 물고기란 점에서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강준수a 35). 물
고기 관련 일화는 연오랑이 어부로 묘사되는 점, 견우와 직녀의 만남 과정, 그리고 주몽의
탈출 과정에서 공통적인 상징 일화가 전개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구려로 상징되는 삼족오가 태양으로 상징되는 새로서
그것이 지닌 비유적 의미가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 속 까마귀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
61)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092bc0ef5e24e0ab135d6200aaca166
62) https://tr.wikipedia.org/wiki/Tom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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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샤머니즘’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이지만 전 세계의
민족들은 문명을 이루기 이전부터 샤먼의 초자연적 힘을 통해서 길흉화복(吉凶禍福)의 파
악, 병의 치료, 그리고 풍요의 기원을 수행했다. 샤머니즘은 현대인이 일반적으로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과는 다르게, 수만 년 전부터 신봉해 온 것으로서 고도의 천문학적
지식이 바탕이 된 종교체제였다.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를 통해서 이러한 샤머니즘 분석이 필요한 것은 고대 사회에 주
요 신앙체계였던 샤머니즘을 통해서 당시의 세계를 바라보는 생각과 관념을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를 통해서 연오랑
과 세오녀라는 인물들이 샤머니즘 관점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Ⅱ. 샤머니즘의 상징과 역할

1. 상징적 은유

고구려 시조 주몽,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남해왕, 김알지, 그리고 석탈해 등이 지닌 공
통점은 모두 알 탄생설화의 주인공들이란 점이다. 고대 사회에서 사철이나 사금 알갱이은
‘알’로 묘사되었고, 박혁거세가 탄생했다는 우물인 알영정(閼英井)은 제철로 이미지를 형
상화한 것이다(박승규 29).
고온 상태의 쇳물은 시각적으로 노른자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실제 언어학적으로도
알은 ‘태양’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신라 8대 왕인 아달라 이사금은 박혁거세 후손으로 연
오랑과 세오녀가 열도로 이주한 시기의 왕이었다. 아달라 이사금은 선대 왕인 일성(逸聖)
이사금의 맏아들로서 서구적인 외모를 지닌 것으로 볼 때, 북방 유목 이주민의 외형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아달라 이사금(阿達羅 尼師今)이 왕위에 올랐다. 일성왕(逸聖王)의 맏아들이
다, 키가 일곱 자이고 콧마루가 우뚝하여 기이한 모습이었다. 어머니인 박(朴)
씨는 지소례왕(支所禮王)의 딸이다. 왕비는 박씨 내례부인(內禮夫人)으로 지마
왕(祇摩王)의 딸이다. (김부식 14)

아달라 이사금이 외모뿐만 아니라, 이름도 범상치 않다. ‘아달라’라는 이름이 음차문자
(音借文子)로 볼 때, 중국 국경 부근에서 서쪽으로 이주했던 훈족의 왕인 아틸라(Attila)의
이름과도 유사성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훈족이 흉노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Howarth 12). 신라는 흉노족이 세운 국가였고, 독일의 ZDF 방송 다큐멘터리는
<스핑크스 역사의 비밀>에서 훈족의 원류로서 아시아의 최동단에 살아가는 한국인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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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민족과 훈족이 연계됐다는 증거를 몇 가지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청동 솥, 즉 동복(銅鍑)이다. 훈족은 청동 솥을 말에 싣고 다녔는데
신라 지역에서도 말에 청동 솥을 실은 기마인물상(국보 제91호)이 발견됐다.
게다가 청동 솥에서 발견되는 흉노 문양이 한국의 머리 장식에서도 많이 보인
다. (이종호 179)

신라 및 가야의 지배자들이 북방 기마민족인 흉노의 후예로 인식되는 결정적 유물이 바
로 동복이다. 왜냐하면, 동복은 북방 기마민족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로 계림로 14호 고분에서 발견된 신라의 황금보검(黃金寶劍)은 지중해 연안의 트라키아
(Thracia)에서 제작된 중앙아시아식 보검이다(이종호 182). 이주민 집단들이 가져온 첨단
기술 중 하나가 제철 기술이고, 가야가 철의 왕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는 철기 기술의 수준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기에 나왔다.

설화에 따르면, 아달라 이사금 재위 시절에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동해 바닷가에 살
고 있었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해조(海藻)를 따고 있던 연오랑 앞에 바위63)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를 일본(日本)으로 데리고 갔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나타난 ‘日本’은 현재의 국
호로서의 일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 끝의 해가 돋는 땅을 지칭하는 의미일 뿐이
다(다카미쓰 90).
2011년에 중국에서 발견된 재당(在唐) 백제 유민의 묘지인 예군묘지(禰軍墓誌)가 공개
되었고, 묘지의 주인인 예군은 의자왕을 생포하여 당나라에 항복했던 웅진방령(熊津方領)
예식진(禰寔進)과 같은 예씨(禰氏)로 백제 멸망기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 묘지명이 주목
을 받는 것은 백제를 ‘日本’으로 묘사한 것 때문이다(다카미쓰 221). 678년 사망했던 예군
의 묘지명에 일본이라는 명칭이 있었다는 것은 일본의 국호가 ‘日本’으로 되기 이전부터
백제가 ‘日本’으로 지칭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이 ‘日本’이란 국호를 갖게 된 시기는 백제 멸망과 함께 일본으로의 백제 유
민 유입 이후인 701년이다. 백제가 태양과 관련된 국명을 지닌 것은 유목민족의 전통과
관련된다. 태양 숭배 사상을 지닌 유목민들은 금성(金星)을 태양의 아들로서 인식한다. 유
목민들에게 금성이 각별한 것은 금성이 자라서 태양이 된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금성은 몽골어로 ‘촐몬(чолмон)’이라 하고, 이것의 음차 문자로서 고구려의 시조인 ‘주
몽’은 금성을 상징한다. 샤머니즘의 전통에서 금성은 태양의 아들로서 태양의 후계자로 인
식된다. 샤머니즘을 숭배했던 유목 민족들에게 ‘금성’의 의미는 특별했다. 키르키즈스탄
(Kyrgyzstan)의 수도는 ‘촐본아타(Cholpon-Ata)’이며, ‘촐본’은 금성을 가리키고, ‘아타’

63)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물고기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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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아버지’라는 의미로서 금성의 아버지는 태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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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은 당시의 단어가 음차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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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백제는 본향인 졸본(卒本)을 근간으로 일본(日本)으로도 불리었고, 이것
이 백제 멸망과 함께 일본으로 유입된 백제계 이주민의 주도로 현대 일본의 국명(國名)으
로 전개된 것이다.
세오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바닷가로 나가서 연오랑이 벗어
놓은 신발을 발견한다. 세오녀가 연오랑이 벗어 놓은 바위 위에 오르자, 그녀 또한 일본으
로 가게 되었다. 연오랑과 세오녀가 바다를 건너가면서 신라에서는 일월이 빛을 잃게 되
었다. 일관(日官)은 아달라 왕에게 일월이 빛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 연오랑과 세오녀의 이
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달라 이사금이 연오랑에게 신라로 돌아올 것을 부탁하지만, 연
오랑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거절한다.

“내가 이 나라에 오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인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겠습니
까?” 그러나 짐의 비(妃)가 짜 놓은 비단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 제
사를 지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단을 주었다.
사신이 돌아와서 아뢰고 그 말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예전처럼 빛
을 되찾았다. 그리고 연오랑이 준 비단을 임금의 곳간에 간직하여 국보로 삼
고 그 창고의 이름을 귀비고(貴妃庫)라 했다. (일연 75)

‘영일현’이란 공간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를 맞이하는 곳으로서 일월과 관련된
지명이 곳곳에 남아 있다. 연오랑은 이 지역에서 태양을 숭배하고 하늘에 대한 제사 담당
과 지역을 다스렸던 존재였을 것이다(김현룡 282). 연오랑이 지닌 특별함은 이름에 ‘까마
귀’란 단어가 담겨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오랑과 세오녀가 떠난 순간 신라에 일월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제철 기술과 관련된
은유인 것이다. 고대의 제철 기술은 농사 및 전쟁의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의 존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제철 기술자 집단의 이주는 국가적 위기와 직결될
수 있다.
제철 집단과 까마귀의 연관성은 고대에는 철을 녹이거나 정제하는 야철 과정에 검은색
의 숯이 사용되었고, 태양의 열기로 타버린 삼족오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쇠를
제련하는 대장장이는 영어로 ‘blacksmith’라는 단어에서도 빨간 쇳물과 검은색 이미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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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오랑과 세오녀 설화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포항의 영일현(迎日縣) 지역으로서 신라
시대는 ‘근오지현(斤烏支縣)’이란 지명으로서 ‘큰 까마귀’란 의미이고, 이것은 상당 규모의
제철 집단을 의미한다(박승규 37). 실제로 이 지역 형산강에서는 풍부한 사철(沙鐵)이 생
산되는 곳이고 연오랑은 태양으로 비유되는 기술자 집단의 수장이었을 것이다.

연오랑의 ‘늘릴 延’자는 두드려 펴는 기술, 세오녀의 ‘가늘 細’자는 정밀 단
조를 의미한다. 연오랑 세오녀가 일본에서 신과 비슷한 위치로 추앙받는 이유
는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것과 같은 첨단기술을 일본에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박승규35)

앞서 언급된 것처럼, 주몽 설화나 백제 온조왕 설화에 등장하는 심복인 ‘오이(烏伊),’
‘오간(烏干), 그리고 일본 설화에 동쪽 지역 정벌에 나선 진무천황(神武天皇)의 길 안내자
역할을 했던 삼족오인 ‘야타가라스 やたがらす(八咫烏)’의 등장은 제철 집단의 수장이 곧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상징성 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림 1> 동쪽 정벌에 나선 진무천황(神武天皇)의 길 안내를 하는 삼족오(三足烏)64)

삼족오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은 고구려의 강력한 기마무사 집단의 깃발이다. 그러나 삼
족오는 고구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삼족오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중국에서 가장 오
래된 지리서인 『산해경』에서 처음 등장한다. 4500년 전 태양이 10개나 한꺼번에 떠오르
면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지자 동이족(東夷族)의 군장이자 동방(東方)의
신궁(神弓)이었던 예(羿)가 시위를 당겨 태양 9개를 차례로 떨어뜨리는 순간 태양은 삼족
오로 변한다는 내용이다(『산해경』, 219).
여기서 10개의 태양은 당시에 10개의 전사 집단을 토대로 한 국가들이 난립했다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9개의 태양이 떨어진 것은 1개의 국가를 제외한 9개의 국가

64) http://www.aseanexpress.co.kr/mobile/article.html?no=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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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정리한 것으로 여기서 동방 구이족(九夷族)이라는 말이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샤머
니즘의 상징 이미지는 『연오랑과 세오녀』에서도 드러난다. 연오랑이 바닷가에서 해초를
따는 과정에서 때마침 바위가 나타나 일본으로 이주하게 된다. 이것은 연오랑이 어부로
은유적 표현으로 묘사된 것이지, 실제 어부가 아니다.
연오랑은 영일만 바닷가 바위에서 1미터에서 3미터 길이나 되는 길고 큰 바다풀의 일종
인 모자반을 따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의 잎사귀를 담근 물을 작은 토기(土器)에 옮겨 불
을 때면 그릇 안에 소금이 맺히는 것이다(『경북일보』 2012. 01.10.). 다시 말해서, 연오랑
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고대의 소금제조 기술을 통해서 소금을 제조하였던 것
이다. 고대 사회에서 제철 기술만큼이나 소금 제조법은 매우 중요한 국가 산업에 속했다.
영일만 일대를 다스리며 제천의식의 주관, 소금 제조, 제철 생산, 그리고 직조 기술을
지녔던 연오랑과 세오녀는 기술자 집단이었다. 일월과 관련된 연오랑과 세오녀가 신라를
벗어난 것은 신라에서 제철 생산의 중단이 은유적으로 표현된 것이고, 새로운 세상으로
이주하여 제철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오랑이 지닌 특별한 제철 기
술 못지않게 세오녀가 지녔던 직조 기술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필요했던 재물로 사용
되었다. 베를 짜는 과정에서 씨실과 날실의 수평 및 수직의 조합을 통한 조화는 하늘과
지상의 질서를 상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세오녀도 신성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김현룡
284).
세오녀가 하늘과 지상의 조화를 위해서 수행하던 ‘베 짜기’가 신라에서 멈추어졌다는 것
은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인식되었다(강현모 46). 직물로 표현되는 신성
함은 가야(伽倻)의 김수로왕(金首露王)이 허황옥(許皇后)을 맞이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허황옥은 가야에 도착하여 입고 있던 비단 치마를 벗어서 산신(山神)에게 예물로 바치고
있다(김익두 202).
직물의 신성한 상징은 일본 건국 신화에서 태양신이고, 일본 천황의 조상신인 아마테라
스 오미카미(天照大神)가 신에게 바치는 직물을 짜고 있을 때, 그녀의 남동생인 스사노오
노미코토(素盞烏尊)가 지붕에 올라가 말가죽을 거꾸로 벗겨 떨어뜨리자, 놀란 직녀(織女)
가 베틀북에 음부(陰部)가 찔려 사망하는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박규태 34).
결국, 연오랑과 세오녀가 신라로 복귀하지 않고, 세오녀의 비단을 재물로 활용하면서 일
월이 회복된다는 것은 당시의 ‘베틀 짜기’ 기술은 현대의 첨단 문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천제의식(天祭儀式)에 활용되는 신성성이 부여된 특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문명의 전달 및 교류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는 서기 2〜3세기 당시의 영일 지역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당시 일본열도(日本列島)는 통일 국가가 세워지기 전으로 소국들이 난립했던 배경
속에서 첨단의 선진 문명을 지녔던 연오랑과 세오녀 집단은 쉽게 지배적인 세력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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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라를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간 연오랑과 세오녀의 이주는
샤머니즘의 은하수(Milky way) 개념으로 상징화된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관장하는 북극성과 지상을 이어주는 은하수는 북방 유목민들이
아기 탄생을 축복하는 기원으로 제사장이 우유를 뿌리는 의식에서 비롯되면서 영어 단어
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국, 신라의 관점에서 제철 생산의 중단은 죽음과 소멸의 상
징으로 열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생명 탄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샤머니즘의 생명 탄생과 죽음의 상징은 중국 신장 위그르 자치구 타클라마칸 사
막에 자리하고 있는 1,000개의 관들이 잠들어 있는 ‘신비의 묘지’라고 불리는 ‘소하묘 유
적’에서도 파악된다. 이 소하묘 유적에는 ‘루란의 미녀’로 알려진 신성한 존재의 여인이
잠들어 있다.
이 소하묘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4,000여년 전 중국 은왕조(殷王朝)가 번영했던 시기의
것이다. ‘루란의 미녀’는 20대 여성으로서 오똑 선 콧날, 푸른 눈에 금발로서 새 깃털이
장식된 고깔모자를 착용하고 몸 위에는 가늘고 긴 식물 가지들이 놓여 있다. 이 식물은
마황(麻黃)으로 인간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약초로서 마약의 일종이다.
고대 샤먼들은 환각물질을 통해서 무아지경에 도달해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신과
접선하였다(강준수b 13). ‘루란의 미녀’가 환각물질을 몸 위에 지녔다는 것은 그녀가 제사
장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루란의 미녀’는 배 모양의 관 속에 잠들어 있다. 새 깃털 장식을 했다는 것은
하늘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이었고, 살아서 그녀가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했
던 마약 성분의 마황이 함께 담긴 것이다. ‘루란의 미녀’가 잠든 관이 배 모양으로 된 것
은 은하수를 타고 죽음의 세계로 떠나가기 위한 여정이 담긴 것이다.

<그림 2> 소하묘 유적의 ”루란의 미녀“65)

65)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90923.2201500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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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오랑과 세오녀의 은하수로 상징되는 물을 매개로 한 저승으로의 상징적 이동은 일월
의 죽음으로 연결되고, 신라 사회에서는 매우 불길한 징조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샤머니즘
이 지배적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태양과 달은 하루를 주기로 해서 죽음과 부활이 반복적으
로 수행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수평선에서 사라져 암흑의 세상이 되면 태양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
고, 동쪽에서 다시 떠오르면 부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태양과 달의 반복적 죽음
과 부활 개념은 인간이 현실의 삶을 천체의 운행인 우주의 질서 체계와 밀접한 연관성의
관점에서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연오랑이 제철 기술 집단을 이끄는 수장(首長)이면서 특별한 의식을 주관하는 주체였다
는 사실은 그가 타지로 떠나면서 바위 위에 벗어 놓은 신발에서도 파악된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신성성을 확보한 인물이 수행하는 특별한 의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신발을 벗어
서 바위 위에 올라타는 행위 자체가 신성한 기운에 의해서 수행되는 행동이다. 연오랑과
세오녀가 타지로 이동하여 지방의 왕과 왕비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지닌 신성함을 드러낸
다.
연오랑이 신라를 떠난 시기는 서기 157년인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거울, 옥, 그리고
칼을 가지고 열도에 전해준 신라의 왕자 천일창(天日槍)을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일본의 정사서(正史書) '일본서기(日本書紀' 수인기(垂仁記)에는, '수인천황
3년 봄 3월, 신라왕자 천일창(天日槍·아메노히보코)이 일본에 왔다'며, 그가 가
지고 온 물건 이름까지 소상히 밝히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연오랑은 '나
는 신라 국왕의 아들이며, 신라국의 일은 동생 지고(知古)에게 맡기고 왔다'고
밝혔다 한다.
'천일창'이란, 연오랑의 일본 이름이다. 고대의 한국으로부터 일본에 간 귀
인들 이름에는, 대체로 하늘 '천(天)'자가 쓰여지고 있다. '일본신화사전'(大和
書房)은 '일본 역사책에, 천(天)자 이름을 달고 등장하는 신(神)과 인물은 한반
도 출신자이거나 신라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일본 땅에 나타난 연오랑에게, 일본인들이 천일창(天日槍)이라는 이름을 붙
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들은, 연오랑이 신라에서 온 귀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은 연오랑이 철기 만드는 야장
(冶匠)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야장의 상징인 태양 즉 '날 일(日)'자를 그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일본 땅에 상륙할 때, 연오랑은 일곱가지(또는 여덟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
었다 한다. 그 중 하나에, 커다란 창(槍)이 있었다. (『경북일보』 2012. 01.10.)

연오랑이 신라를 벗어난 것은 신라 제8대 아달라왕 4년(서기 157년) 때 일이고, 연오랑
동생 지고(知古)가 신라 9대 벌휴왕이 된 것은 서기 184년이다. 연오랑이 이주할 당시에
지고 왕자는 아달라왕과 전쟁하는 중이었고, 아달라 이사금과의 싸움에서 이겨 제9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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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휴벌왕이 된다. 이 왕권 탄환의 내막에는 일본으로 이주한 연오랑과 세오녀 내외의 큰
도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 왕자였던 연오랑은 신라 4대왕 석탈해의 왕손이었고, 당시 신라 내 왕권을 두고
싸우는 전쟁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이다. 그것은 신라 8대 아달라 이사금과 9
대 석벌휴(昔伐休)왕과의 싸움이었다. 기본적으로 신라는 삼씨(三氏)의 정권으로서 초대
박혁거세(朴赫居世) 왕은 박(朴)씨였고 2대와 3대도 박씨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4대에 석탈
해(昔脫解)왕의 석(昔)씨가 들어섰다. 그리고 5대 6대 7대까지 다시 박씨가 정권을 이어받
았지만 8대 아달라왕의 팽창 정권이 들어서자, 석탈해 자손들의 반발이 시작되었음을 추
측할 수 있다.
이러한 신라의 내부 사정 속에서 연오랑이 왜국으로 이주한 것이었다. 연오랑이 이주했
던 2세기는 일본의 “야요이시대(彌生時代)”로서 청동기 문명 시기이다. 그런데 2009년 7
월 4일 KBS 역사스페셜에 따르면, 일본 천황가 조상신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의
남동생으로 묘사되는 스사노오노미코토가 현재도 유적으로 남아 있는 ‘큰 돌배’를 타고 청
동기 문명의 시기였던 열도에 ‘철기문화’를 전해주었다는 점에서 연오랑과 동일 인물로 보
는 견해도 있다.66)
실제로 야요이시대 열도에는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일본
측 기록에 나타난 스사노오노미코토는 이즈모(出雲) 지역을 개척한 문명 전달자로서 무사,
제철 종사자, 통치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묘사된다. 스사노오노미코토는 ‘가라사비노쓰루
기(韓鋤の劍)’라는 한국제 칼을 통해서 기존의 청도문명 지배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지
배세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칼은 아마테라스오미카미에 의해서 일본
천황가의 보물인 삼종신기(三種神器) 가운데 하나인 아메노무라쿠모노츠루기(天叢雲劍)가
되었다.
이것은 연오랑이 단순히 제철 기술자 집단의 수장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수
행도 추측해볼 수 있는 근거이다. 제철은 농사나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단군의 청동검이나 천일창의 삼종신기나 종교의례를 위한 의기(儀器)로도 활용되기 때문이
다.
그런데, 이러한 신성한 기운을 담고 있는 일월의 상징성이 일본에서 잘못 활용되고 있
는 것은 안타깝다. 일장기(日章旗)인 ‘욱일기(旭日旗)’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
서 일본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기점으로 사용된 일본제국 보병연대의 군기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욱일기는 독일 나치당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와
함께 전범기(戰犯旗)로 분류된다. 그러나 두 상징물이 본래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은 아
니다.
일본의 욱일기에서 ‘욱(旭)’은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언급되었던 태양을 숭배하는
아홉 부족을 의미한다. 고대 중원 땅에 살았던 한민족(韓民族)의 조상인 동이족(東夷族)은
66) https://www.youtube.com/watch?v=4ZiDABvk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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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구이족으로 불렀는데, 그 이유는 활을 상징으로 아홉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졌
기 때문이다(김정민 144).
독일과 일본의 공통점은 본래 상징물이 지녔던 의미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질시켰다는
것이다. 여신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통해서 나타났던 태양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과 연결된다. 그러나 일본은 욱일기를 통해서 본래의 의미를 망각
한 채, 널리 세상을 해롭게 하였다.

<그림 3> 일본 천황가 조상신 ‘아마테라스오미카미’67)

또한 불교의 '만자(卍字)' 혹은 스와스티카(Swastica)는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북극
성(北極星)의 대리인인 북두칠성(北斗七星)의 사계절(四季節)의 변화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독일은 ‘만(卍)’자 모양을 뒤집어 놓은 모양인 하켄크로이츠를 독일 나치즘
(Nazism)의 상징으로 활용하면서 생명이 제외된 죽음을 위한 전쟁의 이미지로 전락시켰
다.

67) https://www.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80726205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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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북두칠성의 사계절 변화과정68)

샤머니즘 사상은 하늘과 지상의 조화를 이루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이 활용한 상징 이미지는 샤머니즘 사상을 부정적으로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북두칠성과 관련된 상징성은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걸쳐서 나
타난다. 그러나

칠성각(七星閣)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다.
충북 청원군 문의면 아득이 마을의 청동기 시대 고인돌 돌판에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때, 중국의 도교(道敎) 발생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칠성신앙(七星信仰)이 있었
음을 파악할 수 있다(정형진 172). 이것은 단군왕검 시대의 무덤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인돌에 새겨진 것으로 보아 북두칠성과 관련된 샤머니즘 사상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단군신화(檀君神話)에서 핵심적인 신은 칠성신이라고 했을 때, 부여계(夫餘係)
는 태양 숭배 신앙에 토대를 둔다(정형진 285). 일본에서 태양이 의인화된 아마테라스 오
미카미는 부여의 시조 동명왕과 고구려의 시조 주몽에게 신성성을 부여한 태양이다.
반면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남동생인 스사노오노 미코토(素盞烏尊)는 북두칠성과 관
련된 단군계(檀君係) 진인((辰人)의 칠성신앙과 연결된다(정형진 285). 이것은 일월로 의인
화된 연오랑과 세오녀가 함경도와 강원도를 거쳐서 경북으로 남하한 부여 혹은 고구려계
집단일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그림 5> 중국 집안(集安) 오회분 4호묘의 고구려 벽화

또한 세오녀의 분신으로서 그녀가 짠 비단이 재물로 제공되면서 태양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단순히 직조 기술만을 지닌 것만이 아니라, 제천의식을 수행하는 신녀(神女)
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68) https://blog.naver.com/kktrigel/5004697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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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는 세상을 밝게 비추어주는 일월 신앙(日月 信仰)을 배경으로
한다. 연오랑과 세오녀는 단순히 평범한 일반인이라기보다는 제철 기술 및 직조 기술뿐만
아니라, 제천행사를 주관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
세계 양차 대전의 참혹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인류가 세계평화를 위해서 노력
해야 할 당위성을 지닌다. 이것은 특정한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현대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레저 및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화합이 강조되고 있다.
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포츠를 통한 인간 완성
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올림픽 정신의 좋은 의도는 유지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2021년 일본 도쿄 올림픽은 독도(獨島) 표기 문제와 욱일기 사용과 관
련해서 잡음이 있다. 일본은 스포츠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세계평화에 이바
지하고자 하는 본래의 올림픽 정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고대 시대에 연오
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이주하여 전파한 일월의 정신이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
이기도 하다.
포항의 주된 지명이었던 '영일'은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로 한반도에서 가장 빨리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다. 따라서 포항은 과거부터 태양과 빛의 고장으로 인식되었다. 일월 설화인
『연오랑과 세오녀』 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거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2018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해안에 <연오랑세오녀테마파크>가 조성되었다. 이러
한 테마파크의 조성은 일월의 상징인 연오랑과 세오녀 집단은 태양 빛으로 비유될 수 있
는 첨단기술 문명을 열도에 전해준 사실과 고대 한일 교류를 인식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
기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영일만 지역은 과거 연오랑과 세오녀 집단이 제철 생산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포
항제철이라는 기업이 철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전통과 맥을 현대에까지 잇고 있다
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포항 지역이 지니고 있던 지역 정체
성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을 시작으로 포항시와 포스코는 “포항국제불빛축제”를 개최하였다. 포항국
제불빛축제는 화려한 불꽃과 빔 조명이나 레이저를 활용한 입체적 불빛쇼를 포항시민들뿐
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면서 연오랑과 세오녀의 일월 신화를 놀이콘텐츠로 제시
한다. 일월신화가 갖는 의미는 세상을 밝게 비추고 열도에 기술 문명을 전파한 것처럼 이
로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이러한 일월 정신이 담긴 과거의 전통을 현
대적 시각에서 계승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포항의 도시 브랜드 가치에도 매우 긍정적이라
고 판단된다.
현대인은 샤머니즘을 굿, 무당, 그리고 미신과 관련된 이미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샤머니즘의 주체들은 천문지식, 제철 기술, 소금제조 기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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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조 기술을 갖춘 엘리트 기술 집단으로서 첨단 문명 전파자였다. 이것은 샤머니즘을 무
당의 굿 행위나 미신적인 요소에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문명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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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오랑과 세오녀』를 통해 본 샤머니즘 고찰」에 대한 토론문
유육례(조선대)

강준수 선생님의 「『연오랑과 세오녀』를 통해 본 샤머니즘 고찰」에 대한 참신한 발표문
을 잘 읽었습니다. 이 발표문은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 제 1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
를 샤머니즘 관점으로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이며, 지적·육체적으로 불안전한 존재이기에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의 샤머니즘(무속)에
서는 한국인이 가지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 질서 체계 즉, 가치 체계의 원형적 모습이 들
어 있습니다. 이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선생님은 사상은 하늘과 지상의 조화를 이루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샤머니즘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보다는 생명사상과 자연과의 합
일이 더 가깝지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하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2. 현대에도 샤머니즘의 사상적 원형은 많이 변형되었지만, 여전히 샤머니즘의 핵심인
무당들이 남아 성업을 합니다. 무당은 크게 강신무와 세습무로 나뉘는데, 강신무는 내림굿
등의 의례를 통해 신과 계약하여 접신하여 예지능력을 비롯해 여러 '초능력'을 발휘합니
다. 흔히 '작두타는 무당'으로 알려진 이들은 대부분 이런 강신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습무는 이러한 내림굿 없이 굿이나 점복술 등을 배워 시행하는 무당으로 일종의 '무형문
화재'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오랑 세오녀>에서 세오녀를 샤머니즘적으로 본다
면 그녀의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보시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3. 선생님은 “일본 땅에 상륙할 때, 연오랑은 일곱가지(또는 여덟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 그중 하나에, 커다란 창(槍)이 있었다. (『경북일보』 2012. 01.10.)”고 했는데
요. 세오녀가 샤머니즘의 제사를 주관한 인물이었다면 일곱 가지 보물 안에 세 가지(거울,
옥, 칼)이 들어 있었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세오녀가 가지고 간 보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
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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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시학의 기본 개념 설정과 종교•신화적 상상력
박현수(경북대)69)

1. 서론
종교적, 신화적 상상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지적, 정서적 활동의 기반에 놓여 있
다. 이런 상상력의 최고의 장점은 풍부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쉽게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
다는 점이다. 휠라이트는 시학에서 가치를 두는 상징을 ‘긴장 상징(tensive symbols)으로
명명하고, 상징의 암시력과 환기력에 따라 상징을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 네 번째,
다섯 번째 상징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다.

① 한 특정 시에서 주도적 이미지 기능을 완수한다. ② 한 특정 시인에 의해
서 의미심장한 개인 상징으로 반복 사용되고 개발된다. ③ 여러 시인에게 통
용됨으로써, 그리하여 새로운 시적 문맥에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섞이고 자극
되어 문학적 활력(전승적 활력)을 개발한다. ④ 한 특정 문화권 전체나 한 특
정 종교인 전체에 의미가 통용될 수 있다. ⑤ 끝으로 문화적 차용이나 역사의
영향 밖에서 인류 전체 혹은 그 대부분에게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경향
이 있다는 점에서 원형성을 가질 때다.70)

이중 ④는 휠라이트 자신이 ‘문화의미망적 상징’이라 부르는 것으로 종교적 상징을 말하
며, ⑤는 ‘원형상징’으로 부르는 것으로 신화적 상징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 상징의 공통
점은 이미지의 암시력과 환기력이 상징 중에서 가장 크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두 상징은
많은 부분 겹칠 수밖에 없다. 종교에서나 신화에서 낮(광명)을 선의 상징으로, 밤(어둠)을
악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예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징은 그 성격상 이
미지와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다. 상징은 이미지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 이론 구성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런 종교적, 신화적 상징(혹은 상상력)을 이론 구성
의 질료로 사용하기를 즐겨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론이 지닌 깊이를 보여주는 데 도움
이 될 뿐 아니라,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이런 상상력의 도움으로 몇 가지 이론 구성을 해본 적이 있다. 본고는 시학의 기본
개념 설정에 이들 상상력에 많이 도움을 받은 경우를 두 가지 정도 소개하고자 한다.

2. 상상계의 범주 설정71)

69)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70) Philip Wheelwright, 김태옥 옮김, 은유와 실재, 1982, 100쪽.
71) 이 논의는 필자의 ｢상상계(imaginary)의 역사성과 동아시아 상상계의 유형｣(한국문화연구 24, 이
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3)을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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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상계의 유형 분류
시 논의에 있어서 이미지 혹은 이미저리(imaginary, 상상계)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루지 않는 시론서는 존재하기 힘들다.
이중 이미지(이미저리)의 범주는 시 작품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정리
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므로 따로 다룰 필요가 있다.
먼저 상상계(imaginary)의 개념부터 정리해보자. 상상계는 상상력이 작동하는 기반이
되는 각종 요소들의 총체를 말한다. 즉 “상상 혹은 상상력의 활동 대상으로서, 이미지․허
구․전설․신화․상징 등 상상적인 것 모두를 가리키는 개념”72)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작품들 속, 가시적 이미지들(그림, 데생, 사진) 혹은 언어적 이미지들(메타포, 상징, 이야
기)의 밑바닥에 물질화된 생산물들 혹은 심적 생산물들의 총체”로서,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고 있고 역동적이며 상징적인 (…) 기능을 갖고 있는 총체”이다. 상상계는 상상력의 활
동 대상으로서, 상징이나 허구뿐 아니라 논문, 기사 등을 포괄하는 모든 담론, 모든 인간
활동의 기저에 깔려있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상상계는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뒤랑은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
의 서론에서 그 역사를 요약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천상과 지상의 상징으로 나누는 2분
법(크라프), 물, 불, 공기, 흙의 4원소론에 기댄 4분법(바슐라르), 성직자, 전사, 생산자라
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3분법(뒤메질), 목축적 상상력과 농경적 상상력의 2분법(피가니올),
자세, 삼킴, 리듬의 지배반사에 따른 분열형태적, 신비적, 종합적 구조의 3분법(뒤랑)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뒤랑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상상계의 유형 분류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생각
하기로 한다. 뒤랑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의 분류학이 심리적·논리적 차원
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실증적인 차원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73) 뒤랑은
상상계의 분류를 제어하는 근원적인 계기를,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불가피한 기
본적인 생리적 지배소에서 찾는다. 뒤랑이 드는 지배소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자세’
지배소이다. 이것은 신생아들이 걸음을 배우기 위해 일어서는 동작을 본능적으로 시도하
는 직립 반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이들은 수직 상태를 특권적으로 지각하게 된
다. 두 번째 지배소는 ‘섭취’ 지배소로서 신생아들이 입술로 빨아들이는 반사와 젖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려는 반사로 나타난다. 지금까지는 베흐테레프의 이론에 기댄 것인
데, 뒤랑은 여기에 ‘교접’ 지배소를 하나 더 덧붙인다. 이것은 주기적이며 내적으로 동기
부여된 지배소로서 성적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요소를 가리킨다. 뒤랑은 이런 것들을

72) Gilbert Durand, 진형준 옮김,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 문학동네, 2007, 18쪽, 옮긴이의 각주
1)번.
73) 뒤랑은 이 두 가지 차원의 상호작용을 “인류학적 도정”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인류학적 도정
(trajet anthropologique)이란 “상상계의 차원에서 주관적·동화적 충동들과 우주적·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객관적 요청들 사이에 존재하는 끊임없는 교류과정”을 의미한다. Gilbert Durand, 앞의 책,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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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삼킴·리듬의 세 지배 반사”(Gilbert Durand: 65)라 요약하며 주요 상징은 이런 생
체적 층위를 바탕으로 함을 강조한다. 뒤랑은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의 특성을 ‘분열
형태적 구조’, ‘신비적 구조’, ‘종합적 구조’라 명명하고 있다. 이런 발상의 전체적인 양상
을 뒤랑은 스스로 표로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동사적 표상(구분하다/ 뒤섞다/
연결하다)이 각 유형의 특성을 개념적으로 잘 요약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유형
을 다시 낮과 밤의 2분법을 적용하여 자세 지배소와 관련된 것을 ‘낮의 체제’로, 나머지를
‘밤의 체제’로 분류한다.74)
뒤랑의 이런 인식은 3분법을 바탕으로 미술사를 다룰 때 미술의 유형적 특성과 함께 지
역적 구도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는 미술의 유형을 세 가지, 즉
제욱시스(종합적 구조), 피그말리온(신비적 구조), 나르키소스(분열 형태 구조)의 거울로 나
눈다.75) 제욱시스의 거울은 사실주의 예술이며, 지역적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중심으
로 발전한 예술을 가리킨다. 피그말리온의 거울은 사실주의에 대립되는 표현주의 예술로
서, 게르만 국가들과 북유럽의 예술들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나르키소스의 거울은 장식
주의 예술로서, 주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뒤랑의 이런 시각은 동아시아의 문화사적 실증성을 바탕으로 상상계의 유형을 구성할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적 유형을 상상계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상상
계의 유형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전반의 기층사유의 특질, 특히 우리 전
통 사유와 연계된 상상계의 특질을 검토하고자 한다.

2-2. 세 범주의 상상계와 신화적 지형도
필자는 상상계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화하적(華夏的) 상상계, 묘만적(苗蠻的) 상상
계, 동이적(東夷的) 상상계가 그것이다.76) 그리고 이런 범주의 문화적 기반은 동아시아의
신화적 상상력의 특성이다. 이 개념을 풀어나가기 위해 상상계의 물질적 지형도가 그려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고대 동북아의 문화사적 구도와 관련이 있다. 고대는 국가 개념이
미미한 때이므로 국가주의적 시선이 아니라 상상계와 같은 문화적 범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뿐만 아니라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지금 중국으로 불리는 고대 동아시아의 원형적 인적 구성은 3대
종족집단의 거주구역 및 문화적 특징에 따라 서방의 화하계(華夏系), 동방의 동이계(東夷
系), 남방의 묘만계(苗蠻系)로 나누는 것이 정설이다.77) 최초로 한족(漢族)의 단일성을 부
74) 역자 후기에 따르면 뒤랑은 1992년 11판 서문에서 밤의 체제와 낮의 체제라는 2분법을 폐기하고 싶
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밤의 체계와 낮의 체계라는 2분법의 상투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Gilbert Durand, 위의 책, 705쪽.
75) 이하는 박기현의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박기현, ｢상상계의 구조로 본 예술 : 질베르 뒤랑의 문
화 현상에 대한 구조적 접근Ⅰ｣, 불어불문학연구 58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04.
76) 혹자는 동이(東夷)가 폄하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보지만 이는 후대의 시각이다. 이족(彛族)의 족칭 변
경에 대해 “彛族의 전통문헌에서는 항상 ‘夷’를 族의 명칭으로 삼았다. 신중국 성립 이후 ‘夷’에 차별
적인 뜻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彛’라고 고치게 되었”다는 논의가 참고될 만하다. 馮時, 전숙희 옮
김, ｢중국 문자의 기원에 대한 시론｣, 한국고대사탐구 1집, 2009,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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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몽문통(蒙文通)은 황하 상류의 하락민족(河洛民族), 양자강 유역의 강한민족(江漢民
族), 동해안의 해대민족(海岱民族)으로 중국민의 구성원을 분류하고 있다.78) 하락민족은
황제(皇帝), 전욱(颛頊), 요, 순, 우(禹)를, 강한민족은 공공(共工), 혹은 구려(九黎), 삼묘
(三苗), 신농(神農), 염제(炎帝), 치우(蚩尤)를, 해대민족은 수인(遂人), 복희(伏羲), 여왜(女
媧), 소호(少昊) 등을 시조나 조상신으로 받든다. 이보다 더 세련된 분류는 서욱생(徐旭生)
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는 화하집단, 동이집단, 묘만집단으로 그 원형을 나눈다. 그에
따르면 화하집단은 염제와 황제를 시조로 하여 협서성의 황토벌판에서 발상하였으며, 동
이집단은 태호, 소호, 치우 등을 시조로 하여 산동북부, 하남동부, 동해안에 해당하는 지
역에서 발상하였으며, 묘만집단은 삼묘(三苗), 환두(驩兜)를 시조로 하여 호북, 호남 지역
을 중심으로 일어났다.79) 그의 이런 관점은 이후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영된다.80) 다만
이런 시선이 문화나 미학 쪽에서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소 특이하다고 할 수 있
다81)
이중 화화계와 동이계의 문화적 특성은 그 성격이 뚜렷하다. 정재서는 산해경(山海經)
과 고구려벽화를 중심으로 신화적 상상계의 계열을 치밀하게 추적하는 논의에서 ‘동이계
신화권’을 설정하고 그것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이계는 조류숭배 및 태양숭배와 샤머니즘 등의 원시신앙의 바탕
위에 산동을 중심으로 동․남부 해안 및 북부 발해만 연안 일대를 포괄하는 지
역을 신화의 구역으로 삼고 있다. 고구려의 주몽(朱蒙) 신화, 은의 간적(簡狄)
신화, 서언왕(徐偃王) 신화 등은 상술한 신화적 특징들을 공유하는 동이계 신
화군의 대표적 사례로 흔히 거론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정치적, 문화
적 통합체로서의 중국이라는 개념 이전에 발해만․산동․동남해안 일대에 형성된
별개의 신화구역 즉 동이계 신화권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고 이에 속해 있는
고구려 신화가 앞서의 중원 신화와는 다른 계통임을 알 수 있다.(정재서: 126)

여기에서 말하는 ‘동이계 신화권’은 ‘동이적 상상계’로, ‘중원 신화구역’은 ‘화하적 상상
계’로 바꿔놓을 수 있다. 화하적 상상계는 비교적 초기에 형성된 자기동일성을 추구하는
유가적 인간중심주의 때문에 신화적 풍부함을 상실하게 되었다. 동주(東周)의 사가(史家)
들이 공자가 비판한 괴력난신(怪力亂神)을 피해 의도적으로 신화를 합리적으로 해석했는
77) 이는 蒙文通․傅斯年․徐旭生 등 대표적 상고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한다. 정재서, 동양적인 것의
슬픔, 살림, 1996, 125쪽. 각주 10) 참조.
78) 蒙文通, 古史甄徵; 김성호, 씨성으로 본 한일민족의 기원, 푸른숲, 2000, 121-122쪽.
79) 徐旭生, ｢我國古代部族三集團考｣, 杜正勝 編, 中國上古史論文選集1, 臺北: 華世出版社, 1979 참
조.
80) 이 사관은 해방 후 중국 공산정권의 소수민족정책과 어울려 1981년에 개최된 ‘중국 민족 관계자 좌
담회’에서 서방의 화하족(황제, 염제, 요, 순, 우), 동방의 동이족(예, 태호, 소호, 치우), 남방의 묘족
(복희, 여왜, 반고) 등으로 수렴된다. 김성호, 앞의 책, 122쪽.
81) 이택후 같은 학자는 북방, 남방의 문화만 중국미학사의 범위 둠으로써 동이계의 문화 요소는 고려하
지 않고 있다. 李澤厚, 윤수영 옮김, 미의 역정, 동문선, 1991, 200-2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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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것은 전국 시대에 발달한 인문주의로 인한 필연적 추세였다고 한 장광직(張光直)의
평가는 이와 관련된다.82) 이는 중국 미학을 유교 인문주의를 중심으로 한 ‘화하미학(華夏
美學)’으로 부르고, 도가를 유가에 종속․동화된 사상으로 기술하는 이택후의 관점에서도
확인된다.83) 동이계와 묘만계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미구분도 이런 화하계 중심의 문화사
관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정재서 역시 이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비-화하계적 상상
계(묘만․동이적 상상계)는 이후 화하계적 상상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기술되거나, 비주류
잠복문화로 기술된다.
이런 언급에서 확인되듯이, 동이계에 포괄되기도 하는 묘만계는 그 성격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묘만계의 중심지역인 초(楚)나라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론이 분분한 것이다. 초 민
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동래설, 서래설, 북래설, 남방토착설 등 가능한 모든 논의가 중국
학계에 제기되어 왔다.84) 이런 혼돈의 중심에 초 민족의 조상신으로 신성시되는 축융(祝
融)의 정체성 혼란이 놓여 있다.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초 지역은 무사(巫師)와 귀

신을 숭배하고 과도한 제사를 올린다”85)고 하여 무속신앙과 미신이 강렬하게 지배하는 사
회상황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묘만계의 기본적인 특질로 볼 수 있다. 같은 한서에 동
이계 조선 관련 서술에서는 이와 같은 구절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범금팔조(犯禁八條)’와
같은 사회적 질서를 언급한 것을 보면 그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산해
경에서 동이계 관련 서술이 군자국(君子國)과 같이 우호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이들 세 범주의 상상계는 각각 독립적인 특성을 지닌다. 화하적 상상계는 주나라의 인
문정신에 기반한 합리성과 코스모스, 논리성, 현실주의 등을 그 특징으로 지니며, 묘만적
상상계는 비합리성, 카오스, 초논리성, 신비주의 등을,86) 동이적 상상계는 이 둘의 사유를
종합한 카오스모스, 논리적 초논리성, 초월적 현실주의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뒤랑의 관
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자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화하적 상상
계는 분열형태적, 묘만적 상상계는 신비적, 동이적 상상계는 종합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화하적 상상계를 제외한 두 상상계(비-화하적 상상계 혹은 묘만․동이적 상상계)는 비합
리성, 카오스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하나의 상상계로 묶여 왔다. 이는 뒤랑이 세
가지 상상계를 밤과 낮이라는 두 체제로 묶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묘만계와 동이계를 하
나로 보는 정재서는 이 두 상상계의 특성을 “귀신을 우선하고 예를 뒤로 하는(先鬼而後

82) 張光直, ｢商周神話之分類｣; 위앤커, 전인초․김선자 옮김, 중국신화전설1(민음사, 1999)의 ｢작품 해
설｣, 532쪽.
83) 李澤厚, 권호 옮김, 화하미학, 동문선, 1990, 146쪽.
84) 자세한 것은 선정규, ｢초(楚)문화의 동이(東夷)문화 특성과 한(韓)민족과의 관계｣, 중국학논총 26
집, 2009, 65쪽 참조.
85) “(楚地) 信巫鬼, 重淫祀”, 한서․지리지; 선정규, 앞의 글, 74쪽에서 재인용.
86) 이는 초사(楚辭)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택후는 괴력난신의 전통이 굴원을 대표로 삼
는 남방문화 가운데에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본다. 李澤厚, 미의 역정,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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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 샤만 문화로 보고, 화하적 상상계의 특성은 주 왕조의 건립과 더불어 확립된 “예를
존중하고 실천을 숭상하는(尊禮尙施)” 인문정신으로 보고 있다.(정재서: 54-55) 뒤랑의 관
점에서 볼 때 화하적 상상계와 묘만․동이적 상상계는 그의 상상계 분류 체계, 즉 ‘낮의 체
제’와 ‘밤의 체제’에 상응한다.

2-3. 세 상상계의 근원으로서의 세계관, 혹은 초월관
이들 상상계의 본질적인 차이는 각각의 사유가 바탕하고 있는 세계관의 차이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구체적인 담론 자료를 통해 분석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화하적 상상
계는 유교 사상의 대표적인 사유가 담긴 논어, 묘만적 상상계는 초사, 동이적 상상계
는 산해경이나 그와 관련된 주몽신화나 단군신화(혹은 이를 수록한 삼국유사) 등이 될
수 있다. 이 중 산해경의 위치가 애매할 수 있으나,87) 여러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책은
동이적 상상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서는 동이적 상상계의 세계관
을 파악하기 위해 단군신화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다. 단군신화는 동이적
상상계의 사유가 가장 원형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이계
고서인 산해경과의 관련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88)
동이적 상상계의 특성을 단군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단군신화의
의미 지배소는 ‘천상의 지상화’, ‘신성의 내재화’이다. 동이적 상상계 이런 지배소는 환인,
환웅, 단군, 웅녀 등의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환인은 천상의 존
재로 인간세계를 내려다보며 그곳을 홍익인간(弘益人間), 즉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환인은 천상과 지상의 연계를 신뢰하는 인물로 보이며, 이
것은 ‘천상의 지상화’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은 환웅에 와서 더욱 발전된
형식으로 표명된다. 환웅은 지상으로 내려와 신시(神市)를 세우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를 ‘재세이화(在世理化)’라고 특별하게 지칭하고 있다.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하
였다’는 ‘재세이화’에서, ‘세상에 있음’은 신적 존재가 지상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음을 강
조한 표현이다. 이는 즉 ‘천상의 지상화’, ‘신성의 내재화’의 더 진전된 표명이다. 이런 지
배소는 단군에 이르러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 단군은 천상과 지상의 합일을 한 몸에 구
현하고 있는 인물로, 부계와 모계의 상징을 하나로 묶어내는 존재이다. 즉, 환인, 환웅으
로 이어지는 천상계와 웅녀로 나타나는 지상계를 단군이 하나로 통합시킴으로써 의미 지
배소는 여기에서 완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단군을 “천상의 신적 생명과 지상생명의 융합된
87) 이택후는 몽문통(蒙文通)과 고힐강(顧頡剛)의 견해에 의거하여 산해경을 남방지역 작품으로 보고
있다. 李澤厚, 미의 역정, 200쪽. 이에 반하여 정재서는 손작운(孫作雲), 부사년의 견해에 기대어
동이계 고서로 보고 있다. 정재서, 앞의 책, 128-129쪽. 이 글은 정재서의 견해를 따른다.
88) 김인희는 산해경과 단군신화의 연계를 다음과 서술하고 있다. “산해경, ｢대황북경｣에 치우가 풍
백, 우사 부락과 연맹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단군신화의 풍백, 우사와도 관련을 갖는다. 중국
의 다른 신화에서는 풍백과 우사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풍백과 우사는 치우 집단과 연맹한 집
단임을 알 수 있으며 단군신화에 풍백과 우사가 등장하는 것은 치우와 단군 집단도 정치적으로 연맹
한 집단이거나 혈연적 관계가 있는 집단임을 말한다.” 김인희, ｢한ㆍ중 거인신화 비교 연구Ⅰ: 거인신
화의 생성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2권 1호, 2000,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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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체”(이남영: 123)로 보는 것이나 단군신화의 세계관을 “전일적(全一的) 세계관”89)으로
보는 것도 이런 관점과 관련된다.
이처럼 단군신화에서 부계로서의 신성은 환인이라는 천상성 그 자체에서부터 환웅을 거
쳐 하강하는 단계를 통해, 모계로서의 인간성은 곰이라는 동물성으로부터 인간성으로 상
승하는 단계를 통해 마침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단군신화 서술자가 단일
모티프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은 곰의 인간화이다. 전체 문맥
을 고려할 때, 곰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동일한 지상계에서 행해지는 수평적 변화가 아니
라 상승 과정으로서의 수직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내적 가
능성에 기반한 상승이다. 그래서 웅녀와 관련하여 “곰을 웅녀로 변경시킬 수 있는 웅녀
안에 내재된 힘은 내적 초월성 혹은 내적 신성”90)이라 보는 관점은 정확한 통찰이라 할
수 있다.91) 어원론적으로 이것은 곰으로서의 동물성 안에 이미 검(신)92)으로서의 신성이
주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신시(神市)’라는 말에서 이 세상이 이미 지상으로
내려온 신, 즉 내재된 신의 거처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신시’는 ‘신의 도시’, ‘신이
다스리는 도시’라는 의미이다. 그것의 순우리말 표현이 검독(儉瀆)이다. 중국 사서에는 고
조선과 관련하여 검독, 혹은 험독(險瀆)이라는 지명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미 밝혀진 바
처럼 ‘검터’, 즉 ‘통치자가 거처하는 터’, ‘신의 도시’라는 순우리말의 음차 표기다.93) 이
‘검터’를 한자어로 그대로 옮기면 ‘神市’가 되는 것이다. 이 신시도 단군신화에서 아사달,
궁홀산, 금미달 등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94)
이런 내재화는 ‘지금 여기’를 벗어난 곳에 따로 존재하는 ‘저곳’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
을, 즉 외재적 초월을 설정할 필요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세계관으로 볼 때 존재가 발 디
디고 있는 바로 이곳이 이미 초월이 이루어진 곳, 즉 ‘너머-여기’의 세계라는 것이다. ‘너
머-여기(beyond-here)’에서 ‘여기’는 ‘너머(beyond)’의 대상이 아니라, ‘너머’를 통해 도
달한 결과이며 또한 이미 이루어진 결과이다. ‘여기’를 넘어서서 따로 존재하는 ‘저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개념의 핵심이다. 단군신화나 산해경은 이런 ‘너머-여기’
의 세계이다. 산해경에 등장하는 각종 그로테스크한 인물이나 동물, 마치 여러 동물의

89) 이을호, ｢단군신화의 철학적 분석｣, 민병도 외, 한국사상, 우석출판사, 2004, 66쪽. 이을호는 이
전일적 세계관을 이남영의 ｢단군신화와 한국인의 사유｣에서 가져왔는데, 그는 이때의 ‘이원구조의 묘
합지상(妙合之象)’을 ‘한’이라는 고유어로 명명하고 있다.
90) 한자경, 한국철학의 맥, 이화여대출판부, 2008, 31쪽.
91) 류승국은 단군신화가 제시하는 인간형을 “신성과 물성을 동시적으로 지닌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요
약하고 있는데, 유사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한울, 1997, 29
쪽.
92) ‘검’은 신(神)의 순수 우리말이다. 양주동의 다음과 같은 설명 참조. “‘’은 ‘굄․검․곰․금’ 등으로 호
전되는 ‘神’의 고어로 ‘王’의 고훈(尼叱今․寐錦 내지 上監)에 仍用되었다. 借字론 ‘解慕․蓋馬․金馬․儉․
錦․今․黑․熊’ 등등. 그 어원은 ‘幽玄’의 義의 ‘감․검’일 것이다. 단군의 웅녀탄생설은 ‘․곰’의 類音에
서 생긴 전설이다.” 양주동,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1965, 8-9쪽.
93) 리지린, 윤내현의 주장이다. 리지린, 고조선 연구(1963년본 영인), 열사람, 1989, 83쪽;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337쪽.
94) 아사달은 밝은(아침) 땅, 궁홀산은 검골, 금미달은 검달의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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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깁기나 특정 부위의 과다나 결핍으로 나타나는 존재들은 ‘너머-여기’의 현실적 존재 양
상일 뿐이다. ‘너머-여기’는 합리적인 사유로 볼 때 그 자체로 그로테스크한 것이기 때문
에, 이의 가장 바람직한 표현양식은 단군신화, 동명왕신화, 산해경과 같은 신화적 상징
뿐이다.
화하적 상상계, 묘만적 상상계와 동이적 상상계의 근원적인 차이는 이처럼 초월의 문제
에 대한 태도에 있다. 동이적 상상계가 ‘너머-여기’라는 내재된 신성을 지향하는 삶의 태
도를 보여준다면, 화하적 상상계는 현실논리에 대한 가치 부여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
에 ‘너머’의 문제, 즉 초월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이 상상계의 바탕 사유인 “유학의 기
본적인 특징은 회의론 또는 무신론적 세계관에 있으며, 현실의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
취적인 인생관에 있”95)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오직 여기(only here)’의 사유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묘만적 상상계의 기본 사유는 무속 신앙의 강력한 자장에서 형성되었다.
초나라의 무속신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초사96)에서 보듯이 이런 상상계에서는 신의 세
계가 중심이 되어 있으며 인간적 삶의 의미는 신의 세계로 향하는 데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즉 ‘너머-저기(beyond-there)’의 사유라 할 수 있다. 굴원의 <이소(離騷)>에서 화자가
무속적 분위기 속에서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고향을 내려다보지만 다
시 지상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 데에서 이런 사유가 발견된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가는 일방통행적 구조, 여기를 넘어 저기로 가는 방향이 이 상상계의 기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97)
동이적 상상계의 특징은 주자의 논리 정합성에 반하여 리의 능동성을 주장한 퇴계의 주
리론에서 발견되고, 조선 중기부터 한국에서 유행한, 이미 마태오리치의 서양 지도가 들어
온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작된, 상상과 팩트를 뒤섞어 놓은 ｢천하도｣ 같은 지도에서도 발
견된다. 특히 ｢천하도｣는 산해경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지도로서, 주지하다시피 중국,
일본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세계 지도이다.

3. 서정성의 새로운 개념 설정98)

3-1. 주관성 이론과 독백주의적 서정성
서정성은 한 마디로 ‘세계와 자아의 동일성’을 말한다. 이 개념의 보편적인 성격 때문에
서정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은 시란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
95) 李澤厚, 미의 역정, 165쪽.
96) 한대 왕일(王逸)의 ｢구가(九歌)｣ 설명에 초나라의 무속신앙과 작품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등장한다.
李澤厚, 위의 책, 203쪽. 다만 초사를 묘만적 상상계의 준거로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반영된 유교
적 사유를 거세시켜야 한다.
97) 이에 반하여 동이적 상상계는 지상과 천상의 쌍방향적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바리데기신화에서
바리데기가 저승에 가서 약물을 구하여 지상에 돌아오는 것이나, 하늘에서 지상을 오가며 정사를 베
푸는 동명왕신화의 해모수도 마찬가지다.
98) 이 부분은 필자의 ｢서정시 이론의 새로운 고찰 : 서정성의 층위를 중심으로｣(우리말글 40, 2007)
를 요약,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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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정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주체와 객체의 관계 문제이다. 그 관계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세계의 자아화”99)와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100)일 것이다. 이 중 시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된 것은 김준오의 동일성 시론이다. 그는 ‘시=서정시’의 등식을 신뢰
하며 서정시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한 바 있다.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으로 요약되는
동일성 시론은 다음 구절에 간단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다.

자아와 세계, 곧 인간과 사물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 자아와 세계는 서로 동화
되어 어떤 것이 인간이고 어떤 것이 사물이라는 구별이 없이 미적 전체로 통
일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정시는 극과 서사와 달리 자아와 세계 사이의 거리
를 두지 않는다. ‘거리의 서정적 결핍’(lyric lack of distance)이 서정시의 본
질이다.101)

김준오는 서정성의 특성을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 즉 “자아와 세계의 일체감”으로 정
리하고, “거리의 서정적 결핍”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자아와 세계, 즉 주체와 객체의
실존적인 구별이 무화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주체와 객체의 완전한 동화로 존재의 개별성
이 사라지고 미적 전체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혼융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 현대 시론에 나타나는 서정성 논의는 주체와
객체가 동등한 상태의 서정성이 아니다. ‘세계와 자아의 동일성’은 주ㆍ객이 어느 쪽에 치
우침이 없이 공존하며 상호 동화된 상태를 말하지만, 우리의 서정성 논의는 대부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동일성이다. 특히 김준오의 논의가 문제적이다.

자아와 세계가 구분되지 않을 만큼 동화되어 있듯이 서정시에 있어서 대상
(세계)은 자립적 의의를 갖지 못하고 주관(자아)에 종속된다.102)

김준오는 서정시의 객체는 자립적 의의를 갖지 못하고 주관에 종속된다고 하였는데, 이
는 주체가 객체를 일방적으로 포괄해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객체를 압도하는
주체라는 일종의 위계질서가 개입되어 있다. 이것은 자신이 강조해온 평등한 상호공존과
전혀 다른,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복속시키는 종속 상태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동일성
은 주체가 객체를 주관적으로 포섭해버리는 심리학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객체는 주체의 심리적 현상 속에서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김준오가 보여준 바처럼 현재 우리의 서정성 논의는 람핑의 규정에 따른다면 ‘주관성
이론’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관성 이론’이란 서정성의 특성을 “모든 객관적

99)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101쪽.
100) 김준오, 시론(제4판), 삼지원, 2000, 34쪽.
101) 김준오, 위의 책, 36쪽.
102) 김준오, 앞의 책,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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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주관적인 표상과 감각으로 변환되는 것을 뜻하는 내면성
(Innerlichkeit)”103)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이론이다. 주관성 이론에서 객체는 자체의
독립적 성격을 상실하여 주체의 심리학적 과정과 인식 작용 속에 무화되어 버리는 것으로
상정된다. 주체와 객체의 모든 관계가 주체의 내면적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때 객
체는 아도르노의 표현대로 “주관에 압도된 객관”104)에 그친다.
우리의 서정성 논의도 전반적으로 주관성 이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대부분
의 논의는 김준오처럼 서정성을 자아의 심리적 현상으로 축소시키며 주체와 객체를 일방
적인 종속관계에 둔다. 이런 유의 서정성을 ‘독백주의적 서정성’ 혹은 ‘나르시스적 서정성’
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런 관점은 객체를 수동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주체의 고립적인 활성
화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닌다. 주체는 객체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객체를 탈영토화하고 재영토화해버린다. 이 때 객체는 주체의 연장(延長)에 불과
하다. 세계의 자아화는 주체가 주체에게 던지는 폐쇄적인 독백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주
체 중심의 단일 관점에 의해 타자로서의 객체를 억압하는 이 상황은 바흐친이 비판한 바
있는 ‘독백주의’의 부정적 상황과 동일하다.
독백주의적 서정성은 에리히 프롬의 삶의 양식, 즉 소유양식(having mode)과 존재양식
(being mode) 중 후자와 닮은 개념이다. 에리히 프롬은 두 양식을 대조시키기 위해 시
두 편을 인용한다.

(가) 갈라진 담장 틈에 핀 한 송이 꽃.
나는 너를 틈에서 뽑아
여기, 너를, 뿌리와 모든 걸 내 손에 들고 있다.
작은 꽃송이, 그러나 내가 너를, 너의 뿌리와 모든 걸,
너의 온갖 것들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련만.
- 테니슨, ｢담장 틈에 핀 한 송이 꽃｣ 전문
(나) 가만히 보니
냉이꽃 한 송이 피어 있다
울타리 옆에!
- 바쇼, ｢냉이꽃｣ 전문105)

프롬에 의하면 (가)는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꽃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양식을 보여주는

103) Dieter Lamping, 장영태 옮김, 서정시: 이론과 역사, 문학과지성사, 1994, 186쪽.
104) 김주연, ｢아도르노의 문학이론｣, T. W. Adorno, 김주연 옮김, 아도르노의 문학이론, 민음사,
1985, 178쪽.
105) 이 시들은 원래 스즈키의 선불교 강론에 예로 실린 것을 프롬이 인용한 것이다. 번역서에서 원시
와 달리 번역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였으며, 하이쿠에는 원래 제목이 없으나 하이쿠의 ‘계절어’를 제목
으로 삼았다.

- 61 -

예가 되고, (나)는 “단순히 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106) 되는 상태, 즉 존재양
식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가)와 같은 양식이다. 얼핏 보면 (가)도
대상을 ‘너’라는 인격적 존재로 명명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서정적 상태에 놓인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시는
대상을 자아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유를 반영하고 있다. 주․객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주
체에 철저하게 종속된 객체의 상태, 즉 종속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독
백주의적 서정성에 대한 극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예는 독백주의적 서정성이
서구적 인간중심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독백주의적 서정성의 한계가 곧 주관성 이론의 한계라 할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지금까지 주객의 동등함을 강조하는 동일성 이론보다 주관성 이론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객체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인정하는 데에 학문적 부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관성 이론은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기대어 공식적인 옹호가 가능하다. 즉 주체의
심리적 효과로 설정할 경우 학적 체계 내에서 서정성 논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전자는 학문적 범주를 벗어나는 탈논리적인 혐의가 짙기에 아무래도 학적 체계 내
로 끌어오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준오의 한계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는 객체와 주체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승인하지도 않는다. 바로 이 지점이 근대과학의 위력에 위축된
시학의 무기력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거나, 혹은 검증할 유사한
방식을 지니고 있는 것만이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관성 이론이 그 동안 많은 학
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관성 이론은 심리학에 기대어
서정성을 해명하려는, 근대과학의 권위에 위축된 이론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심리학의
후광을 업고 심리과정의 문제로 환원되고 객체는 주관의 연장으로 변모되었던 것이다. 이
처럼 주관성 이론의 한계는 19세기 과학주의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

3-2. 상호주체적 서정성
‘독백주의적 서정성’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상호주체적 서정성’을 설정할 수 있다. 전자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일방향적이고도 폐쇄적인 구조를 지니는 경우를, 후자는 그 관계가
능동적이고도 대등한 의사소통적 구조를 보여주는 경우를 가리킨다.
상호주체적 서정성을 잘 해명하고 있는 논의는 슈타이거의 이론이라 할 수 있다.107) 슈
타이거의 핵심 용어인 ‘회감’(Erinnerung; Interiorization)108)도 이런 정조의 상태를 바
106) Erich Fromm, 김진홍 옮김, 소유냐 삶이냐, 홍성사, 1978, 36쪽.
107) 슈타이거 관련 논의는 기존 번역본(Emil Steiger, 이유영 외 옮김, 시학의 근본개념, 삼중당,
1978)에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많으므로 영역본을 따르기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슈타이거의 저서
를 인용할 때 사용하는 쪽수는 전부 영역본의 해당 부분을 가리킨다. 그러나 번역의 적절성이 의심되
지만 이미 널리 유포된 중심 개념들(예를 들어 회감, 정조, 상면관계 등)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108) 이 말은 주로 ‘회상’으로 번역되었으나 번역본(Steiger, E., 이유영 외 옮김, 시학의 근본개념, 삼
중당, 1978)에서 ‘회감’(回感)으로 번역하면서 고정되었다. 카이저는 이 개념에 불필요한 시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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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한 것이다. 회감은 “주체와 객체의 간격 부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서정적 융화
(Ineinander; interpenetration)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개념은 내면이니 주체성이니 하
는 용어와 무관하다. 왜냐하면 회감이란 것은 ‘주체 속으로 세계의 완전한 융화’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세계, "그 둘의 부단한 융화"(a perpetual interpenetration of
the two)를 뜻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검토한 상호주체적 서정성의 진면목이 명쾌하게 드
러나는 부분이다. 주체와 객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소통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그
둘의 부단한 융화”가 의미하는 바이다. ‘주체→객체’의 일방통행만이 가능한 독백주의적
서정성이 아니라 양자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호주체적 서정성을 요약적으로 보
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인이 자연을 회감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이 시
인을 회감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109)이라는 말은 이제 사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철학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상호주체적 서정성은 “주체-주체(S-S) 패러다임”에 입
각한 동일성이라 할 수 있다.

상호주관성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개념들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상호주관성은 후설이 선험적 자아에 의존하고 있는 자신의 초기 현상학의 유
아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 상호주관성의 구조는 주체-주
체(S-S)의 관계로 표시된다. 주체철학의 주체-객체(S-O) 패러다임에서 상호주
관성의 S-S 관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들에게 “질적인 도약” 혹은 과거와
의 “혁명적인 단절”로 간주된다.110)

위의 논지를 빌리자면 독백주의적 서정성론은 “주체-객체(S-O) 패러다임”에 입각한 논의
이다. 주체ㆍ객체라는 대립쌍은 하나는 인식 주체로, 다른 하나는 인식 대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인식 능력이나 능동성이 한쪽에만 부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방향은
주체에서 객체로 일방통행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상호주체적 서정성은 주관성 이
론의 유아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이론으로서, “주체-주체(S-S) 패러다임”에
입각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여기의 주체ㆍ객체를 인간뿐 아니라 모든 존재에 적용되는 것
이라 본다면 ‘주-주 관계’는 객체의 역할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준 경우가 된다. 이 관
계에서 객체는 주체의 인식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성을 지닌 주체로 승
격된다. 객체에 주체와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주-주 관계가 전제되어야만 상호
주체적 서정성이 작동할 수 있다.

3-3. 상호주체적 서정성의 근거로서 종교•신화적 상상력
상호주체적 서정성의 전형적인 예는 슈타이거의 이론보다는 우리 전후 전통주의의 서정
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 대신 ‘내면화’라는 말을 사용한다. Wolfgang Kayser, 김윤섭 옮김, 
언어예술작품론, 대방출판사, 1982, 521쪽.
109) Emil Staiger, 앞의 책, 82쪽.
110) 정대성, ｢하버마스 철학에서 상호주관성 개념의 의미｣, 해석학연구 17, 2006,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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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논의, 즉 조지훈의 ‘생명시학’과 서정주의 ‘신라정신론’, 제주도신화, 동학 등에서 다양
하게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모두 종교•신화적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지훈이 제시하는 시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한 상호주체적 서정성이 얼마
나 우리의 정신풍토와 어울리는가를 알 수 있다. 물론 슈타이거의 이론보다 몇 년 늦긴
하였지만 우리 논의가 구체적이고도 풍부하며, 독특한 문화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더 전형
적이라 할 수 있다.111)

우주의 생명이 분화된 것이 개개의 생명이요, 이 개개의 생명의 총체가 우주
의 생명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시는 자기 이외에서 찾은 저의 생명
이요, 자기에게서 찾은 저 아닌 것의 혼’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대상을 자
기화하고 자기를 대상화하는 곳에 생기는 통일체 정신’이 시의 본질이라고 나
는 믿는다. ‘인간의식과 우주의식의 완전일치의 체험’이 시의 구경이라고 믿어
진다는 말이다.112)

“대상을 자기화하고 자기를 대상화하는 곳에 생기는 통일체 정신”은 슈타이거가 말한
‘회감’, ‘주체와 객체의 부단한 융합’과 완전하게 일치한다. 자기와 대상은 능동성을 회복
한 주체와 객체를 말한다. 이 둘의 부단한 융합이 시적으로 표현된 것은 “시는 자기 이외
에서 찾은 저의 생명이요, 자기에게서 찾은 저 아닌 것의 혼”이라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주체와 객체는 한 단계 더 상승한 관계로 등장한다. 이것을 주체ㆍ객체의 구도로 정리하
면 시는 ‘주체 밖에서 찾은 주체, 주체 안에서 찾은 객체’가 된다. 상호 융합되어 그 위치
가 전도되어도 본질을 잃지 않는 주객 관계의 최고 단계가 여기에 그려져 있다. 이것은
완전한 단계의 상호주체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위의 구절에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근거
가 논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총체적인 우주관이다. 우주의 생명과 개개의
생명이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 혈연과 같이 맺어져 있기에 주체와 객체의 위치 변화는 어
떤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생성소멸하는 모든 존재는 주체의 객체이자 객체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시는 종교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한다.
서정주의 신라정신 역시 동일한 맥락을 지니고 있으나 상상력의 내용이 다를 뿐이다.
조지훈의 시론이 불교가 가미된 유가적 상상력에 주로 기대고 있다면 서정주의 시론은 기
층신앙인 샤머니즘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라정신은 ‘영통(靈通)’과 ‘혼교(魂
交)’를 핵심으로 하는 ‘영통주의(靈通主義)’ 혹은 ‘영원주의(永遠主義)’로 설명된다. ‘영통’
과 ‘혼교’는 세계와 자아에게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혼이 있어서 상호소통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서정주는 “마음 전달의 영원한 계속”이라는 영통과 혼교 속에 끼어서
삶의 유한성과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초월하는 ‘영원한 참여자’이길 원하며 이 정신

111) 슈타이거의 시학의 근본 개념은 1946년에 나왔으며, 조지훈의 시의 원리는 1953년에, 서정주의 신라정
신론은 주로 1950년 후반에 발표되었다.
112) 조지훈, 시의 원리-조지훈전집2, 나남출판, 1996,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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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학적으로 체계화하려 노력하였다. 그는 이 정신적 지향을 가리켜 ‘신라정신’이라 불
렀다.113) 이는 상호주체적 서정성의 구체적 부활이 된다. 서정주에게 있어서 주-객 관계
를 주-주 관계로 변화시켜 상호주체적 서정성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은 영혼의 존재이다.
영혼은 불멸의 성격으로 인하여 다른 주체로 다시 탄생할 수 있다. 현세의 주체는 내생에
는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변화된 주체로서의 객체이다.
따라서 이 세계에는 객체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변신의 연쇄 속에 모든 것이 주체로 존
재하기 때문이다. 서정주가 샤머니즘의 세계에 골몰한 것은 바로 이 세계의 매력 때문이
다.114)
기층문화인 샤머니즘의 세계는 언제나 주-주 관계의 세계이다. 당연히 혼교와 영통의
세계이다. 서사무가 ｢천지왕 본풀이｣에는 이런 관계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천지의 혼돈이 아직 완전히 바로잡힌 것은 아니었다. 하늘에는 해도 둘, 달도
둘이 떠 있으므로, 낮에는 만민 백성들이 더워 죽게 마련이고, 밤에는 추워 죽
게 마련이었다. 그뿐 아니라, 이때는 모든 초목이나 새ㆍ짐승들이 말을 하고,
귀신과 인간의 구별이 없어 사람 불러 귀신이 대답하고, 귀신 불러 사람이 대
답하는, 그야말로 혼잡한 판국이었다.115)

세계가 능동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상호주체적 서정성의 원형이 여기에 그려져 있다. 새
ㆍ짐승뿐 아니라 초목, 인간은 모두 상호주체적 관계 속에서 대등하게 존재한다. 가시적
존재뿐 아니라 비가시적 세계, 즉 유계(幽界)의 존재인 귀신들도 인간과 대등한 상태로 존
재한다. “사람 불러 귀신이 대답하고, 귀신 불러 사람이 대답하는” 상황은 이 세계의 의사
소통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된다. 상호주체적 관계의 세계는 단일 코드의 세계다. 초
목과 짐승, 귀신들의 공용어로 언어가 존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단일 코드를 통하여
세계와 자아는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초목을 부를 수도, 귀신이 사람을 부를 수
도 있고 그 부름을 통하여 힘을 작용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 역시 상호주체적 서정성의 세계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책이다. 그 세계는
무가에서처럼 모든 것이 상호주체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 곰과 호랑이가 신과 소통을 하
고(｢고조선｣), 하늘은 수시로 인간 세계와 소통하고(｢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쥐가 인
간의 말을 하기도 한다(｢사금갑｣). 곰이 인간으로 화하고(｢고조선｣), 용이 늙은 중으로 변
하기도 하고, 여자가 꽃으로 변하기도 한다(진성여왕과 거타지｣). 하나의 존재는 단일한
차원에 구속되지 않고 다차원적으로 열린 세계에서 다이나믹하게 살아간다. 이 세계에서

113) 영원주의에 대한 논의는 신범순, 반근대주의적 혼의 시학에 대한 고찰-서정주를 중심으로 , 한국시학연
구 4, 한국시학회, 2001; 박현수, 현대시와 마법성의 수사학 , 현대시와 전통주의의 수사학(서울대학교출
판부, 2004) 참조.
114) 이 세계를 묘사한 것이 서정주의 ｢인연설화조｣라는 작품이다. 처녀와 모란꽃이 시간이 지나 서로
주체를 바꾼 경우를 다루고 있다.



115) 현용준, 제주도 신화 , 서문당, 1976,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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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존재는 가능성 그 자체로 놓여 있는 것이다. 어느 존재도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는 상호소통이 가능하다. 이 세계의 정체성은 폐
쇄적이고 단일한 정체성이 아니라 변신술의 수많은 연쇄로 엮여 있는 상호주체적 정체성
이라 할 수 있다.
상호주체적 서정성 내에서 객체는 능동적이고도 물활론적 활력을 지닌 대상이 된다. 즉
주체와 같은 코드를 지닌 또다른 주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벤야민의 ‘시선을 돌
려주는 존재’와 유사하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것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선을 되돌려”116) 주는 어떤 존재이다. 이를 단순하게 ‘세계의 자아화’라 부를
수 없는 것은 대상의 능동성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주관성 이론에서 객체는 시선을 받기
만 하는 수동적 존재였다. 전후 전통주의의 서정성은 이처럼 객체의 능동성을 인정하여
주체로 격상시키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학의 물오동포론(物吾同胞論)을 덧붙일 수 있다. 해월 최시형은 “인오
동포(人吾同胞) 물오동포(物吾同胞)”117)라는 말로, ‘타자와 자아와의 동일성, 사물과 자아
와의 동일성’을 주장한 바 있다. 전자는 주체가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상호주체성을 설정
하는 데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서구의 상호주체성 이론이 주로
이 점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사물이 상호주체성의 한
주체로 놓인다는 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동학은 이 두 가지 동일성이 가능한 근거를 ‘지
기(至氣)’에서 찾는다.

대개 천지, 귀신, 조화라는 것은 유일한 지기(至氣)로 생긴 것이며, 만물이 또
한 지기의 소사(所使)이니, 이렇게 보면 하필 사람뿐이 천주(天主)를 시(侍)하
였으랴. 천지만물이 시천주(侍天主) 아님이 없나니.118)

조선 후기 유학의 인물성동론이 사물과 자아의 동일성을 리(理)의 편재성에서 찾는 것
과 달리 동학은 지기(至氣)의 편재성에서 찾는다. 동학에서는 지기가 리의 위치에 놓인다.
그래서 지기의 소산인 사물 역시 동일한 자질을 지닐 수밖에 없다. 사물도 사람과 마찬가
지로 한울님을 모신 존재인 것이다. 이때 한울님은 주체와 객체의 동일성을 지지해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 “모든 사물이 한울님이요 모든 일이 한울님”(物物天 事事
天)119)이기에 이 한울님을 통해 우주의 모든 존재는 등가에 놓이게 되며 근원적으로 서정

116) 벤야민이 아우라(Aura)의 경험과 관련하여 “우리가 시선을 주고 있는 자나 시선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자
는 우리에게 시선을 되돌려 준다. 우리가 어떤 현상의 아우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시선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을 그 현상에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 바 있다. Walter Benjamin, 반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
예이론, 민음사, 1983, 158쪽.
117) 삼경(三敬) , 천도교경전,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포덕 142년(2001), 354쪽.
118)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동학사상자료집 2, 아세아문화사, 1979, 126쪽. 천도교경전에는 이와 유사한
구절로 “우리 사람이 태어난 것은 한울님의 영기를 모시고 태어난 것이요,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또한 한울
님의 영기를 모시고 사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사람만이 홀로 한울님을 모셨다 이르리오. 천지만물이 다 한울
님을 모시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가 있다. 천도교경전, 29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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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일성을 성취한 존재가 된다. 이는 서정주의 신라정신론에 그 맥이 닿고 있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4. 결론
(생략)

119) 이천식천(以天食天) , 천도교경전, 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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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1분과

국문학

폴 발레리와 김춘수의 신화시 비교 연구:
에른스트 카시러의 신화론의 관점으로
오주리(가톨릭관동대)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사 검토
김춘수(金春洙, 1922~2004)는 자신의 자전소설 『꽃과 여우』에서 스스로에 대하여 ‘신화
주의자(神話主義者)’라고 규정한 바 있다(61). 이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김춘수는 『처용
단장(處容斷章)』을 비롯하여 신화시(神話詩, 獨 Mythopoesie)로 분류될 수 있는 많은 시
편을 창작하였다. 김춘수의 신화시는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1880~1936)의 영향 아래,
한민족의 역사의 기원을 상상적으로 구현한 「밝안제」에서부터 20세기의 한국사와 자신의
인생을 하나로 아우른 대서사시 『처용단장』을 거쳐 예수의 십자가형의 비극을 형상화한
「겟세마네에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김춘수가 신화시를 창작한 배경과 김
춘수의 신화시의 특징을 한 가지로 귀결시킬 수는 없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김현이 김춘
수의 시세계와 발레리(Ambroise-Paul-Toussaint-Jules Valéry, 1871~1945)의 시세계의
영향관계에 관하여 언급한 바를 근거로 하여, 김춘수의 신화시를 발레리의 신화시와 비교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현은

김춘수의

「처용은

말한다」와

『처용단장』이

발레리의

「나르시스는

말한다」

(“Narcisse Parle”)와 「나르시스 단장들」(“Fragments du Narcisse”)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처용은 김춘수의 이 시들에서 분신(分身) 역할을 한다고 보았을 때, 김현
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데서 발레리와 김춘수 두 시인을 비교하는 것의
학문적 타당성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앞서 소개된 ‘나르시스’ 시편과 ‘처용’ 시
편은 각각 나르시스 신화와 처용 신화를 모티프로 차용한 신화시로 규정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발레리의 경우도 이 시편들 이외에 많은 신화시를 창작하였다. 예컨대,
「헬레네」(“Hélène”),

「오르페우스」(“Orphée”),

「비너스의

탄생」(“Naissance

de

Vénus”), 「세미라미스」(“Sémiramis”), 「젊은 파르크」(“La Jeune Parque”), 「암피온」,
「아폴로 신전의 무녀」 등이 대표적인 신화시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젊은 파르크」는 발
레리가 본격적으로 시작(詩作)을 시작하였음을 알리는 작품으로, 순수시(純粹詩, Poésie
Pure)의 시작이다. 또한, 발레리의 시세계의 정점인 「해변의 묘지」(“Le Cimetière
Marin”)도 오르페우스 신화의 모티프를 변형하여 차용하고 있다(김성택 41). 김춘수의 신
화시의 경우 ‘처용’이 한국의 오르페우스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발레리의 신화시의 오르페
우스 모티프와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춘수와 발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김춘수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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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시론에서 발레리의 시와 시론에 대하여 많은 논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춘수는
스스로 상징주의자로고 규정한 바 있으며, 프랑스 상징주의 시론을 탐구하여 자신의 시론
을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김춘수의 시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은 말라르메이다. 그렇지만, 김춘수의 시론 여러 편에서 발레리의 순수시의 시론의 영
향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바, 본고는 이러한 근거들에 따라 발레리와 김춘수의 신화시를
비교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기존에 발레리에 대한 연구120)와 김춘수에 대한 연
구121)는 유의미한 축적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하
여, 상징주의자를 자처하는 발레리와 김춘수의 신화시에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신화를 일
종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현대의

신화학자인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

1874~1945)의 이론을 이 논문에 원용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시각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규정한다.122) 여기서 이
성적 동물의 의미는 존재자와 본질에 대하여에서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
1274)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동물과 이성(animali et rationali)이 합성된 존재라
는 것이다.123)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카시러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일 뿐 아니라, 신화
적 동물이라고 규정한다. 인간이 신화적 동물이라는 의미는 곧 신화가 인간 본성의 본질
적 부분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124) 예를 들어, 신성함에 대한 감정은 인간의 근
본 감정이다.125) 또한, 인간의 근원적 경험에는 신화의 이미지가 배어 있다.126) 이러한 이
유 등을 들어 카시러는 인간을 신화적 동물로 규정한다.
그런데 카시러에 따르면, 신화는 하나의 상징(symbol)이다. 본고에서 발레리와 김춘수의
신화시에 접근하는 방법론으로써 카시러가 선택된 이유 또한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발레리와 김춘수가 상징주의자로 자처하면서 신화시를 창작하였는데, 카시러가
바로 신화시를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다. 카시러에 따르면, 상징은 암시적·비유적 표
현으로 현실을 가리키는 표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세계를 형성하는 정신적 힘
이다.127) 그에게 상징과 은유와 신화는 본질적으로 같다. 신화적 비유의 원리는 우리가

120) 발레리에 관한 논의로는 국외에 Badiou, Barthes, Blanchot, Blüher, Brémond, Launay,
Liebert, Nunez, Prigent, Raymond, Regard, Vallès-Bled, Wilson의 글들이 있고, 국내에 김진하,
김현곤, 노은희, 이지수, 이진성, 최귀동, 함유선, 함정숙의 글들이 있다.
121) 김춘수에 관한 논의로는 유치환, 서정주, 조남현, 이승훈, 장경렬, 신범순, 김유중, 오주리, 김용직,
김주연, 남기혁, 송현지, 로페즈, 김윤식, 조강석, 이재선, 류신, 조영복, 송승환 등의 연구가 있다.
122) Immanuel Kant,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백종현 역, 서울: 아카넷, 2012, p. 189.
123) Thomas Aquinas, 존재자와 본질에 대하여, 김진·정달용 역, 서울: 서광사, 1995, p. 31.
124)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 신화 문화』, 심철민 역, 아카넷, 2015, 368면.
125)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4, 228면.
126) 에른스트 카시러, 『언어와 신화』, 신응철 역, 지만지, 2015, 19면.
127) 에른스트 카시러, 『언어와 신화』, 신응철 역, 지만지, 20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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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모든 것이 비유라는, 일반적인 언어의 비유적 기능에 기반을 둔다.128) 특히, 신화
적 사고에는 모든 비유의 기본 원리인 ‘전체가 곧 부분이라는 원리’(principle of pars
pro toto)가 내재되어 있다.129) 비유적 사유의 형식은 존재를 은유로 변형시키지만, 이 은
유를 해석하기 위해 종교적 해석학이 필요하다.130) 신화의 비유와 해석에 관한 카시러의
이러한 견해는 신화시에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화를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카시러의 관점은 칸트의 비판철학(批判哲學, critical
philosophy)으로부터 유래한다. 카시러는 칸트의 초월론적인 방법론을 과학적 인식의 영
역을 넘어 문화적 인식의 영역에까지 적용함으로써, 언어, 신화, 종교, 예술 등이 세계의
형성에 어떠한 수행을 하는지 파악하였다.131) 외부세계는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카시러의 관점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純粹理性批判)』(Kritik
der reinen Vernunft)으로부터 계승된 관점이다.132) 카시러는 칸트의 계승자임을 자처하
는 신칸트학파(Neo-Kantianism, 獨 Neukantianimus)의 일원으로서 상징이론에 입각한
신화론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카시러의 상징형식의 철학은 칸트의 비판철학을 계
승하여, 신화에서 혼돈으로부터 하나의 우주, 즉 전형적인 세계상이 형성됨을 통찰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133)
이처럼, 카시러의 상징에 대한 관점은 단순한 수사학(修辭學)의 범주를 넘어선다. 카시러
는 상징을 인식론의 범주로 확장한다. 카시러는 상징이 외부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34) 즉, 상징으로서의 언어, 신화, 그리고 예술은 모두 외적
또는 내적으로 주어진 존재의 상을 존재 자체 안에서 그러한 상이 산출되는 대로 반영하
는 거울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적인 광원이며 모든 형태화 작용의 근원이라고 주장한
다.135) 카시러의 이러한 상징이론은 상징주의 시론의 상징 개념을 해명하는 데도 상당히
유효할 것이다. 카시러는 상징에 대해서 인식론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화에
대해서도 인식론적으로 접근한다. 다시 말해, 그에게 신화는 인식형식이다.136) 신화에 의
해 세계의 구조가 주어지는 것이다.137) 인류는 신화를 통해 세계를 인식해 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28) 에른스트 카시러, 『언어와 신화』, 신응철 역, 지만지, 2015, 166면.
129) 에른스트 카시러, 『언어와 신화』, 신응철 역, 지만지, 2015, 162면.
참고로 ‘pars pro toto’는 라틴어로 ‘부분은 곧 전체’로 해석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예컨대, 『상징형
식의 철학 제2권』에서는 ‘pars pro toto’가 ‘부분은 곧 전체’로 번역되었다. 엄밀히 말해서, ‘전체는
곧 부분’이라는 표현은 라틴어로 ‘totum pro parte’이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부분과 전체가
같다’는 의미이므로 ‘pars pro toto’가 ‘totum pro parte’와 같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
다.
130)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4, 528면.
131) 박찬국, 「역자해제」,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1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6, 567면.
132) 박찬국, 「역자해제」,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1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6, 562면.
133)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4, 81-82면.
134) 박찬국, 「역자해제」,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1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6, 562면.
135)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1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6, 64면.
136)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1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6, 115면.
137) 에른스트 카시러, 『언어와 신화』, 신응철 역, 지만지, 2015, 83면.

- 71 -

다음으로 신화와 언어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카시러의 상징으로서의 신화론은 언어
철학까지도 천착한다. 카시러는 현대 언어철학이 ‘내적 언어형식(innene Sprachform)’이
라는 개념을 설정했던 것처럼 신화적 인식에도 ‘내적 형식’이 탐구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다.138) ‘내적 언어형식’은 독일의 언어철학자 훔볼트(Karl Wilhelm von Humboldt,
1767~1835)로부터 유래한 개념이다. 최초의 언어적 형식을 신화적 관념화의 형식에서 찾
을 수 있다.139) 언어의 근원 개념은 신화의 직관적·창조적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140) 신
화는 인간이 정신 활동을 하는 데서 언어가 사고에 작용하는 힘이다.141) 다음은 카시러가
언어와 신화에 관해 직접 언급한 부분이다.

언어적 의식, 신화적 의식, 종교적 의식 사이의 본래적인 유대는 모든 언어
적 구조가 어떤 신화적 힘을 부여받은 신화적 실재로서 나타난다는 사실, 그
리고 말(the Word)은 사실상 일체의 존재와 행위가 생겨나는 일종의 근원적
힘이 된다는 사실에 잘 표현되어 있다. 모든 신화적 우주론에서 가능한 한 그
근원으로 소급해 올라가면, 이와 같은 말의 최고 지위가 나타난다.
- 에른스트 카시러의 『언어와 신화』 부분. (84)

이러한 말(Word)의 신화적인 구체화(hypostatization)야말로 인간 정신의 진
화에서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어에 내재한 정신적인 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최초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말은 관념적인 도구로서,
정신의 한 기관으로서, 그리고 정신적 현실의 구성과 발전의 근원적인 기능으
로서 파악되기 이전에 먼저 신화적 형식 안에서 실질적인 존재와 힘으로서 생
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에른스트 카시러의 『언어와 신화』 부분. (111)

다음으로, 신화와 언어의 관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필요한 신화와 문학의 관계를 살펴
보기로 한다. 카시러는 신화와 언어와 예술은 통일체로 시작되었다고 본다.142) 그러한 연
관성에서 그는 시, 특히 서정시는 관념적 발달을 반영한다고 보는데, 서정시는 발단 단계
부터 신화적 모티브에 근거해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의 가장 순수한 작품에서 다시 신화성
과 만나기 때문이다.143) 카시러의 이러한 신화론이 문예사조 중 높은 정신세계를 구가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징주의의 시인들 가운데 신화시를 창작한 경우가 많은 것과 모종의 연
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시러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가는 경험적인 사물의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정신의 내적 척도(interior numbers)를 자신의 작품에 표현한다.144) 또한,
138)
139)
140)
141)
142)
143)
144)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1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6, 38면.
에른스트 카시러, 『언어와 신화』, 신응철 역, 지만지, 2015, 62면.
에른스트 카시러, 『언어와 신화』, 신응철 역, 지만지, 2015, 66면.
Max Müller, 「The Philosophy of Mythology」.
에른스트 카시러, 『언어와 신화』, 신응철 역, 지만지, 2015, 170면.
에른스트 카시러, 『언어와 신화』, 신응철 역, 지만지, 2015, 171-172면.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1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6,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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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로서의 예술가는 최고의 예술인 자연처럼 조화와 질서 가운데 내적 형식의 구조를 지
닌 하나의 전체를 이룬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제2의 창조자다.145) 카시러의 예술품과 예
술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상징주의 시인들에게 완전히 부합한다.
나아가 카시러는 시와 신화의 밀접한 연관성에 확신을 갖는다. 카시러에 따르면, 신화는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시적인 정점에 이른다.146) 신화는 이론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를 결
합하고 있는데, 특히 시와 유사하다.147) 나아가 그는 신화적 개념으로 사유하고 신화적
형상으로 직관함으로써만 인간은 내면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148) 종교의 기능
은 순수한 내면성의 세계를 발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149) 그러나 신화와 시 사이에 본
질적으로 다른 부분도 존재한다. 신화는 개인적 경험의 객관화가 아니라 사회적 경험의
객관화이기 때문에, 신화에서 개인적 고백은 나타나지 않는다.150) 그러나, 시는 특히 서정
시는 장르의 본질이 1인칭 고백의 장르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신화와 시가 구별된다. 그
러므로, 카시러가 시는 신화에서 신의 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든지,151) 시인의 정신
은 신화 창작적이라고 주장한다든지,152) 그리고 신들의 세계, 역사, 위기가 시인들 안에서
일어나면서 시가 형성된다고 주장하더라도153)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화론의 관점으로부터
비롯된 명제들인 것이다. 시는 신화에 복속되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신만의 고유
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시를 논하는 데서도 신화와 시의 공통점만 초점화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신화와 시의 차이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신화와 시의 중요한 연결지점 중 하나는 바로 존재론이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신
화와 존재론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철학적 사유의 시작은 존재 개념이 특징 짓는
다.154) 신화적 사유도 마찬가지다. 신화적 정신은 언어로써 신의 속성을 추구할 뿐 아니
라, 궁극적으로 신에 대한 관념의 통일성과 존재의 개념을 추구함으로써 신화적 사유를
완성한다.155) 신의 통일성은 존재의 통일성을 근거로 증명된다.156) 신화는 완전한 존재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화는 하나의 존재론일 수 있다. 신은 존재론적으
로 ‘순수 존재(pure Being)’이다.157) 신이 ‘순수 존재’인 것은 플라톤이 이데아의 순수 존
재를 ‘온토스 온(Όντως Ον)’이라고 한 데 비견된다.158)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발레리의
145)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1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6, 168-169면.
146) 수잔 K. 랭어, 「영역본 서문」, 에른스트 카시러, 『언어와 신화』, 신응철 역, 지만지, 2015, ix면.
147) 에른스트 카시러, 『인간이란 무엇인가』, 최명관 역, 창, 2017, 137면.
148)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4, 415면.
149)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4, 496면.
150) 에른스트 카시러, 『국가의 신화』, 최명관 역, 창, 2013, 78면.
151)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4, 407면.
152) F. C. Prescott, Poetry and Myth, New York: Macmillan, 1972, p. 10. 에른스트 카시러, 『인
간이란 무엇인가』, 최명관 역, 창, 2017, 137면. 재인용.
153)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4, 408면.
154)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1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6, 21면.
155) 에른스트 카시러, 『언어와 신화』, 신응철 역, 지만지, 2015, 130-131면.
156) 에른스트 카시러, 『언어와 신화』, 신응철 역, 지만지, 2015, 134면.
157) 에른스트 카시러, 『언어와 신화』, 신응철 역, 지만지, 2015, 135면.
158) 에른스트 카시러, 『언어와 신화』, 신응철 역, 지만지, 2015, 138-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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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의 시론과 카시러의 신화론이 만난다고 사료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화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다. 신화의 진정한 본성은 그것이 기원
의 존재일 때 드러나며, 이렇듯 신화의 신성함도 곧 기원의 신성함으로부터 드러난다.159)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다 보면, 자신의 기원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 자신의 기원으로서의 최초의 인간 존재의 탄생에 대한 물음을 던질 때,
신화는 생성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160)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으면서 오
로지 생성하는 것은 신화적 표현 이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161) 뮈
토스(Mythos)라는 개념은 신화적 세계를 시간적 관점으로 보는 개념이다.162) 신화적 ‘근
원 시간’(Urzeit)은 본래적 시간이다.163) 신화의 시간은 모든 존재와 생성을 지배하는 보
편적인 운명의 시간이다.164) 발레리와 김춘수의 신화시에서도 존재의 근원과 운명의 문제
를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고는 지금까지 상술한 바와 같이, 카시러의 상징으
로서의 신화론을 원용하여 상징주의 시인인 발레리와 김춘수의 신화시에 관한 논의를 전
개해 보고자 한다.

II. 근본감정인 신성함의 구현으로서의 신화시

1. 발레리의 경우

이번 장에서는 폴 발레리의 신화시의 특징을 인간의 근본감정인 신성함으로 보고 이에 대
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기로 한다. 카시러는, 앞 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인간을 신화적
동물로 규정하면서 신성함을 인간의 근본감정으로 간주한 바 있다. 이러한 카시러의 관점
에서 발레리의 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시인-철학자(poète-philosophe)라고 불렸던 발레리는 정신의 인간(homme de l’esprit)
을 추구했다.165) 발레리의 경우, 그의 산문집 『바리에테』(Variété)에는 철학자 르네 데카
르트(René Descartes)에 대한 에세이인 「데카르트에 대한 단편 Fragment d’un
Descartes」이 실려 있다. 발레리는 프랑스적 정신의 상징으로서의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
한 심도 있는 통찰을 보여주었다. 즉, 발레리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
다.”라고 말한 것으로부터 기존의 철학사적 해석과 같이 방법론적 회의에 의미부여를 하
는 것이 아니라, 데카르트가 ‘나는 존재한다’라고 선언한 그 자체에 의미부여를 한다.166)
159)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4, 230면.
160)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4, 27면.
161)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4, 27면.
162)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4, 229면.
163)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4, 233면.
164)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4, 245면.
165) Marcel Raymond, 김화영 역, 「상징주의의 고전, 폴 발레리」, 『프랑스 현대시사』, 현대문학,
2015, pp. 221-39.
166) Marcel Raymond, 이준오 역, 『발레리와 존재론』(Paul Valéry et La Tentation de L’Esp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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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리에 의하면, ‘나는 존재한다’라는 선언은 데카르트가 자아(自我, ego)를 중요시하며,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167) 발레리는 상징주의 시인으로서
자아의 문제를 예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탐구를 지속해왔다. 예컨대, 발레리는 그의 산문
집 『까이에』(Cahiers)에서 「자아 Ego」와 「나, 작가 Ego Scriptor」라는 제목의 글들에 자
신의 자아에 대한 철학적 단상을 적었다. 그가 「자아 Ego」에서 “나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존재한다(J’existe pour trouver quelque chose).”168)라고 말하는 것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Je pense, donc je suis.)”169)라는 테제를 연상시킨다. 물
론, 에드먼드 윌슨(Edmund Wilson)처럼, 발레리가 자기 스스로를 데카르트와 같은 존재
로 상상한 것을 발레리의 한계로 지적하기도 하는 논자도 있다.170)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레리가 데카르트를 계승하여 자아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를 했다는 것은 ‘내면의 옹호’라는
상징주의의 이념을 실현했다는 세계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자아에 대한 탐구를 하는 시인의 상징으로서 나르시스에 관한 발레리의 시
편들이 그의 여러 신화시들, 예를 들어, 「헬레네」(“Hélène”), 「오르페우스」(“Orphée”),
「비너스의 탄생」(“Naissance de Vénus”)보다 더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그
러므로 발레리의 자아에 대한 관심이 신화시로 표현된 두 시편, 「나르시스는 말한다」
(“Narcisse Parle”)와 「나르시스 단장들」(“Fragments du Narcisse”)을 우선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나르시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오, 형제들! 슬픈 나리꽃들아, 너희가 알몸으
로/나를 탐내었기에 나는 아름다움에 시달리며,/ 너희 곁에 와, 님프, 님프,
샘물의 님프여,/내 헛된 눈물을 순수한 침묵에 바친다.//큰 고요가 내게 귀기
울이고, 고요 속에서 나는 소망에 귀기울인다./샘물들 목소리는 바뀌어 저녁
을 내게 말해 주고;/은빛 풀이 거룩한 그늘에서 커 가는 소리 들리고,/엉큼한
달이 제 거울을 치켜든다/사라진 샘물의 비밀들 속에까지도//그리고 나! 이
갈대들 속에 기꺼이 던져진 나는./내 서글픈 아름다움에 시달린다, 오 사파이
어!/그 웃음도 그 옛 장미꽃도 내가 잊고만/마술의 물밖엔 이제 나는 사랑할
줄을 모르니,//죽고 말 하늘빛 속에서 내 두 눈이/젖은 꽃송이들 관을 쓴 내
모습을 길어낸 샘,/이토록 힘 없이 내게 안긴 샘이여,/순수하고 숙명적인 네
광채를 나는 얼마나 한탄하는가! [중략] 잘 가거라, 갇혀 잔잔한 물결 위에 사
라진 그림자여,/나르시스여…이 이름만으로도 달콤한 가슴에는/정다운 향기,
이 텅 빈 무덤 위 고인의 망혼에게/장미꽃 조화를 따서 뿌려 주렴.
- Paul Valéry, 「나르시스는 말한다」부분. (26)

예림기획, 1999, p. 68.
167) Loc. cit.
168) Paul Valéry, “Ego”, Cahiers I, Paris: Gallimard, 1973, p. 19.
169) René Descartes, 권오석 역, 『방법서설』, 홍신문화사, 1995, p. 41.
170) Edmund Wilson, 이경수 역, 「폴 발레리」, 『악셀의 성』, 홍성사, 1984,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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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인용된 시는 발레리의 「나르시스는 말한다」의 부분이다. 발레리의 「나르시스는 말한
다」는 “나르시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라는 제사(題詞)로써 시작의도를 밝히며 시작된다.
다시 말해, 이 시는 ‘나르시스’에게 바쳐진 진혼시(鎭魂詩)인 것이다. 또한, 이 시는 11연
58행으로 구성된, 비교적 긴 길이의 시로서 무게감을 갖는다. 그러면서 이 시는 ‘나르시스
는 말한다’라는 제목과 화자가 ‘나’로 설정된 것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나르시스’가 1인
칭의 자기고백을 하고 있는 시이다.
‘나르시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의 이
름이다. 신의 명칭과 신의 성질은 같다.171) 물가에 피는 흰 꽃, 수선화(水仙花)의 학명인
나르키소스(Narcissus)는 신화 속의 나르시스의 성격을 상징한다. 이 시는 수선화가 피는
샘을 배경으로 나르시스 신화의 모티프를 차용했다는 점에서 신화시로 규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는 나르시스의 신화가 갖는 서사(敍事) 전체를 차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
러한 점에서 신화시와 신화는 구별된다. 「나르시스는 말한다」는 ‘나르시스’가 죽음을 맞이
하는 장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신화시다. 특히, ‘나르시스’의 신화
보다 훨씬 섬세하고 미시적인 시선으로 ‘나르시스’의 내면이 상상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 시에서 ‘나르시스’는 “내 서글픈 아름다움에 시달”리다가, “사랑할 줄을 모르”는 죄로
“물결 위에 사라진 그림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 시에서 ‘장미꽃’은 조상(弔喪)에 바치는
조화(弔花)의 의미를 갖는다. 죽음이 상당히 심미적으로 미화되어 있다. 죽은 자에게 ‘장
미꽃’을 바친다는 것에는 죽음을 반드시 슬픈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발레리의 독특한
관점이 드러난다. 특히, 순수시(純粹詩, Poésie Pure)172)를 주장했던 발레리의 일련의 시
론들173)을 고려해 볼 때, 이 시에 쓰인 “순수”라는 단어도 가볍지 않은 의미를 지닐 것으
로 보인다. 이 시에서는 “내 헛된 눈물을 순수한 침묵에 바친다”라는 구절과 “순수하고
숙명적인 네 광채”에서 “순수”라는 시어가 쓰이고 있다. 발레리는 일련의 순수의 시론에
서 순수시의 의미를 비시적인 모든 것을 배제한 시로 규정하고 있다. ‘순수’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 규정될 수 없고, 불순한 모든 것을 부정함으로써만 규정될 수 있다. 그
러므로 이 시에서 “순수한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축자적으로 밤의 고요를 가리키는 것으
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암시적으로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순
수한[…]광채”는 “샘”, 다시 말해, 물거울에 반사된 빛으로 해석되는데, ‘나르시스’에게는
죽음의 입구인 것이다. 다음은 발레리의 「나르시스 단장들」의 한 부분이다.

아직은 조금 타오르고, 지쳤으나 흐뭇한 햇빛의 힘이,/제 죽음을 붉게 물들여
줄 만큼이나 숱한 보석들에,/그래서 금빛 속에 만족해 무릎 꿇었다간,/드러누
171) 에른스트 카시러, 『언어와 신화』, 신응철 역, 지만지, 2015, 129면.
172) Paul Valéry, “Avant-propos à la Connaissance de la Déesse,” Œuvres I, Paris:
Gallimard, 1957, p. 1275.
173) 발레리의 순수시 시론이 담긴 산문은 다음과 같다. “Avant-propos à la Connaissance de la
Déesse”, “Situation de Baudelaire”, “Propos sur la Poésie”, “Nécessité de la Poésie”,
“Poésie 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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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녹아들고, 제 포도 수확을 잃어 가며,/저녁이 꿈으로 바뀌는 그 꿈속으로
사라지게 해줄 만큼이나,/숱한 보석들에, 숱한 옛 생각들에 다정스레 짓눌려,/
마침내 사랑의 장미 되어 물러날 때는,/오, 그 햇빛의 힘보다도 오래 살아남
는 즐거움.[중략]싸늘한 네 장미가 얼마나 센 입김을 물결에 보내오는가!/나는
사랑해…나는 사랑해! …그럼 누가 자기 말고 딴 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오, 내 몸, 소중한 내 몸, 너만을,/죽은 이들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유일한 것,
너만을 나는 사랑해!
- Paul Valéry, 「나르시스 단장들」부분.

이러한 점은 다음 시 「나르시스 단장들」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즉, 이 시에서는 나르시스
가 죽어서 ‘사랑의 장미’가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장미’는 죽은 나르시스의 상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사에서 전통적으로 나르시스는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인
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발레리의 나르시스는 낙원을 창조하는 시인의 상징174)이
다. 발레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시세계는 현실의 미메시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지성
에 의해 관념의 언어로 순수한 자아를 구성함으로써 존재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시세
계가 바로 발레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시세계이다. 그러므로, 발레리가 창조하는 시세계
는 자신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세계이다. 이러한 나르시스로서의 시인은 우주와의 불협화
음에 의해 우주로부터 자신을 이탈시킬 수밖에 없는 고독한 존재이다.175) 발레리의 고독
은 타자 지향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른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느
끼는 고독과 발레리의 고독은 다르다. 발레리는 고독을 시인이 창작을 하기 위한 실존적
인

근거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발레리의

사상은

유아론(唯我論,

Solipsisme)176) 으로 규정되어 왔다.
위에 인용된 두 편의 시, 「나르시스는 말한다」와 「나르시스 단장들」은 카시러가 인간을
신화적 동물로 규정하고, 나아가 신성함을 인간의 근본감정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보여주
는 신화시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나르시스’가 물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은 자신의 내면세계로서의 물거울에 자신의 분신을 형상화하는 예술가의 신화적 원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들에서 신화적 원형으로서의 ‘나르시스’는 발레리 자신이
기 때문이다.
‘나르시스’의 신화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보는 관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존본능은 사회화를 추구할 뿐 아니라, 사회화되지 않는 인간은 고립되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르시스’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든지, 그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비이성적이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 ‘나르시스’와 같은
부류의 인간형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예술가들이다. 이들 예술가들은 신화적 동물이란 관
174) Marcel Raymond, 이준오 역, 『발레리와 존재론』(Paul Valéry et La Tentation de L’Esprit),
예림기획, 1999, p. 19.
175) Ibid., p. 50.
176) Ibid.,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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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발레리의 「나르시스는 말한다」와 「나르시스 단장들」은 자아에
대한 탐구의 여정에서 시인의 원형으로서의 ‘나르시스’를 발견했던 것이고, 자신의 시인으
로서의 운명을 신성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자신을 ‘나르시스’에 투사해서 창조되었던 것이
다.

2. 김춘수의 경우

다음으로 김춘수의 신화시에서 인간의 근본감정으로서의 신성함이 구현된 경우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우선 발레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르시스’ 신화를 차용한 신화시
「날씨스의 노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 섰노라. 흐르는 물가 한송이 수선(水仙)되어 나는 섰노라.//[중략] 나
의 양자를 물 위에 띄우며 섰으량이면,//뉘가 나를 울리기만 하여라. 내가 뉘
를 울리기만 하여라.// (아름다왔노라/ 아름다웠노라)고,//[중략] 한송이 수선
이라 섰으량이면, 한오래기 감드는 어둠 속으로, 아아라히 흐르는 흘러가는 물
소리……
-김춘수, 「날씨스의 노래」 부분. (64)

김춘수의 나르시스는 신화로부터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화시로 볼 수 있
다. 김춘수는 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신화 속 인물인 나르시스에 대입하며 이러한 시
를 창작할 수 있었다. 김춘수가 한국현대시사에서 사회나 역사보다 자기 자신의 자아와
내면의 문제를 천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작품 「날씨스의 노래」
이다. 이 시에서 카시러가 말하는, 인간의 근본감정으로서의 신성함이 드러나기 시작함을
예고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세계를 형성하는 정신적 힘으로서의 신화시

1. 발레리의 경우

이번 장에서는 폴 발레리의 신화시의 특징을 세계를 형성하는 정신적 힘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기로 한다. 카시러는, 서론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신화를 인식형
식으로 보면서, 신화는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한다고 하였다. 특히 진정한 예
술가는 정신의 내적 척도를 자신의 작품에 창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카시러의 관점에서
발레리의 신화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발레리의 시세계의 데카르트 사상과 나르시시즘의 주제는 『젊은 파르크』(La Jeune
Parque)로 이어진다.177) 이 작품은 발레리의, 20 여년만의 문학활동의 재개를 알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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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의의가 있지만, 또한 그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발레리의 『젊은 파르크』를 비
롯한 일련의 대표작들은 지성(知性)의 힘에 의해 쓰임으로써 프랑스문학사에서 20세기에
고전주의(古典主義, classicism)를 부활시킨 명작들로 평가되는 것이다.178) 그는 시인이지
만, 프랑스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성의 옹호자였다.
예컨대, 20세기 초의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자동기술법(écriture automatique)의 방식으
로 작시를 한 반면, 발레리는 고전주의적으로 구성(composition)의 방식으로 작시를 한
것이다.179) 특히, 이 시는 신화시로서 그리스 신화의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어, 발레리와
동시대의 시인들이 추구했던 시세계의 방향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젊은 파르크』는 발레리의 시세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그러므로, 발레리의 『젊은
파르크』와 이 시의 변주 격인 「철학자와 젊은 파르크」라는 시편들을 살펴보고, 이 시편들
안에서 신화시의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젊은 파르크』와 「철학자와
젊은 파르크」의 한 부분이다.

(i) 거기서 나는 나를 방금 문 뱀 하나를 쫓고 있었다//[…] 오, 속임수! … 몸에 남은 고
통의 어스름빛에서 나는/ 상처 입은 나보다는 인식된 나를 사뭇 더 깨달았으니…/ 넋을
가장 배반하는 국소에서 뾰죽끝 하나가 내게 태어나고;/ 그 독, 내 몸의 독이, 나를 밝혀
주며 스스로를 인식하니;/ 독은 색칠한다, 스스로 제 몸에 안겨 시새우는 한 처녀를…/한
데 누구를 시새우고 누구의 협박을 받는 몸인가?/ 또 무슨 침묵이 내 유일한 소유자에게
말을 거는가?

(ii) 하나의 꿈과는 다른, 조화로운 나여,/ 순수 행위들 거느린 침묵들을 지닌, 유순하고도
야무진/여인이여! […] 나는 절반은 죽어 있었고; 또 절반은 아마도 불멸인 몸으로/ 몽상
하고 있었다, 미래라는 것마저도/ 내 이마의 그 숱한 다른 절대의 불꽃들 사이서 태어날/
싸늘한 불행들이 서로 엇바뀌는 왕관을/마무르는 한 알의 금강석에 지나지 않다고,//시간
은 내 갖가지 무덤들에서 감히 되살릴 것인가,

(iii) 내 눈은 하늘에 놓여 내 신전 설계도를 그려라!/그래서 유례 없는 제단이 나를 토대
삼아 쌓이기를!

(iv) 죽음이 더없이 값진 이 장미송이를 들이마시려 든다/달콤해서 제 엉큼한 목적에는 요
긴한 이 장미를!

177) 김기봉, 「발레리의 시와 사유체계」, 『프랑스 상징주의와 시인들』, 소나무, 2000, p. 308.
178) Michel Prigent, “L’éclatement poétique”, Histoire de la France littéraire Tome 3:
Modrenités XIXe-XXe siècle, Paris: PUF, 2015, pp. 298-300.
179) 김경란, 『프랑스 상징주의』,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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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토록 순수한 나도

(vi) 오, 태양아, 이젠 어쩔 도리 없이 나도 내 마음을 숭배해야지,/네가 와 보고 너 자신
을 알아보게 되는 내 마음을,/태어나는 기쁨의 다정하고 힘찬 되돌아옴인 내 마음을,
- Paul Valéry, 『젊은 파르크』부분.180)

그런 사람들 말로는, 뮤즈는 한 송이 장미보다 더한/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나요!/장미
를 들이마시는 자는 오롯이 기쁨을 느낀대요.
- Paul Valéry, 「철학자와 젊은 파르크」부분.

『젊은 파르크』의 파르크(Parque)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여신(女神)이
다.181) 카시러도 『상징형식의 철학』에서 운명의 여신 모이라(Moira)에 대해 언급한 바 있
어, 카시러의 신화론의 관점으로 이 작품을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젊은 파르크』는 파르크의 독백으로 이루어진 장시(長詩)이다. 「젊은 파르크」는 자서전의
형식을 띠며, 오페라의 레시타티브와 같은 음악성을 지니고, 존재와 허무라는 심오한 주제
를 지닌 대작(大作)이라는 특징을 지닌다.182) 이 시는 발레리가 지성(知性)의 힘에 의한
시작(詩作)을 추구한 작품으로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한다. 이 시에서 ‘파르크’는
“젊은 파르크”로 설정이 되어 있다. 파르크는 아름다운 육체를 지닌 여인으로 묘사되면서,
관능·모성·지성을 겸비한 것으로 그려진다.183)
『젊은 파르크』는 장시로서 전체적인 구조에 일련의 서사를 내포하고 있다. “나는 나를 방
금 문 뱀 하나를 쫓고 있었다”라는 구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시에서 파르크는 지중해
의 한 섬에서 뱀에게 물렸다가 하룻밤 사이 세 번 깨어났다 잠든다는 서사를 내포하고 있
다. 이 시는 파르크의 내적 독백을 통해 의식의 변화 과정을 아주 미시적으로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시에서 파르크는 하룻밤 사이에 유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정신적 통과의례를 거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점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의 발레리의
정신적 성숙의 과정에 상응하므로 이 시는 발레리의 자전적 시로 간주된다.
이 시는 비교적 길기 때문에 (i)~(vi)까지 순번을 나누어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i)에서 발
레리는 파르크가 뱀에 물린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의 의식의 변화과정을 형상화해 보이고
있다. 그런데 파르크는 뱀의 독이 몸에 퍼짐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
간에 독자의 예상을 벗어나는, 의외의 반응을 보인다. 그것은 바로 “상처 입은 나보다는
인식된 나를 사뭇 더 깨달았으니”라는 구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파르크는 상처 가운데
180) (i)~(vi)의 구분은 인용자.
181) 문충성, 『프랑스 상징주의 시와 한국의 현대시』,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p. 82.
182) 유제식, 「빠르크의 도정」, 『뽈 발레리 연구』(Étude Sur Paul Valéry), 신아사, 1995, pp. 120-31.
183) 김진아, 「P. Valéry의 La Jeune Parque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와 운동」,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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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히려 자신의 자아에 관한 분명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
은 발레리가 육체보다 정신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는 삶을 멈
추는 병중의 상황이 오히려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ii)에서 발레리는 “조화로운 나여”란 구절과 같이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순수 행위들 거느린 침묵”이라는 구절과 같이 침묵 가운데서 자신이 순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절은 상술된 「나르시스는 말한다」의 ‘침묵과 순수’와 내
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의 순수의 시론이 시에서 비시적인 것을 배
제함으로써 순수한 시를 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넘어, 순수한 자기 자신, 즉, 순수
한 자아를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레리가 ‘순수’라는 주제에 골몰하는 이유
는 궁극적으로 순수한 자아에 이르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한 순수의 추구는 “나는 절반
은 죽어 있었고; 또 절반은 아마도 불멸인 몸으로”라는 구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인
으로 하여금 생사의 경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순수를 지향한다는 것은 세상
적인 것을 지워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나아갈수록
불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파르크는 “시간은 내 갖가지 무덤들에서 감히 되살릴 것인
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죽음 넘어 부활을 꿈꾼다.
(iii)에서 파르크는 “내 눈은 하늘에 놓여 내 신전 설계도를 그려라!/그래서 유례없는 제단
이 나를 토대 삼아 쌓이기를!”이라고 소망하고 있다. 순수한 자아는 삶도 아닌, 그리고 죽
음도 아닌, 죽음을 넘어선 삶으로서 천상에 세우는 “신전” 가운데의 삶을 꿈꾼다. 순수한
자아에의 추구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은 신성한 “제단”을 쌓는 것과 같다. 순수한 자아
의 이상(理想)은 신성함으로 승격된다.
(iv)에서 파르크는 “죽음이 더없이 값진 이 장미송이를 들이마시려 든다/달콤해서 제 엉큼
한 목적에는 요긴한 이 장미를!”이라고 읆조린다. 이 시에서 ‘장미’가 값지고 ‘달콤하고 엉
큼하다는 것은 ‘장미’가 생명, 젊음, 아름다움, 관능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게 한다.
한편, ‘장미’는 파르크를 비유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에서
의 ‘장미’는 오묘하게 지성과 관능의 이원론적 모순을 자신 안에 조화시키고 있는 존재로
상징된다. 나아가 ‘장미’는 ‘죽음’ 또는 ‘고통’에 저항하는 양상을 띤다. 이러한 점도 또한
장미가 오묘하게 삶과 죽음의 이원론적 모순을 자신 안에 조화시키고 있는 존재로 상징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에서 “이토록 순수한 나”라는 구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파르크는 궁극의 순수에 이
른다. 그 후, (vi)에서는 파르크는 “오, 태양아”라고 태양을 호명한다. 여기서 “네가 와 보
고 너 자신을 알아보게 되는 내 마음”이라는 구절은 ‘태양’과 ‘파르크’의 마음이 거울관계,
즉, 은유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 결말부에서 파르크는 이 시의 도입부에서 뱀에 물
려 온 몸에 독이 퍼져가는 가운데 생사를 넘나들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파르크는 완전히 “태어나는 기쁨”을 느끼며, 부활과 같은 순간을 맞이한다. 파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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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독되어 완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태양이라
는 타자로부터도 승인을 받는 성숙한 존재가 되어있다. 이렇게 『젊은 파르크』라는 장시는
상승의 구도를 그리며 파르크가 통과의례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음을 보여
준다. 「철학자와 젊은 파르크」에서도 비슷한 주제가 변주된다.
이 시점에서 카시러의 상징으로서의 신화론으로 발레리의 신화시 『젊은 파르크』를 해석해
보아야 한다. 카시러가 신화를 하나의 인식형식이라고 하였듯이, 이 시는 발레리가 파르크
의 신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신화는 일종의 삶의 형식
이다.184) 생과 형식은 단일체로서 분리될 수 없다.185) 이 시의 제사(題詞)에 지드의 권유
에 의해 오랜 기간의 절필을 멈추고 다시 창작을 했다는 것을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제
사와 본문은 상호텍스트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파르크가 발레리의 분신임을 유추할 수 있
도록 한다. 파르크가 이 시에서 뱀에 물려 마비 상태에 있다가 오히려 순수한 자아를 의
식하며 깨어나 신성한 제단을 쌓아올리고 태양과 같은 존재로 거듭나는데, 이러한 신화의
서사는 발레리가 자신의 인생에서 절필을 극복하고 다시 진정한 시인으로 거듭났음에 대
한 비유가 되거니와, 파르크의 신화와 같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다는 것을 알게 한
다. 이 시는 병든 육체에 대한 순수한 정신의 승리를 보여준다. 카시러는 신화시가 세계를
형성하는 정신의 힘이라고 하였다. 발레리가 절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자신을
파르크의 신화에 대입하여 성찰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발레리의 내면에 내재한 신화성은
하나의 믿음이 되어 발레리를 진정한 시인으로 거듭나게 하였을 수 있다. 카시러는 진정
한 예술가는 정신의 내적 척도를 작품에 형상화한다고 하였는데, 『젊은 파르크』 이 시가
보여주는 극도로 섬세하고 풍부한 의식의 변화과정에 대한 형상화야 말로, 세계의 반영이
아닌, 정신의 내적 척도를 형상화해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김춘수의 경우

이번 장에서는 김춘수의 신화시의 특징을 세계를 형성하는 정신적 힘으로 보고 이에 대하
여 논의를 전개해 보기로 한다. 카시러는, 서론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신화를 인식형식으
로 보면서, 신화는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한다고 하였다. 특히 진정한 예술가
는 정신의 내적 척도를 자신의 작품에 창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카시러의 관점에서 김
춘수의 신화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호주 선교사네 집에는/호주에서 가지고 온 해와 바람이/따로 또 있었다./탱자
나무 울 사이로/겨울에 죽도화가 피어 있었다./주님 생일날 밤에는/눈이 내리
고/내 눈썹과 눈썹 사이 보이지 않는 하늘을/나비가 날고 있었다. 한 마리 두

184)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4, 323면.
185) 에른스트 카시러, 『인문학의 구조 내에서 상징형식 개념 외』, 오향미 역, 책세상, 2019,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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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김춘수, 「제1부 눈, 바다, 산다화」, 『처용단장』 부분. (543)
꿈이던가,/여순 감옥에서/단재 선생을 뵈었다./땅 밑인데도/들창 곁에 벚나
무가 한 그루/서 있었다./벚나무는 가을이라 잎이 지고 있었다./조선사람은
무정부주의자가 되어야 하네
-김춘수, 「제3부 메아리」, 『처용단장』 부분. (560∼561)
ㅕ ㄱ ㅅ ㅏ ㄴ ㅡ ㄴ/눈썹이없는아이가눈썹이없는아이를울린다./역사를/ 심
판해야한다 ㅣ ㄴ ㄱ ㅏ ㄴ ㅣ/심판해야한다고 니콜라이 베르쟈에프는/이데올
로기의솜사탕이다 [중략]ㅣ 바보야/역사가 ㅕ ㄱ ㅅ ㅏ ㄱ ㅏ 하면서/ㅣ ㅂ
ㅏ ㅂ ㅗ ㅑ
-김춘수, 「제3부 메아리」 『처용단장』 부분. (594∼595)

김춘수의 『처용단장』은 ‘처용’이라는 신을 자신의 분신으로 차용한 신화시로 볼 수 있다.
처용은 우선 인각의 역병을 쫓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병은, 신화적 관점에서, 악
령이 그 사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발생한다.186) 그렇기 때문에 처용은 악령을 물리침으
로써 인간의 병을 고쳐주는 신이었다. 그러한 벽사(辟邪)의 역할을 하는 처용은 한국의 문
화에서 민족의 사랑을 받은 인물이다. 김춘수는 그러한 처용을 자신의 분신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처용이 병을 고치는 의신(醫神)이라는 것 이외에 음악의 신이라는 데 있다. 처
용이 음악의 신이기 때문에 시인인 김춘수가 자신의 분신으로 대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이외에도 처용의 성품이 김춘수 자신의 성품과 비슷하다고 김춘수는 판단했던 것이다.
처용은 관용의 상징이다. 김춘수는 그러한 성품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한민족의 성품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김춘수는 자신의 자서전적 대서사시로서,
나아가, 한민족의 현대사를 아우르는 대서사시로서 『처용단장』을 창작했다. 김춘수는 처용
의 신화로서 자신의 삶을 인식했고 또 자신의 삶이 가로놓인 한국 현대사를 인식했던 것
이다. 김춘수는 한국 현대사를 반영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내적 척도로서 그것을 해
석하고 자신의 삶과 엮어 아름다운 대서사시를 창조해냈다.

IV. ‘순수 존재’로서의 신을 현현하는 신화시

1. 발레리의 경우

이번 장에서는 발레리의 신화시의 특징을 신을 순수 존재로서 규정한 카시러의 신화론과
연관 지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신화는 완전한 존재란 무엇인가 묻는 존재론이며,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묻는 존재론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화는 존재와 생성을 지배하는 운
186)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박찬국 역, 아카넷, 2014, 141면.

- 83 -

명의 시간을 보여준다. 신화시는 신화적 근원 시간으로 인간을 되돌려 자신의 존재의 본
질을 성찰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레리의 대표작이자 발레리의 시세계의 정점인 『해
변의 묘지』를 통해 해명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해변의 묘지』의 부분이다.

(i)
내 넋이여, 영생을 바라지 말고,/힘자라는 분야를 바닥내라.

-핀다로스, 아폴로 축제경기 축가, III.

(ii) 올바름인 정오가 거기서 불꽃들로/바다를 구성한다, 늘 되풀이되는 바다를!//오, 신들
의 고요에 오래 쏠린 시선은/한 가닥 명상 뒤의 고마운 보답!

(iii) 하나의 해가 심연 위에 쉴 때는,/영구 원인의 두 가지 순수 작품,/시간은 반짝이고
꿈은 바로 앎이다.

(iv) 오, 나의 침묵! …넋 속의 신전,/ 그러나 기왓장도 무수한 금빛 등마루, 지붕아!/ 단
한번의 한숨에도 요약되는, 시간의 신전,/이 순수점에 나는 올라가 익숙해진다,

(v) 오, 나만을 위해, 나 혼자서, 나 자신 속에서,/ 한 마음 곁에서, 시의 샘물들에서,/ 공
백과 순수 결과 사이서,/ 나는 기다린다, 내 속에 있는 위대함의 메아리를,/ 늘 미래인 빈
속을 넋 속에서 울리는,/ 쓰고 어둡고 소리 잘 내는 저수탱크를!

(vi) 아느냐, 어떤 육신이 제 게으른 종말로 나를 끌고가고,/ 어떤 이마가 이 뼈투성이 땅
으로 육신을 끝어당기는가를?//막혀, 거룩하고, 물질 없는 불로 가득 차,/빛에게 바쳐진
땅 조각,/이곳이 나는 좋다

(vii) 모두가 땅밑으로 가서 윤회에 다시 끼여드니!//[…] 자아! 모두가 도망친다! 나의 현
존은 잔구멍투성이,/영생 바라는 거룩한 조바심 또한 죽어가니!//금칠을 해도 검은 수척
한 영생이여./죽음을 어머니의 태로 삼는,/끔찍스럽게도 월계관 받쳐쓴 위안자여,/아름다
운 거짓말과 경건한 속임수여!

(viii) 막무가내인 벌레는 묘석 아래서 잠자는 당신들 위한 것은 아니어서, 생명을 먹고살
고, 나를 떠나지 않으니//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인가, 아니면 미움인가

(iX) 바람이 인다!……살려고 해봐야지!/ 가없는 공기가 내 책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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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살난 물결이 바위들로부터 마구 용솟음치니!/날아올라라, 온통 눈이 부셔 어지러워진
책장들아!

-Paul Valéry, 『해변의 묘지』부분.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는 그의 대표작이자 그의 시세계의 정점으로 평가 받는다. 이
시는 사상적인 면에서 「나르시스는 말한다」나 『젊은 파르크』를 뛰어넘는다. 그러한 『해변
의 묘지』는 우선 발레리의 고향, 세트가 모델이다. 세트는 프랑스 남부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항구도시이다. 이 시의 제목 『해변의 묘지』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발레리의
고향 세트에는 해변을 따라 공동묘지가 존재한다. 현재 그 공동묘지 위편으로 발레리 박
물관이 세워져 있다. 발레리는 지중해를 바라보노라면 시야에 걸치는 공동묘지로부터 부
지불식간에 시적 영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면에서 이 시『해변의 묘지』는 신
화성과 자전성이 결합된 시이다.
이 시는 장시로 144행에 이르는 장시이다. 그러므로 이 시의 분석을 위해 임의로 (i)~(ix)
까지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i)에서 “내 넋이여, 영생을 바라지 말고,/힘자라는 분야를
바닥내라.”라는 제사는 핀다로스의 「아폴로 축제경기 축가」로부터 인용된 것이다. 이러한
제사는 이 시 전체의 주제를 암시한다. 즉, 이 시는 태양의 신, ‘아폴로’를 내세워, 삶 너
머의 “영생”을 소망하지 말고, 차라리 “힘”을 다하라는 주제를 본문을 통하여 펼쳐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하 이 시의 본문에서, “태양”, “정오”, “불꽃” 등이 ‘아폴로’의 상징
성을 대신하면서 변주하고 있다.
(ii)에서 이 시의 배경인 “바다”가 펼쳐진다. “바다”는 그 위에 태양을 떠받들고 있는 ‘신
전’과 같이 성스러운 공간으로 묘사된다. “바다”는 시인의 “명상”에 의해 신전이라는 신성
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iii)에서는 “순수 작품”이라는 시어가 주목된다. 태양이 떠 있는 바다는 순수시와 순수한
자아를 추구하는 시인에게 “순수 작품”으로 다가간다. 이 구절의 이미지는 발레리에게 순
수시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이 될만한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다.
(iv)는 (iii)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또한 이 부분에 쓰인 시어, “침묵”, “신전”, “순수(점)”은
발레리의 시세계에서 반복되는 핵심적인 상징들이다. 본고에서도 상술한 「나르시스는 말
한다」와 『젊은 파르크』에서도 이러한 시어들이 순수의 상징을 견고하게 응집하고 있다.
(v)에서는 “오, 나만을 위해, 나 혼자서, 나 자신 속에서”라는 구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극도로 순수한 자아를 추구하는 시적 주체의 결의에 찬 고백이 드러난다. 발레리 시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직접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vi)에서는 시의 전개가 방향을 선회한다. “육신”이 “종말”로, 그리고 “땅”으로 끌려간다.
필멸의 존재로서의 인간이 육신에 메여 있음으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강
한 거부감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발레리 특유의 주제, 즉, 정신 대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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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결에서 정신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주제가 드러나고 있다. “물질 없는 불”이라는 시
구절은 빛에 대한 비유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의 시적 주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보
다 빛과 같은 비물질적인 어떤 것, 아마도 신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vii)에서는 “모두가 땅밑으로 가서 윤회에 다시 끼여드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레리는
“윤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생 바라는 거룩한 조바심
또한 죽어가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레리는 “영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
고 있다. 즉, 그는 “윤회”나 “영생”, 인간의 생명을 시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시의 시적 주체는 오히려 “윤회”와 “영생” 때문에 자아가 달아난다고 고백하고 있다.
즉, 순수한 자아를 추구하는 데는 “윤회”나 “영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viii)에서는 육신의 죽음에 대해 극도로 그로테스크한 표현을 써가면서 추(醜)를 형상화하
고 있다. 즉, “묘석” 아래서 시체를 파먹는 “벌레”를 적나라하게 형상화하며 육신에 깃든
삶의 허망함을 역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x)에서는 독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발레리의 시구, “바람이 인다!… 살려
고 해봐야지!”라는 시구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 시의 궁극적인 주제가 드러난다. 바닷가의
묘지에 바람이 불어와 시적 주체로 하여금 생에 대한 신선한 감각과 생에 대한 애틋한 의
지를 일깨우는 것이다. “날아올라라, 온통 눈이 부셔 어지러워진 책장들아!”라는 구절은
발레리 자신의 작품에 생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불어넣길 바라는 모습이 연상된다.
이 작품의 주제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허무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비애와 비탄의 고통을
윤회 가운데서 긍정하고 생에 대한 충만감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주목을 요하는 개념은 “영속성”, “윤회”, “영생”이다. 이 시는 “영속성”과 “영생”을 부정
한다. 결국에 이 시의 귀결은 “바람이 인다!……살려고 해봐야지!”에서 나타나는, 허무 앞
에서의 생에 대한 긍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그러한 생을 긍정하는 상징으로는
잠정적으로 “바다”, “정오”, “바람” 등으로 보인다.
스테티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발레리의 시에는 대표작 『해변의 묘지』에서부터 생에 대
한 비극적 감정과 근본적인 염세주의가 투명함과 공존한다.187) 그의 산문집 『까이에』
(Cahiers) 중 「자아 Ego」에서 그가 “나는 힘 오로지 힘만을 원한다(Je désire pouvoir
et seulement pouvoir).”188)라고 말한 것은 힘에 대한 의지(the will to power)를 존재
의 본질로 본 니체를 연상시킨다. 전기적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 발레리는 또한 니체의 번
역서를 읽은 것으로 확인된다.189) 그러나 발레리는 지성의 문학과 순수의 시론을 추구했
다는 점에서 니체의 사상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 시점에서 카시러의 신화론을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에 적용하여 해석해 보고자 한다.
187) Salah Stétié, “Réenchantement de Paul Valéry”, Regards sur Paul Valéry: Journées Paul
Valéry 2011, edit. by Fata Morgana, Sète: Musée Paul Valéry, 2011, p. 14.
188) Paul Valéry, “Ego”, Cahiers I, Paris: Gallimard, 1973, p. 22.
189) Karl Alfred Blüher & Jürgen Schmidt-Radefeldt, “Preface”, De l’Allemagne I: Bulletin des
Études Valéryennes 92, Paris: L’Harmattan, 2002,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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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러는 자신의 신화론에서 신을 ‘순수 존재’로 보았다. 발레리의 시세계 전체도 ‘순수
존재’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아도 과장이 아니다. 상술된 「나르시스는 말한다」와 『젊은
파르크』가 순수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면, 『해변의 묘지』는 발레리가 일평
생에 걸친 사유 끝에 도달한 ‘순수 존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
그 ‘순수 존재’는 죽음을 넘어선 존재, 정오의 바다와 같은 순수한 신전 가운데서 명상하
는 존재, 그럼으로써 불어오는 신선한 한 줄기 바람에 생 자체를 긍정하는 존재이다. “바
람이 인다!……살려고 해봐야지!”라는 구절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철학적 답
변을 지워버리고 있다. 인간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인간이 선한 존
재이기 때문도,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도,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도 아니다. “바
람이 인다!……살려고 해봐야지!”라는 시구절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거나,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거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삶 자체가 긍정된다. 전세계
의 독자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시구절이 바로 이 시구절인 것도 인간이라는 존재와 생의
목적에 대해 공허감을 느끼는 많은 존재들에게 공감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바람이 이는
그 지점, 그 지점이 바로 무에서 유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신화
시는 필멸의 존재인 인간의 시간을 태초의 순간으로 되돌려 탄생의 순간을 다시 경험하게
함으로써 허무와 절망에 차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재생을 경험하도록 한다.

2. 김춘수의 경우

이번 장에서는 김춘수의 신화시의 특징을 신을 순수 존재로서 규정한 카시러의 신화론과
연관 지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신화는 상술한 바와 같이 완전한 존재란 무엇인가 묻는
존재론이며,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묻는 존재론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화는 존재와
생성을 지배하는 운명의 시간을 보여준다. 신화시는 신화적 근원 시간으로 인간을 되돌려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성찰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김춘수의 「신화의 계절」과 「밝안제」
를 통해 해명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신화의 계절」과 「밝안제」 전문이다.

간밤에 단비가 촉촉이 내리더니, 예저기서 풀덤불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가지
마다 나뭇잎은 물방울을 흩뿌리며, 시새워 솟아나고,/점점(點點)이 진달래 진
달래가 붉게 피고,//흙 속에서 바윗틈에서, 또는 가시 덩굴을 헤치고, 혹은 담
장이 사이에서도 어제는 보지 못한 어리디어린 짐승들이 연방 기어 나오고 뛰
어 나오고……//태고연히 기지개를 하며 산이 다시 몸부림을 치는데,//어느
마을에는 배꽃이 훈훈히 풍기고, 휘넝청 휘어진 버들가지 위에는, 몇 포기 엉
기어 꽃 같은 구름이 서(西)으로 서으로 흐르고 있었다.
김춘수, 「신화의 계절」 전문. (69)
-진(辰) 땅에는 예로부터 「불근」이란 신도(神道)가잇서, 태양을 하느님이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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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섬겻스니, 옛날의 임금은 대개 이 신도의 어른이니라
벌 끝에 횃불 날리며, 원하는 소리 소리 하늘을 태우고, 바람에 불리이는 메
밀밭인 양 태백의 산발치에 고소란히 엎드린 하이얀 마음들아,
가지에 닿는 바람 물 위를 기는 구름을 발 끝에 거느리고, 만년 소리없이 솟
아오른 태백의 멧부리를 넘어서던 그날은,
하이얀 옷을 입고 눈보다도 부시게 하늘의 아들이라 서슴ㅎ지 않았나니, 어
질고 착한 모양 노루 사슴이 따라,
나물 먹고 물 마시며, 지나 새나 우러르는 겨레의 목숨은 하늘에 있어,
울부짖는 비와 바람 모두모두 모두어 제단에 밥 들이고,
벌 끝에 횃불 날리며 원하는 소리 소리 상달 희맑은 하늘을 태우도다.
-김춘수, 「밝안제」 전문. (74)

위에 인용된 「신화의 계절」과 「밝안제」는 한민족의 신화를 차용한 신화시이다. 또한 이
시들은 인간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시적 탐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의
계절」은 역사 이전의 태고의 신성한 시간을 상상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
의 시적 주체는 시의 심층에 숨겨져 있는데, 근원의 시간으로 되돌려진 상태에서 원시적
인 생명력을 회복하고 심미적인 존재로 회생되어 있다. ‘순수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밝안제」는 한민족의 기원을 그려 보이는 신화시이다. ‘밝안제’에서 ‘밝’이라는 어근이 광
명, 즉, 태양을 상징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민족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문
화를 확인해 보면, 태양 숭배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하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시적 주
체를 신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로서의 지고의 순수 존재임을 상징한다. “하늘의 아들”이라
는 표현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의 존재의 근원을 상징함
과 동시에, 신성한 존재임을 상징한다. 이처럼 김춘수는 신화시에 근원의 시간, 그리고 탄
생의 시간을 소환함으로써 순수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 구원에 다가가고 있다.

V. 결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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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범의 연구를 통해서 본 문학적 언어와 신화적 언어
홍주영(공군사관학교)

1.
서정범(徐廷範, 충북 음성, 1926~2009)은 경희대 국문과 교수로서 평생을 어원연구,
특수어 및 무속 관련 자료수집에 몰두했다. 소설가 황순원과는 동료 교수로서 학문적인
공동 관심을 갖고 교류하였으며, 서정범의 연구에 황순원의 흔적이 그리고 황순원의 문학
에 서정범의 자취가 남아 있다. 본고는 서정범 특수어 연구의 의의를 고찰한 후 서정범의
연구와 황순원 문학이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황순원 문
학의 성격 규명에 다가가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서정범의 특수어 연구는 석사논문 ｢한국특수어연구｣(경희대, 1959190)) 및 단행본 한
국특수어연구(1959, 1979, 2005)을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백정, 무당, 기생, 산대
꾼, 건달 등의 특수집단의 언어를 채록하였는데, 특히 전국의 백정을 인터뷰하고, 무당은
4천 명까지 만나보는 등 무속을 중심으로 많은 어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특수어/은어연구는 백정과 같이 사라져가는 전통적 인구집단의 어휘에 대한 것
과 최불암시리즈와 같은 당대를 풍미했던 우스갯소리 등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는데, 전
자는 주로 어원 자료수집과 언어지리학적 차원에서, 후자는 주로 사회언어학적 차원에서
고찰이 이루어졌다.
은어/특수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알버트 도자(Albert Dauzat, 1929)의 것이
다. 이숭녕191)에 의하면 도자(Dauzat)는 은어에 발생에 대해 세 가지 분류를 제시한다고
한다. 첫 번째는 공통된 생활을 영위하는 독립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동
양 봉건계급과 실내좌업자, 스승에 대한 학생의 은어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방랑유목
민과 계절적 직업인들의 은어이며, 세 번째는 이방인의 언어의 압력이 느껴지는 지역인
경우에 발달하는 은어로서, 접경지의 장사치에 의한 은어와 외국에 파견된 군대에 의한
은어 등이 해당된다.
이숭녕은 방언학으로 유명한 경성제국대학 오구라신페이(小倉近平)의 선행연구를 비판
적으로 참고하여 산삼채취인의 은어를 연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앙기원이라는 하나의
유형을 새로 제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자(Dauzat)가 구분한 은어 발생유형과 달리, 산삼채취인은 사회의 ‘구렁텅이’를 전전
하는 패가 아니어서 경관을 기피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선생을 경계하는 학생의 마음과
도 달라 제1유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산삼채취는 농업인들이 부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190) 학위수여기관이 서울대학교로 검색되기도 한다.
｢韓國特殊語硏究 : 隱語發主起源을 中心으로 하여 隱語로 본 白丁社會｣
191) 이숭녕, ｢은어고｣, 일석이희승선생송수기념논총, 467~4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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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이방인이라 할 수 없고, 접경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도 접경지대에서 특히 발달
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유형이라고도 할 수 없다. 산삼채취는 계절성(처서~초겨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제2유형의 은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제2유형과도 다른 것은
계절 행상인과 달리 집단으로 다니지 않고, 산에서만 사용하는 누구나 아는 말이기에 이
익을 위해 은어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산삼채취시 여성을 배제하고, 3-5-7 등의 기수(奇數)로 인원을 편성하여 입산
을 시작하면 은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나이 순으로 산을 오르며, 일종의 베이스캠프인
‘모돕(모둠)’을 설정하여 그곳을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다닌다. 이들이 은어를 사용하는 이
유는 “일반이 사용하는 언어는 속계의 용어이어서 부정한 것이라 믿고들 있다. 이 속계의
용어는 산신에게 불경”(490면)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숭녕은 이를 보아 새로운 유형의 은어, 즉 신앙기원 유형을 설정할 것을 제기한다.
“샤마니즘적인 전래의 의하여 산신중심의 생활에서 발달된 것이라고 본다. 즉 산신신앙에
서 나온 것이며 속세간의 언어사용으로는 신성한 성지인 즉 산신의 관장하인 영역에서 산
삼을 캘 수 없다는 신앙적인 동기에서 발달”(488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서정범192)은 경희대학교 지도교수인 이숭녕의 연구를 계승하면서도 산삼채취인과는 다
른 백정 은어의 특성을 살핀다. 도자(Dauzat)의 구분에 의하면, 백정의 은어는 제2유형인
계절적 직업인의 은어에 들지 않고 오히려 제1유형에 들게 되는데, 일반적인 제1유형과도
다르기 때문에 위의 신앙기원 유형에 든다고 할 수 있되, 산삼채취인의 경우와도 다르다
는 것을 밝힌다.
그가 연구한 백정, 무당, 기생, 산대꾼은 사회에서 천민으로 보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성직(聖職)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백정과 무당은 성직관이 강하다. 또한 이
들은 자신들의 은어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고 있으며, 비밀유지를 원하는 것은 백정이 가
장 강하다. 백정은 도우장(도살장)이 성역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일상어를 사용
하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한다. 또한 곧 생명이 끊어질 소에게도 곧 닥칠 죽음에 대한 비
밀을 지키고자 한다. 이들이 일반인에게 은어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면 그 언어 자체가 오염되어 기휘(忌諱)의 의의가 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한
다.

∙ 소는 수도하는 신성한 동물로서 백정의 손에 죽어 그 혼이 상계로 가는 장소이니 속세
어(일반어)를 사용하면 부정을 탄다는 것이다.
∙소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는 더욱 영특해져서 도살에 관한 일반어를 사용하면 소가 알
아들어 공포심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192) 서정범, 한국특수어연구, 서정범전집간행위원회, (주)UCLIN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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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귀는 신성한 은어를 사용하면 달라붙지 못한다.
∙은어를 사용합면 소가 무서움을 타지 않고 잡귀도 달라붙지 못해 혼이 상계로 편히 가
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천왕이 백정을 기특히 여겨 백정이 죽으면 극락세계에 가서 좋
은 벼슬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등이다.(26~27면)

서정범은 백정의 은어를 기록하면서 각종 풍속도 기록하였는데, 적잖이 흥미롭다. 백정
의 특수어는 도우장 밖에서 쓰는 것과 도우장 안에서 쓰는 것으로 구분된다.(27면) 백정의
특수어는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27면) 백정은 자신의 직업을 신성하게 생각하며 95%
의 백정이 가업을 이은 백정으로서, 직업을 바꾸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41, 44, 46면) 도
우장은 사찰의 협조 또는 관리 하에 운영된다.(51면 제3장) 이러한 협력관계는 조선조 불
교를 배척하면서 생긴 것으로서, 승려가 염불을 하여 극락행을 도움에도 불구하고, 백정의
은에서는 승려에 대한 성직자로서의 어떤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64면) 백정사회는 높은
지위였던 소가 하계로 내려온 것에 대한 여러 설화를 갖고 있으며, 설화에는 불교적인 요
소, 도교적인 요소,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도우의 의식은 승려의 염불이라
는 불교적 절차 이외에는 대개 샤머니즘적이다.(127면) 칼은 신성시되며(205면) 그리고 왼
손만 사용한다.(207면)
그 외에도, 천상으로 올라간 소가 자신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있다는 믿음, 살아서 머
리를 삭발하였듯이 무덤에도 잔디를 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천계를 왕래하도록 한다는 것
은 그들의 성직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태어날 때 금줄에 소꼬리털을 달고, 아비가
소처럼 울며, 아프거나 아이를 낳을 때 또는 임종할 때 소머리-소발통-소눈알-소똥-소오
줌 등의 도축부산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소울음을 운다는 점, 죽을 때는 관에 소
털을 깐다는 것 등은 성직관을 넘어, 백정 스스로가 소와 존재론적으로 같다는 인식을 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동물을 도살해도 소만 그러한 종교적 관념의 대상이 되며, 소만 도우장 안으로
들어갈 뿐, 다른 동물을 도살할 때는 아무 곳이나 가리지 않는다. 이는 소가 다른 동물과
다르기 때문이다. 소를 신성시한 것은 동서양이 같은데, 특히 한자의 牛는 그 자체로 소
를 뜻하되, 부수로 사용되면 다른 모든 동물들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131면)
위와 같은 고찰 끝에, 서정범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낸다. 백정은 자신들의 은어를 신
성시하고 주술적이가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고대인이 갖고 있던 시
가(향가)에 대한 생각과 유사하다. 오늘날 무당의 주술, 불교 염불과 진언, 기독교의 기도
문 등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정의 경우 도우를 하는 관계로 말세관, 무격사상, 토
테미즘 등의 영향을 볼 수 있으며, 단연 그 기원은 신앙적인 것이되, 보다 자세히 말하자
면 샤머니즘적인 것이다.(278~290면)

3.

- 94 -

인간의 언어를 일상어, 문학어, 신화어로 나눌 수 있다면, 백정의 은어, 그중에서도 도
우장 안에서 사용하는 은어는 단순히 외부에 비밀을 지키기 위한 특수한 일상어라고 할
수 없으며, 신화적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고는 서정범의 이러한 연구가 문학어로
서 황순원의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시론으로서 작성되었
다.
서정범(1926년생)과 황순원(1915년생)은 경희대학교 동료이자 선후배 교수였으며, 서정
범이 석사학위 논문이 나올 때(1959년) 황순원은 이미 경희대 교수로 부임(1957년)하여
서정범의 연구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를 갖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휴전선 이남 각지를 대상으로 하는 서정범의 은어수집(1958.2. ~ 1959.12.)은 혼자만
의 행보는 아니었다. 그의 책 한국특수어연구 서문에서 이숭녕은 지도교수로, 유창돈은
자료제공자로, 그리고 동료교수인 김광섭, 김진수, 박노춘, 황순원은 음으로 양으로 지도
해준 분으로 언급되며 많은 동학들이 동행을 한 것으로 언급된다.
위의 언급은 선배 교수에 대한 예의상 적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답사를 함께하였
을 가능성은 높은 것이며, 황순원의 소설 <안개구름끼다>에서는 1인칭 화자의 서술이지
만, 서정범을 지칭하는 듯한 내용이 종종 발견된다.

이렇게 내 생활 주변을 스치고 지나간 애들이 꽤 많은 가운데, 지난 여름에 만난
<파쪽>이라는 소년이 또 하나 있다. / 젊은 언어학자 정군을 통해 안 애다. / 정군
은 그즈음 그가 적을 두고 있는 학교가 방학때라 가끔 집에 놀러와서는 장시간 한
담을 나누고 가곤 했다. 자연 그가 수년래 연구 수집해오는 은어에 대한 것이 화제
의 중심이 되곤 했다. / 이미 정군은 특수사회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은어문자에 관
한 연구논문을 모 국문학회 기관지에 발표하여 학계의 주목을 끈 바 있었다. 나도
그것을 흥미있게 읽고 이것저것 암시받은 점도 적지 않다.(｢안개구름끼다｣, 87면)

서정범은 백정의 은어 외에도 건달이 경찰의 눈을 피해 사용하는 특수기호를 연구하기
도 했는데, 이를 말하는 듯하다. 소설 속에서 정군의 소개로 만난 <파쪽>의 하는 일은 펨
프이며, 여성의 음부를 <호밀>이라고 불러 자신과 같은 펨프를 <호밀장수>라 부른다고 한
다.(89면) 은어인 것이다. 정교수는 <파쪽>에 대해, <파쪽>은 뒤통수가 예쁜 소년을 말하
는 은어로서 뒤통수가 파쪽처럼 예쁘면 페니스가 예쁘다고 하여 불감증이 온 매춘부들이
<양배추쌈>(사적인 성관계)을 하는 소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느날 ‘나’를 만난 <파쪽>
은 <양배추쌈>을 하는 관계인 명자의 죽음을 알린다. 명자를 사랑한 파쪽과 달리, 명자는
군대갔던 남편이 돌아와 도망을 쳤다가 파쪽한테 잡혔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명자는 치
마를 걷어올리며 <안개구름끼다>(도망치다 잡혔을 때 성관계를 하고 놓아주는 것)을 하자
고 했는데, 파쪽은 그만, 6.25때 ‘살갗 다른’ 군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죽은 누이가 생각
나, 명자가 있는 곳을 <꼰대>에게 알리고, 명자는 잡혀와 초죽음이 되고 몹쓸 병도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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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느날 명자는 쥐약을 먹었고, <파쪽>에게 <비행기과자>(다리를 올려 빨리죽게 해달
라는 것)를 해달라고 해서 <파쪽>은 담담하게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단편소설 내용의 절반은 은어와 은어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으며, ‘나’는
<파쪽>과 은어로 필담을 나누기도 하는데, ‘나’는 정군의 연구에서 익힌 것이다. (91~92
면)

(너 나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나 언제 다시 한 번 만날까?)

(내일 낮 4 이 다방 오라)

정군은 ‘나’의 소설 창작에 대해, 이리저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현실에서의 황순
원(‘나’)와 서정범(‘정군’)의 관계를 그대로 옮긴 듯한 이러한 소설의 인물 구조는 일월에
가면, 국문과 교수인 ‘지교수’로 통합되며, 일부 ‘지교수’와 조교 ‘전경훈’의 관계로 대치된
다.

4.
동료 교수의 연구내용을 작품의 전면에 배치하는 것은 파격일 수 있으며, 서로 간의
어떤 이해나 공통관심사가 없이는 지속되지 어렵다. 황순원은 ｢안개구름끼다｣뿐만 아니라,
훗날 일월, 움직이는 성이라는 기념비적인 장편소설을 통해 백정의 삶과 운명을 사상
적 측면까지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서정범이 멈춘 곳에서 황순원이 나아간 지점,
황순원이 못하는 영역에서 서정범이 나아가는 면들이 보인다.
서정범은 백정의 은어에 대해 신앙기원 유형(이숭녕의 구분)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
고, 그중에서도 샤머니즘 기원설을 주장하면서도, 백정의 뿌리가 원래 성직이었다고 주장
하지는 않는다. 현실에서 도축을 하는 것을 자위하기 위해 그러한 관념이 생겼을 수 있다
는 설명에서 멈춘다. 그러나 황순원은 거기에서 더 나아간다. 백정의 기원이 천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작중 인물이 아닌 본인의 입으로 말한 것이다.
황순원은 평소 문학적 소재에 대한 답사를 철저히 했는데, 일월의 답사에는 서정범
이 따라가기도 한다. 황순원은 1962~1964년 여름방학 즈음, 백정을 소재로 하는 소설인
일월을 연재하는 중에 서정범에게 경기도 광주시 경안에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소시장과 도축장 등을 견학하는데 이를 포함한 황순원의 자료수집 노력에 대헤, 서정범은
다음과 같이 선취성을 인정한다.
황순원은 우선 경안 소시장과 도축장 등 소설 일월의 전개에 필요한 것들을 면밀히
답사하면서 세 권의 노트를 남겼고, 진주 답사를 통해 형평사의 초기 설립과정과 해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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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파악하였고, 성균관대 동쪽 뒷편에 있는 숭보사가 조선 시대 정육업을 독점한 다림
방을 후원한 이들을 모시는 사당이라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다림방의 인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형평사가 해방 후에 축산기업조합으로 바뀌었고, 한국축산기업조합 대관을 내고자
한다는 것을 알아낸다.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를 위해 인장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축산인에
게, 황순원은 “축산기업조합원을 처음부터 천민으로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45면)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낸다.
황순원은 이렇게 백정이라는 당대 사회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탐사하면서, 국어학자,
민속학자, 역사학자, 종교학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까지 나아갔는데, 정영훈은 황순원
의 취재과정과 소설을 면면을 살펴, 황순원의 소설을 일종의 민족지 또는 백정 연구서라
고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평한다.193)
위에서 백정이 원래 천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소설적 시도는 미완에 그친
다. 소설 내에서는 아유가이의 잡고 제5집(26면), 고려사 최충헌전(51~52면), 역사학
자 김상기의 저서(101면), 조선의 취락(조선총독부)(105면) 등의 문헌 내용의 고찰되며,
형평사, 한국축산기업조합, 숭보사, 다림방에 대한 취재(206~214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천한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축산기업조합원들의 노력과 주장도 소설에 담
긴다. 그러나 이 역시 천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그 질문은 지교수의 노트라는 소설 내 삽입 텍스트를 통해 간접화된 형태로 다시 등장
한다.

인철은 이 성가신 식모아주머니를 물리치기 위해 아무거나 읽을 책을 하나 고르려
고 의자에서 일어나 책꽂이로 가다가 무심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노트책에 눈이
멎었다. <백정에 관한 노트>. 인철은 반사적으로 얼른 노트책을 집어들었다.

이 노트에는 서정범이 채집한 백정의 특수어와 풍속 중 그들의 성직관을 드러내는 것
들이 망라되어 있고, 전거된 문헌들에 대한 해석과, 자신의 생각들이 적혀 있다.(295~298
면)

<<백정이 거란과 여진족의 귀화민 또는 포로의 후손이라면 왜 북쪽 지방에는 거의
집단부락이 없고 남쪽에만 있는 것일까.
....
<<백제는 본대 고구려와 함께 부여족. 부여족은 물을 따라 나라를 세우는 습성이
있었음 양수척이 물을 따라다니며 사냥을 하고 버들로 고리를 걸었다는 습성과 유
사한 데가 없지 않음.>>
193) 정영훈, ｢백정 관련 연구의 맥락에서 본 〈일월〉｣, 한국현대문학연구 24호, 한국현대문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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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인용하였다. 앞서 서정범의 회고에 의해 확인되는 이 노트는 실제로 거기 적힌
것 중 1/3만이 소설 일월에 쓰였다고 한다. 이 노트엔 다른 어떤 것들이 적혀 있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황순원의 사상적 궤적과 지향점을 알고 싶기 때문이다.
황순원은 일월을 통해 천민 출신인 인물들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혹
은 운명을 만들어 나아가는가를 고찰하였고, 움직이는 성을 통해서는 다소 비판적으로
언급되는 ‘유랑민 의식’이라는 것을 인물에 씌워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실
험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실험은 노마디즘에 닿았을 수 있을까. 소의 신성성과 백
정의 천하지 않음과 더불어, 황순원 문학이 유목적인 상상력에 이르렀을까 하는 것은 황
순원 문학의 가치 평가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연구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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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의 사계절과 한국 알레고리 서사의 계보
-‘단군 신화’부터 신채호 「용과 용의 대격전」까지
이가은(서울대)

1. 들어가며

사람은 왜 ‘이야기’를 할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
이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말’의 정확성과 경제성을 포기하고,
그것을 ‘다르게 말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자 하는 충동을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문학’의 기원일 것이다. 이 점에서 문학은 곧 ‘알
레고리(allegory=다른allos+말하기agoreuo=allegoria)’다.
그러나 알레고리가 문학의 근원이라 해도, 모든 문학이 알레고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
을 것이다. 노드롭 프라이(Northrop Frye)가 “모든 공식적인 우유(寓喩)는 그 성질상 주
제 쪽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으나 (…) 서사문학을 그 주제면에서 비평한다고 해서 그
문학이 결과적으로 우유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듯, “진정한 우유는 비평 이전에
문학 속에 존재해 있어야”194)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레고리는 세 가지 층위를 가진다.
첫째, ‘다르게 말하기’라는 문학의 근원 충동으로서의 알레고리, 둘째, 알레고리 표현법,
셋째, 알레고리 해석법. 모든 문학은 알레고리 충동의 소산이므로 알레고리 해석법이 적용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알레고리적 의도를 갖고 알레고리 표현법으로 창작된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더욱 알레고리 해석법이 적절한 효과를 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알레고리 표현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렇다면 알레고리 표현법은 무엇이며, 어느 범위까지가 여기에 속하는가? 본 논문은
알레고리 표현법을 너무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거나 혹은 그 범위를 너무 협소화하지 않
으려 한다. 우선 앞서 보았듯, 주제를 가진 모든 문학이 알레고리로 표현되었다고 말할 수
는 없다. 그 주제를 작품으로 서사화할 때 어떠한 전략을 취했는가가 핵심이며, 알레고리
표현법의 전략은 ‘다르게 말하기’다. ‘이야기’의 층위와 그 이면의 ‘말’ 사이에 낙차가 발
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알레고리 표현법으로 보기 어렵고, 아무리 넓게 보아도 경계선에
가까울 것이다. 또한 알레고리를 우화(fable)나 상징(symbol) 등과 대립시키는 것은 그 개
념을 너무 협소화시키는 것이다. 교훈담(apologue), 비유담(parable), 우화(fable), 은유
(metaphor), 상징(symbol)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다르게 말하기’의 방법들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알레고리 표현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이 모두를 알레고리
로 환원시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들을 다층적인 스펙트럼 위에 놓음으로써 그 차

194) 노스럽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pp.134-135.

- 99 -

이를 보다 엄밀히 살피기 위함이다.
다시 돌아가서, 알레고리의 본연은 ‘다르게 말하기’라는 충동이다. 그런데 다르게 말한
다는 것은 무엇일까? ‘말’하지 않고 ‘이야기’했을 때, 원래 의도했던 그 의미는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을까? 이는 그 이야기에서 ‘다르게’와 ‘말하기’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며, 그러므로 알레고리 표현법의 여러 양상들은 ‘다르게’와 ‘말하기’가 맺는
관계에 따라 위치지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기’란 이야기가 원래 의도한 주제이며, ‘다르
게’란 이야기가 실제로 취한 서사이다. 노드롭 프라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뮈토스
(mythos; 플롯, 서사)’와 ‘디아노이아(dianoia; 사상, 주제)’ 개념을 가져와 ‘서사 중심의
문학’과 ‘주제 중심의 문학’을 나누었던 것을 참조할 만하다.195) 달리 말하자면 이야기에
는 심층과 표층의 두 층위가 있으며, 심층 서사는 ‘말하기’에 표층 서사는 ‘다르게’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알레고리 서사의 표층 서사와 심층 서사가 맺는 관계에 대하
여, ‘균형의 스펙트럼’과 ‘연결의 스펙트럼’이라는 두 기준을 도입하고자 한다. 균형의 스
펙트럼은 표층 서사와 심층 서사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지, 그리고 표층 서사의 의도
가 심층 서사의 보완/은폐 중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연결의 스펙트럼은 표층 서
사와 심층 서사가 얼마나 다층적으로 또는 얼마나 자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
이다. 이 두 개념을 상세히 서술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남겨 두고, 우선 본 논문에서는
여러 장르의 알레고리 서사들을 비교하는 대략적인 기반으로만 삼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상의 알레고리론을 바탕으로 한국 알레고리 서사의 계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 첫 머리에 신화를 놓고, 가전, 우화소설, 그리고 신채호로 이어지는 계보를 설
정하고자 한다. 신화를 일반적인 서사문학과 이어지는 맥락에 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
문이 있을 수 있으며, 가전을 서사가 아닌 교술로 분리하여 보는 견해도 있으나, 본 논문
에서는 시간에 흐름에 따른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는 이야기라는 넓은 개념의 서사로 이들
을 묶고자 한다. 신화, 가전, 우화소설, 신채호로 이어지는 알레고리 서사의 계보는 알레
고리 표현법의 다양한 형식 양상(장르)들을 보여줄 것이다. 각 장르를 대표하는 예시로
‘단군 신화’, 「천군전」, 「토끼전」, 「용과 용의 대격전」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들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천상계/지상계’의 대립 모티프를 알레고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이 ‘천상계/지상계’를 어떤 태도로 다루고 있는지, 또 어떤 의도와 방식으로 알레고리화하
고 있는지는 사뭇 다르다. 신화, 가전, 우화소설, 그리고 신채호의 소설은 모두 ‘다르게 말
하기’의 여러 형태이므로 이들 세부 장르들의 차이점을 살핌으로써 알레고리 표현법의 큰
틀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천상계/지상계’의 대립을 다룬 이들 작품들을 이 모티프를 어떻게 변주해나가고
있는지를 하나의 선으로 그어 보았을 때, 이를테면 ‘신화의 사계절’이라 부를 만한 것이
나타난다. 하나의 신화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으며 순환하는지가 말이다. 본고는 이를 존
도미니크 크로산이 이야기와 (이야기 안의) 세계가 가지는 관계에 따라 이야기를 신화
195) 위의 책, 132-1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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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 교훈적 우화(apologue; 교훈담), 행동(action; 소설), 풍자(satire), 비유(parable;
비유담)으로 분류하여 설명한 것에서 착안했다. 크로산은 “신화는 세계를 설립한다. 교훈
적 우화는 세계를 수호한다. 행동은 세계를 탐구한다. 풍자는 세계를 공격한다. 비유는 세
계를 전복한다”196)고 설명했다. 즉 이야기들은 신화가 만들어낸 세계관에 대한 여러 방식
의 반응이며,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의 세계관은 굳건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한다. 본
논문은 ‘단군 신화’가 만들어낸 천상계와 지상계의 대립 및 천상계에 대한 지상계의 종속
이라는 세계관에 대한 여러 반응으로서 가전인 「천군전」, 우화소설인 「토끼전」, 신채호의
「용과 용의 대격전」이 쓰여졌다는 관점으로 이 계보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전문
학에서부터 근대문학의 초입까지를 연결하는 한국 알레고리 서사의 계보를 그리고, 각 알
레고리 서사 양식의 특징을 살펴 알레고리 장르론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은폐를 통한 창조의 신화-‘단군 신화’

알레고리 서사 계보의 첫 머리에 ‘신화’를 놓는 것은 낯선 접근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레고리는 이야기인 반면, 신화는 그 나름의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신화는 그 창작의 의도가 이야기를 사실로 믿게 하는 데 있고, 그 의도에 따른 정당한 감
상법 또한 그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신화가 과
거의 사실 그대로를 온전히 모방한 것이라는 가정은 배제하려 한다. 첫째, 신화를 사실로
믿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의 영역으로서 문학 연구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노
드롭 프라이는 문학의 한 양식으로서의 신화에 대해 “암시적인 은유에 의한 동일성의 예
술”197)이라 말하며, “전면적인 비유의 세계”라 설명한 바 있다. 둘째,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단군 신화’는 선사시대 역사의 다른 표현으로 널리 해석되어 왔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단군 신화’를 ‘다르게 말하기’의 한 방법으로 살핌으로써, 한국
알레고리 서사 계보의 첫머리에 놓고자 한다.

인류 최초의 지혜는 신화 속에 결정(結晶)되어 있다. 원시인의 신앙·도덕·과
학·역사에 대한 요구와 노력은 종합적으로 신화로써 표현되었었다. 신화
(Myth)라 함은 유사(有史)이전에 생겨 내려오는 고담을 의미하는 희랍어 뮤도
스(Muthos)를 번역한 신어(新語)로서 원시시대, 또 원시사회의 인민이 그네
독특의 심리(=감각 또 추리력)으로써 자연계와 및 인간생활상 모든 사물의 내
력을 설명하는 데서 발생 또 성립한 지식뭉텅이다.198)

위의 글은 최남선이 1954년 『사상계』에 발표한 「단군고기 전석(檀君古記箋釋)」에서 가
196) 존 도미닉 크로산, 『어두운 간격』, 이대성 역, 한국기독교연구소, 2009, 69면.
197) 노스럽 프라이, 앞의 책, 270면.
198) 최남선, 「단군고기전석」, 『사상계』 10, 1954,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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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온 것이다. 최남선은 이 글에서 신화는 원시인의 역사 인식, 서술, 교육의 방식이었으
며, 동북아시아 특히 조선의 신화는 “역사로 의장(擬裝)된 (…) 국조신화”199)라고 말한다.
그는 “신화는 그때 그네에게 있어서 비유도 아니요, 우어(寓語)도 아니라, 엄숙하고 적실
한 불가동(不可動)의 사실이었”200)다고 말하지만, 후대의 학자에게 신화는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역사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지적하고 있듯, 신화란 영웅의 사
적을 신격화한 것이라는 에우헤메로스적 신화 해석의 방식은 이러한 신화의 알레고리적
특성에 주목한다.
한편 김태준은 1935년에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한 「단군신화연구」에서 신화가 “원시의
산물이 아니라 당대의 역사를 반영하면서 만들어지는 것”201)이라고 보아, ‘단군 신화’는
『삼국유사』가 기록된 고려 말의 역사와 기록자인 승려 일연의 불교적 이데올로기가 반영
되어 원형의 신화가 변형 및 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견해에 따른다면 신화는 그
내용이 가리키는 신화시대의 역사가 아닌 기록시대의 역사에 대한 알레고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화는 그 창작자를 알 수 없이 오래된 것이며, 긴 세월 동안 개작되며 전승되어 왔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문학작품에서처럼 선명한 단 하나의 창작 의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
해 보인다. 다만 신화가 최초로 만들어지던 당시의 것이든 그것이 문자화되어 기록되던
당시의 것이든 (아마도 섞여 있겠지만) 민족의 역사에 대해 말하면서도 말하지 않으려는
것에 신화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신화는 “위엄이 있고 절대적인 기품을 갖추기
위한 옛날 이야기”로서 “민족적”이라는 전규태의 지적202)처럼, ‘단군 신화’는 실제로 일어
나지 않았던 방식으로 역사를 창조함으로써 민족적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신화란 역사의 ‘다르게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단군 신화’의 내용을 다루어보자. ‘단군 신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일연(1296-1289)의 『삼국유사』다. 『삼국유사』는 고조선부터 후삼국까
지의 유사를 모은 것으로, 1280년 무렵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신화’는 『고기(古記)』를 인용하고 일연이 주석을 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고
기』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늘의 임금님인 환인의 서자
(몇째 아들) 환웅이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기 위해 태백산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세
우고 다스린다.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사람이 되기 위해 쑥, 마늘만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아야 하는 시련을 겪는데, 곰은 성공하여 여자가 되고 범은 실패한다. 여자가 된
곰은 환웅과 결혼하여 단군왕검을 낳고, 단군은 조선을 세우고 다스리다가 1980살에 산신

199) 위의 글, 55면.
200) 위의 글, 54면.
201) 하정현, 「근대 단군 담론에서 ‘신화’ 개념의 형성과 파생문제」, 『단군학연구』 24, 단군학회, 2011,
214면.
202) 전규태, 「한국신화의 문학적 연구서설-단군신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13, 연세대학교 인문학연
구원, 196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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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돌아간다.
반복하여 말했듯, 한국의 신화는 “역사적 용모를 지니고 있는 것이 그 특징”203)인데, 이
는 그 해석의 전통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윤내현은 「단군신화」에 대해 “단순히 한민족의
의식이나 문화 요소만을 전하는 신화나 설화 또는 전설 정도로 연구되는 경향”에 대해 비
판하며, ‘단군 신화’의 내용이 “역사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4) ‘단군 신화’에 대한 윤내현의 역사적 해석은 아래와 같다.

(1) 환인시대 - 무리사회
(2) 환웅시대 - 마을사회, 농경사회(풍백·우사·운사)
(3) 환웅+곰녀 시대 - 고을사회, 씨족연맹체(하느님 숭배 씨족/곰 숭배 씨족
/범 숭배 씨족)
(4) 단군왕검 시대 - 국가사회205)

윤내현은 ‘단군 신화’에 나타나고 있는 4개의 시대 구분은 고고학 자료로 확인된 사회
발전 단계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환웅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것은 떠돌이 생활을
하던 무리사회를, 환웅이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수명·질병·형
벌·선악 등을 주관”206)했다는 것은 한 지역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마을사회를 보여준다.
그리고 환웅, 곰, 범은 각각 하느님, 곰, 범을 수호신으로 삼는 씨족이며, 환웅과 곰녀의
결혼은 두 씨족이 연맹체를 이룬 고을사회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들 결합의 소산인 단군
왕검이 조선이라는 국가를 형성했다는 역사를 서술한다.
이상의 알레고리 해석으로 ‘단군 신화’의 창작에 반영된 알레고리 표현의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 신화의 알레고리 표현은 균형의 스펙트럼 상에서 비의적 알레고리의 극단에 놓
인다 할 수 있다. 신화는 ‘말하기’보다 ‘다르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시대의 역사를
신화로 재창조할 때, 엄밀한 현실 그대로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신화창조자의 의도에 적
합하지 않다. 역사의 복잡하고 지리멸렬한 실제 형태는 가려지고, 그 대신 왕권을 중심으
로 한 민족 결합을 공고히 하기에 적절한 “위엄이 있고 절대적인 기품을 갖추기 위한 옛
날 이야기”207)로서의 신화는 드러난다. 그러므로 신화의 알레고리는 ‘말하기’를 은폐함으
로써 ‘다르게’를 창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단군 신화’가 창조해 낸 신화적 세계관은 천상계-지상계의 위계 구도로 집약된다. ‘단
군 신화’는 천상계의 신인 환웅이 환인의 권위를 받아 지상계로 내려오고, 지상계의 인간
단군왕검에게 통치권을 부여하고 천상계로 돌아가는 구도로 되어있다. 이 세계관에서 천
203) 위의 글, 103면.
204) 윤내현, 「국조신화-단군신화의 역사성과 환웅·곰·호랑이의 정체」, 『인문과학』 28, 성균관대학교 인
문학연구원 1998, 143-144면.
205) 위의 글, 152-154면 요약 정리.
206) 일연, 『삼국유사』 1, 이재호 역, 솔, 2007, 67-68면.
207) 전규태, 앞의 글,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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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와 지상계는 분리되어 있으며,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계로 내려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상계의 존재는 천상계에 닿을 수 없다. 천상계는 본질적으로 지상계보다 우위에 있으며,
지상계를 통치할 권리를 갖는다.
임태홍은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위계 구도의 유교적 특성에 주목하여, “하늘에 있는
최고신이 지상의 천자(天子)에게 통치권을 부여한다”는 “‘천명(天命)사상’은 유교에서도 매
우 중요한 정치사상 중 하나”208)라고 말한 바 있다. 유교적인 ‘천지인 삼재(三才)’ 세계관
처럼 ‘단군 신화’는 “환인과 환웅이 나오는 하늘의 이야기, 그리고 호랑이와 곰이 나오는
지상의 이야기, 맨 나중에는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인간’은 (…) ‘왕’의 이야기”209)라는 것이다. 임태홍은 이것이 고대의 ‘단군 신
화’가 장기간 유교의 영향을 받으며 개작된 결과210)라고 보았으나, 그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 ‘단군 신화’가 유교적 세계관으로 변형된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단군 신화’의 위계적 세계관이 후대에 수용된 유교적 세계관과 긴밀하
게 결합하여 한민족의 사유 구조를 형성했을 수 있으리라.
‘단군 신화’가 내용적으로 천상계-지상계의 위계 구도를 설정하는 것처럼, ‘단군 신화’의
창작 과정에도 천상계-지상계가 위계화된다. 앞서 보았듯 ‘단군 신화’ 심층에는 당대의 역
사적 현실, 실제의 지상계가 은폐되어 있다. 신화를 통해 표층 서사의 천상계가 창조되면
서 지상계도 함께 덧입혀 그려지는데, 이 지상계는 천상계에 밀접하게 종속된 표층 서사
다. 표층 서사가 심층 서사를 은폐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천상계는 지상계를 지배하고 통
치한다.
이로써 한국 알레고리 서사 계보는 천지 위계적 세계관의 신화로 시작되었다. 노드롭
프라이는 “신화양식, 즉 신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문학의 양식 중에서 가장 추상적이
고 관습적인 것”211)이라 말한 바 있다. 신화는 민족의 사유구조의 밑바탕이 되며, 사유의
소산인 문학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원형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
로 한 민족의 문학 계보는 이러한 신화의 원형 구조에 대한 여러 방식의 반응일 수 있다.

3. 치환을 통한 강화의 가전-김우옹 「천군전」

앞 장에서 한국 알레고리 서사의 첫 머리에 놓은 ‘단군 신화’는 선사시대의 서사로서,
고려시대 일연이 『삼국유사』에 기록한 것이 최고(最古)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알레고리 서사는 고려 후기에 유행하여 조선시대까지도 꾸준히 창작된 ‘가전(假
傳)’을 들 수 있다. 가전은 그 효시라 할 수 있는 당(唐) 한유(韓愈; 768-824)의 「모영전
(毛潁傳)」 이래로 1100년 이상 지속된 양식인데, 이에 영향을 받은 한국에서도 고려시대
208)
209)
210)
211)

임태홍, 「단군신화에 나타난 유교적 성격」, 『유교사상문화연구』 30, 한국유교학회, 2007, 175면.
위의 글, 194면.
위의 글, 197면.
노스럽 프라이, 앞의 책, 2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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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800년 이상 창작되어 왔다.212)
가전의 ‘전(傳)’은 “전기(傳記; biography)”를, ‘가(假)’는 “다시 빌림[假借]”을 말하는
것으로, 즉 가전은 “인물에 가탁한 사물의 전기”로, 의인화한 전기를 가리킨다.213) 거북
(이규보 「청강사자현부전」), 대나무(혜심 「죽존자전」)와 같이 동·식물을 의인화하고 있는
작품도 있지만, 대다수는 술(임춘 「국순전」, 이규보 「국선생전」), 돈(임춘 「공방전」), 붓(박
윤묵 「모원봉전」), 죽부인(이곡 「죽부인전」) 등 사물을 의인화한다. 그 이름을 통해 어떤
사물의 의인화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설정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
다. 가전은 사마천 『사기』의 열전 형식을 따라, 의인화된 사물의 일대기를 아래와 같은
구조로 서술한다.

(1) 서두: 주인공의 신원을 소개
(2) 선계: 선조 소개
(3) 사적: 등용 등 정치적인 행적
(4) 종말: 주로 ‘죽음’과 ‘귀로(歸老)’
(5) 후계: 후손 소개
(6) 평결: 편찬자의 논평214)

사마천 『사기』의 열전은 서두-사적-평결의 구조를 고정적으로 가지며, 여기에 필요에
따라 선계, 종말, 후계를 덧붙인다. 이를 흉내낸 가전 역시 이와 동일한 구조를 취한다.
서두에서 의인화된 인물의 이름과 자(字)를 통해 그 사물의 특성을 드러내고, 선계에서는
주로 그 사물의 원재료를 선조의 이름으로 소개한다. 술을 의인화한 대표적인 고려 가전
인 임춘 「국순전」의 예를 들면, “국순(麴醇)의 자(字)는 자후(子厚)”라고 쓰고 있는데 ‘국
순’은 진한 누룩, ‘자후’는 거나하다는 뜻이며, 국순의 선조는 ‘모(牟)’ 즉 보리라고 말한
다.215) 그리고 사적에서는 인물의 등용과 정치적 행적을 그림으로써 사물의 장점을 서술
하고, 종말에서는 인물의 퇴위, 죽음 등을 통하여 사물의 단점 혹은 활용 상의 주의점 등
을 설명한다. 평결부에서는 『사기』를 그대로 흉내내어 ‘태사공왈(太史公曰)’이라고 쓰거나
‘사신왈(史臣曰)’, ‘찬왈(贊曰)’ 등으로 바꾸어 쓰며, 저자의 주제의식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다.
가전은 의인화라는 전형적인 알레고리 표현법을 사용하는 양식으로, 분명한 알레고리
서사에 속한다. 그러나 그 알레고리화의 목적과 방법은 앞서 보았던 신화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신화가 ‘비의적 알레고리’의 극단에 놓인 것이라면, 가전은 비의성이 전혀 없는
‘명시적 알레고리’의 극단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전에서 심층 서사인 사물(혹은 동식
물)의 이야기는 표층 서사의 인간 생애로 단순 치환되고 있으며, 그 인물의 이름을 통해
212)
213)
214)
215)

김창룡, 『가전문학론』, 박이정, 2007, 7-8, 43면.
위의 책, 29-31면.
위의 책, 100-101면 요약.
임춘, 「국순전」, 『한국의 가전문학 上』, 김창룡 편역, 태학사, 199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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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 대상이 무엇인지 곧바로 알 수 있어 비의성이 거의 없다. 심층 서사를 ‘다르게’ 서사
화하는 데에 공을 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최대한 유사한 방식으로 서사화함으로써 심층
서사의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말하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앞서 예로 들었던 「국순전」의 경우, 술을 의인화한 인물인 ‘국순’은 성대한 모임마다 사
람들이 즐겨 찾아 벼슬길에 승승장구하지만, 임금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쥔 이후에는 임
금에게 적절한 간언을 하지 않고 정사(政事)를 멀리 하게 만들며, 늙어서는 입에서 냄새가
나서 퇴위되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는 곧 술의 기능(모임을 흥겹게 함)과 술의 위험성(해
야 할 일을 잊고 방탕하게 만듦), 그리고 술의 최후(상하여 냄새가 남)를 그대로 보여주면
서 술에 대해 경계하는 저자의 주제의식을 분명히한다. 이는 평결부에서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사신(史臣)은 이르노라.
‘국씨의 조상이 백성들에게 공헌한 바 있고, 청백(淸白)한 기상을 자손에게
끼쳐 주었다. 창(鬯)이 주(周)나라에 있어선 향그러운 덕(德)이 하늘님에게까지
이르렀으니, 가히 그 조상의 풍도가 있다 할 만하다. 순이 술병만한 작은 지혜
를 바탕으로 깨진 항아리로 창문을 하는 빈한한 집에서 몸을 일으켜 일찌감치
금사발 선발의 광영을 입고 술단지와 술상 사이에 서서 담론하였다. 그렇거니
와, 능히 옳은 일을 바치고 그릇된 것은 고치도록 못하였고, 왕실을 어지럽혀
넘어뜨린 채 일으키지 못한 나머지 마침내 천하의 웃음을 샀으니, 거원(巨源)
의 말이 족히 믿음직하구나!’216)

저자의 목소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평결부에서도 ‘창(鬯; 울금향을 넣어 빚은 술)’, “술병
만한”, “항아리”, “금사발”, “술단지와 술상” 등과 같이 ‘술’을 가리키는 표현들을 통해 지
칭하는 사물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왕실을 어지럽혀 넘어뜨린 채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술 그리고 술에 빠진 인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가전의 구조적 특징인
평결부 또한 가전의 알레고리가 비의성을 띠지 않고 ‘말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
여준다. 평결부에서 저자는 “본 작품을 쓰게 된 동기라든가, 작자 나름의 인생관적 검토,
또는 작품 가운데 나타난 특정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침내 숨기지 않고 토로하기 일
쑤”217)인데, 이러한 솔직성이 가전의 특징인 것이다.
서사, 서정, 극, 교술의 네 장르론을 만든 조동일은 가전을 교술문학의 한 하위 갈래로
분류한 바 있다. 조동일에게 서사는 ‘이야기’이며 교술은 ‘말’이었는데,218) 이 또한 가전이
문학의 ‘이야기’로서의 특성보다도 주제를 전달하는 ‘말’의 특성을 더 띠고 있음을 보여준
다. 노드롭 프라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전은 ‘디아노이아(dianoia; 사상, 주제)’ 중심의
문학이며, 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뮈토스(mythos; 플롯, 서사)’는 텅 빈 기호
216) 위의 글, 19-20면.
217) 김창룡, 앞의 책, 238면.
218)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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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지 않는다. 가전을 읽는 그 누구도 뮈토스 층위에 머무르지 않으며, 가전의 뮈토스
는 디아노이아를 향해 열린 창과 같아서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내려가게 만든다.
앞서 살펴본 가전의 장르적 특징은 김우옹(1540-1630)의 「천군전」(1566)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천군전」은 천군(天君) 즉 ‘마음’을 의인화한 조선시대 가전으로, 천군소설의 효
시가 되는 작품이다.219) 그 줄거리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인씨(有人氏; 인간)’라는
이름의 나라에 ‘건원제(乾元帝; 천제)’의 아들인 ‘천군(天君; 마음)’이 내려와, 두 신하인
‘경(敬; 공경)’, ‘의(義; 옳음)’의 도움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간신인 ‘해(懈; 게으름)’와 ‘오
(傲; 오만함)’의 농간으로 천군이 경을 쫓아내자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도적떼가 일어
나 천군은 나라에서 쫓겨난다. 그러나 ‘량(良; 양심)’이 천군을 일깨워, 천군은 경을 복위
시키고 ‘극기(克己; 욕망의 극복)’와 ‘지(志; 의지)’의 도움으로 나라를 회복한다. 이후로
나라는 무사태평했으며, 천군은 일백년 후 육룡을 타고 상제에게로 올라가 돌아오지 않는
다.220)
「천군전」은 가전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며, 공경이 있어야만 마음이 바로세워지고 이
를 통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다는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천군전」에 반
영된 인물의 구도, 세계의 구도는 앞서 보았던 ‘단군 신화’의 구도와 흡사하다. 환인의 아
들 환웅이 환인의 권위를 위임받아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와 다스린 후 천상계로 돌아
가는 것처럼, 「천군전」의 천군도 건원제의 아들로서 권위를 얻어 지상계의 ‘유인씨’ 나라
를 다스리고 천상계로 돌아간다. 천상계와 지상계는 상하 위계를 갖추고 분리되어 있다.
천상계의 존재라는 사실만으로 지상계에 대한 다스림이 정당화되며, 천상계의 존재가 지
상계에 다녀갈 수는 있지만 지상계의 인물이 천상계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천군전」에서 천상계의 존재는 성리학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환인이
환웅을 지상계로 내려보내며 천부인 3개를 주었던 것처럼, 건원제는 왕자 천군을 내려보
내며 “인(仁)·의(義)의 집과, 예(禮)·지(智)의 보배”221)를 주는데 이는 물론 맹자의 4덕이다.
그리고 천군이 지상계를 다스리며 타락과 퇴위의 굴곡을 겪지만 결국 회복하여 천상계로
돌아가는 회귀적 구성은, 인간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마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성리학적 세계관·인간관을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222)
이는 「천군전」이 성리학적 가치관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었다는 데에서 뒷받
침된다. 저자 김우옹은 조선 중기 성리학의 거두인 남명 조식의 제자이자 외손서로, 스승
의 명령에 따라 이 작품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223) 「천군전」의 구도는 조식의 「신
219) 김우옹 「천군전」 이후, 임제 「수성지」, 황중윤 「천군기」, 정태제 「천군연의」, 임영 「의승기」, 이옥
「남령전」, 정기화 「천군연의」, 유치구 「천군실록」 등의 천군소설 계통의 작품이 이어졌다. (최천집,
「「천군전」의 심성론적 성격과 의미」, 『동방학』 15,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8, 9면.)
220) 김우옹, 「천군전」, 『한국의 가전문학 上』, 앞의 책, 92-100면 요약.
221) 위의 글, 93면.
222) 최천집, 앞의 글, 23-24면.
223) 위의 글,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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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도」를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다. 「신명사도」는 인간의 마음을 임금 ‘태일군’이 다스리
는 ‘신명의 집’이라는 국가로, 그리고 심성 수양을 성 안팎의 전쟁으로 비유한 그림이
다.224) 조식은 이 그림을 통해 경(敬)·의(義)를 중요시하는 자신의 심성론을 표현하려 했는
데, ‘경’은 내적 수양의 자세이며 ‘의’는 외적 행동의 방식을 말한다.225) 김우옹은 그러한
스승의 학문적 요체를 계승하며 재해석하여 천군을 보필하는 ‘태재 경’과 ‘백규 의’라는
두 인물로 형상화한 것이다.
「천군전」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 공간, 사건은 모두 성리학적 가치체계의 직접적 치환에
지나지 않는다. 인물의 이름은 그 인물이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보여주며, 각 인물의 개별
적 성격이나 특성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인간으로 그려지지만 이 인물들은 살아
움직이지 않으며, ‘마음’, ‘공경’, ‘옳음’ 등의 가치를 지시하는 텅 빈 기호로 기능한다. 이
는 알레고리가 어떻게 이데올로기에 충실히 복무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의인이라는 위
장하기 좋은 도구를 일단 자기 몸에 걸치게 되면 (…) 자신도 모르게 사대부 특유의 사리
판단에 따른 시비 분별의 지성이 잠깐 고개를 들어 객체에 대한 교훈 및 나아가 풍자의
태도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226)하다는 김창룡의 지적은 이를 가리킨다. 이때 알
레고리는 기존에 확립된 가치체계를 ‘위장’하는 당의(糖衣)와 같은 것이며, 이를 통해 가
치체계는 더욱 강화된다. 그러므로 “가전문학 전체를 통한 그 어느 곳에서도 〈홍길동전〉·
〈허생전〉·〈춘향전〉 등과 같이 사회·경제·정치·윤리 등 기존질서 체재에 대한 정면적인 반
격을 나타낸 저항성은 전무227)”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점에서 가전이 활용하고
있는 알레고리화 방식은 존 도미니크 크로산이 말한 ‘교훈담(apologue)’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천군전」이 가전 장르의 일반적 작품들과 변별되는 서사성, 소설성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어 왔다. 김선현은 ‘천군’이라는 인물이 “방황의 질곡을 가진 내면적 갈등을 겪는 인물”
이라는 점에서 가전의 인물들과 구별되는 소설적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천군전」의
사건 전개는 가전의 편철적인 전개가 아닌 소설의 인과적 전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228) ‘천군’이 보이는 ‘내면적 갈등’ 역시 인간의 심리적 갈등이라기보다 ‘마음’에
대한 성리학적 이해를 그대로 사물화하여 제시한 것에 가깝다는 점에서 전자의 지적은 다
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후자의 지적은 유의하여 볼 만하다. 이민희 또한 「국순전」, 「수성
지」와 비교하며 「천군전」의 서사성을 지적한 바 있다.229) 가전은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는
224) 윤주필, 「우언과 성리학-조선전기 철학담론으로서의 우언문학사」, 『퇴계학논집』 7, 영남퇴계학연구
원, 2010, 145면.
225) 『주역』에서는 ‘敬以直內 義以方外(경으로써 안을 곧게 하고 의로써 밖을 반듯하게 한다)’라고 말했
으며, 조식은 이를 받아들여 ‘內明者敬 外斷者義(안으로 밝히는 것은 경이요 밖으로 결단하는 것은
의다)’라고 썼다. (김선현, 「가전과 소설의 장르복합으로 본 <천군전>」, 『한국어와 문화』 11, 숙명여
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2, 16면.)
226) 김창룡, 앞의 책, 36면.
227) 김창룡, 앞의 책, 237면.
228) 김선현, 앞의 글, 18-19면.
229) 이민희, 「「천군전」 장르 규정 및 명명에 관한 제언」, 『문학교육학』 42,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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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행적을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그려낼 뿐이지만, 「천군전」은 선인과 악인의 대결 구
도를 통해 인과적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서사성이 더 부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군
전」은 주제적으로는 여전히 ‘천도 구현’이라는 성리학적 가치 체계를 강고히 하는 교술의
성격이 남아 있다. 그러나 「천군전」이 가진 서사적 성격은 이를 이어 받은 천군소설 「수
성지」(1580)에서 더욱 강화되어 성리학적 가치관에 대한 아이러니적 이탈에까지 나아가기
도 한다. 이 점에서 「천군전」의 ‘이야기’적인 측면이 가진 잠재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4. 육화를 통한 전복의 우화-「토끼전」

신화에서 가전으로 이어진 한국 알레고리 서사의 계보는 조선후기 우화소설에 닿는다.
‘우화’라는 용어는 때로는 알레고리와 같은 뜻으로, 때로는 알레고리보다 저급한 양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비유적인 글쓰기 방법을 사용한 서사 일반을 우화라고
통칭하거나, 혹은 동물을 인격화한 단순한 구조의 비유담을 ‘알레고리에 이르지 못하고 우
화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는 식으로 말이다. 본고는 우화를 알레고리와 동의어로 혹은 알레
고리와 대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알레고리 표현법을 사용한 것 중에서도 특히 인간 생활
을 동물 이야기에 빗대어 교훈을 주는 짧은 이야기의 양식을 가리키는 알레고리의 하위
양식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알레고리 서사의 계보에 조선후기 우화소설을 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된다. 다만 일반 양식으로서의 ‘우화’와 조선후기의 역사적 장르로서
의 ‘우화소설’은 구분하는 편이 좋겠다.
우화(fable)는 인간의 삶을 동물에 빗댄 단순한 형태의 알레고리 양식이다. 우화에서 동
물은 인간처럼 행동하고 말하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는 작품 속에서 설
명되지 않는다. 어떤 특별한 계기에 의해 인간이 동물이 되거나 혹은 동물이 인간이 되는
종류의 이야기(변신담)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동물을 묘사한다 하더라도 우화라고 하지 않
는다. 우화는 동물 종과 인간 유형이 갖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인간을 동물에 빗대어 표현
하는 것으로, 우화의 등장인물(동물)은 동물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중간 형태로 그려진다.
일반 양식으로서의 우화는 문자화된 것뿐 아니라 구비 전승되는 설화까지 포함한다. 작가
가 불분명한 옛날 이야기 속의 우화부터 전승된 우화를 모아 정리한 라 퐁텐의 『이솝 우
화』, 개인이 창안한 우화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나아가 「주토피아」와 같은 동물 애
니메이션들도 현대적인 형태의 우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조선후기 우화소설은 우화의 내용이 비교적 소설화되어 정착된 것이지만, 작가가 밝혀
지지 않은 여러 이본이 공존하는 설화적 측면도 여전히 남아 있는 장르다.230) 민찬은 우
화에서 소설로 이행하는 중간적 단계로 우화소설을 배치했으나, 본고는 알레고리의 하위
양식인 우화가 역사화되어 나타난 실례로서 우화소설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우화와 우화소설의 차이를 논하기 보다는, 우화의 일반적인 특성을 수용하는 가운데 우화
230) 민찬, 『조선후기 우화소설 연구』, 태학사, 199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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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이 가지는 역사적 위치와 개별성에도 주목할 것이다.
「토끼전」, 「장끼전」, 「서동지전」 등 조선후기 우화소설들은 구비 전승되던 우화들을 기
록한 것이다. 이들은 풍자성이나 도덕적인 주제의식과 같은 일반적인 우화의 특성과 동시
에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231)라는 기록 당시의 시대적 특성을 함께 가진다. 이는 곧
“봉건적 계급질서가 일정하게 붕괴되어가”며 “새로운 경제 구조 속에서 부를 축적하거나
상실한 새로운 계층들”232)이 생겨난 시대를 말한다. 이러한 시대 특성은 우화소설 속 동
물들의 관계망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전 시대의 알레고리 서사들과 달리 전복적 세계관으
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의인문학으로 함께 묶이곤 하는 우화소설과 가전을 비교하고 넘어가야겠다. 손쉽게 ‘의
인법’이라 이야기되곤 하지만 가전과 우화소설이 택하고 있는 서사화의 방식은 서로 반대
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가전이 ‘의인화(擬人化)’한다면 우화소설은 ‘의물화(擬物化)’한다.
가전은 사물을 인간처럼 그리는 알레고리 양식으로, 여기서 표층 서사는 인간이며 심층
서사는 사물이다. 가전은 사물의 특성을 보다 가까운 대상인 인간의 삶으로 빗대어 표현
함으로써,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든다. 가전의 표층에 나타나는 인간의 삶은 얇고 투명하
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손쉽게 심층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만든다. 반면 우화소설은
인간을 동물처럼 그리는 것으로, 표층 서사는 동물, 심층 서사는 인간이다. 인간의 삶을
보다 먼 대상인 동물 이야기로 바꾸어 말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서 오는 낯섦
이 표층에서 심층으로의 침투를 오히려 거스를 수 있다.
또한 내용적인 면에서도, 가전은 사물(혹은 동물)의 고정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그것의
정적인 배치와 양태를 그린다면, 우화소설은 동물과 동물의 관계에 주목하여 그들간의 갈
등과 협력 등의 동적인 행동을 그린다. 가전이 바탕하고 있는 시대는 공통된 이데올로기
가 작가와 독자를 함께 묶고 있는 시대로서, 독자는 작품을 읽지 않고서도 그 결말과 주
제를 익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전에서는 서사의 기승전결이나 긴장이 크게 중요
하지 않으며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우화소설은 “동물들 사이에 그들이 지닌 바 힘
의 논리를 기초로 한 상호우열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세계상의 동태적 측면을 부각”233)하는
데, 이는 한 시대를 공통되게 묶을 수 있는 단일 이데올로기가 해체되는 시대의 이행기적
특성이 잘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우화소설 중에서도 「토끼전」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토끼전」은
60여 편 이상의 이본이 발견될 정도로 당대 많이 유통된 우화소설이었으며, 연구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대표작이다.234) 이본별로 차이가 있지만, 「京
板 토젼」을 기반으로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북해 용왕이 토끼의 간을 먹어
야만 나을 수 있는 병에 걸려, 토끼의 간을 얻기 위해 자라인 별주부가 육지로 올라간다.
231)
232)
233)
234)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책,
책,
책,
책,

9면.
10면.
9면.
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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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주부는 토끼에게 수궁의 아름다움과 육지의 위험함을 말해 유혹하고, 토끼는 별주부를
따라 수궁으로 간다. 용왕이 토끼에게 간을 달라고 하자, 토끼는 간을 육지에 두고 왔으니
올라가서 다시 가지고 오겠다고 용왕을 속인다. 뭍에 닿자마자 토끼는 곧장 도망치다가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 위기에 처하나, 자신을 파리 알로 뒤덮어 썩은 것처럼 꾸미는 기지
를 발휘하여 벗어난다. 토끼를 놓친 자라는 글을 남기고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죽는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수궁의 신하들은 토끼 족속을 멸할 방도를 논의하지만, 용왕은 자신이 천
명(天命)을 모르고 토끼를 원한 것이 옳지 않았다고 하며 죽음을 맞이한다.
「토끼전」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구토설화’에서 기원하며, ‘구토설화’는 또한 인도의
‘본생설화’나 중국의 ‘불전설화’와 영향 관계가 있었음이 논의된 바 있다. 이는 「토끼전」을
비롯하여 네 종류의 서사가 모두 수중 생물이 육지 생물의 간(또는 심장)을 필요로 하여
유인하지만, 육지 생물은 간(심장)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속여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동일
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진오가 지적했듯, 「토끼전」과 이들 기원 설화들은
육지 생물의 간(심장)을 필요로 한 수중 생물이 누구냐는 것에서 차이가 나며, 이 차이는
「토끼전」이 기록된 시대의 주제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235) ‘본생설화’에서는 악어의 아내
가 원숭이의 간(심장)을 먹고 싶어해서, ‘불전설화’에서는 자라의 아내가 병을 얻어서 악어
(또는 자라)가 원숭이를 유인한다.236) 비교적 「토끼전」의 형태와 유사해진 ‘구토설화’에서
는 용왕의 딸이 병을 얻어서 거북이가 토끼를 유인한다.237) 기존 설화들에서는 아내 또는
딸이 육지 생물의 간(심장)을 필요로 한 것으로 설명되는 반면, 「토끼전」은 용왕 자신의
득병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용왕이 토끼의 간을 요구하는 명목은
“너는 조고만 즘이오 나는 슈궁왕”238)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선 설화들이 부처의
전생으로서의 원숭이, 또는 김춘추가 깨우침을 얻을 만한 지략을 가진 토끼에 초점을 맞
춘 것이라면, 「토끼전」은 토끼와 용왕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관계란 충(忠), 그것
도 이미 낡아버린 중세봉건시대의 충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토끼전」의 공간적 구도를 짚어보는 편이 좋겠다. 「토끼전」은 ‘용궁/육지’
의 대립 구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용이 임금을 상징하는 전통에 근거해 볼 때 이는 앞서
살펴본 ‘단군신화’, 「천군전」으로 이어지는 ‘천상/지상’의 대립 구도의 한 변형태로 볼 수
있다. 용왕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자인 별주부가 육지로 이동해 그 위계로 육지의 존재
를 다스리려(수탈하려)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토끼전」의 구도는 앞선 ‘천상/지상’ 대립
의 세계관과 동일한 궤에 놓인다. 이와 관련하여,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누가 육지로
나갈 것인가를 논하는 어전회의에서 다른 신하들이 쉽게 나서지 못할 때 별주부만이 나서
235) 이진오, 「토끼전에서 용왕의 등장과 배치가 갖는 의미」, 『판소리연구』 36, 판소리학회, 2013, 520
면.
236) 위의 글, 512-513면.
237) 김부식, 『삼국사기(하)』, 이병도 역, 을유문화사, 1983, 285-287; 291-292면. (정충권, 「『삼국사
기』 김유신조 <구토지설>의 독법과 맥락」, 『한국문학논총』 52, 한국문학회, 2009, 7-10면에서 재인
용.)
238) 작자 미상, 「京板 토젼」, 『조선후기 우화소설선』, 유영대·신해진 편, 태학사, 1998, 145면.

- 111 -

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그의 충의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수궁 내에서 가진 낮은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단군 신화’에서 환웅
이 환인의 서자(庶子; 여러째 아들)로 설정되고 있음과 유사하다. 지상세계에 대한 환웅의
권위가 오로지 환인에게서 비롯한 것처럼, 자라가 육지에 올라가는 것도 용왕의 권한을
입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천상/지상’의 분명한 위계는 보이지 않는다. 자라의 말은 토끼에게
위엄을 갖지 못하며, 이 때문에 자라는 위계에 따른 명령이 아닌 속임과 유혹으로 토끼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토끼전」의 ‘천/지’ 구도가 신화, 가전의 ‘천/지’ 구도와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은 지상계의 존재가 천상계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천상계와 지상계는
철저히 분리된 세계로서, 천상계의 존재만이 위엄을 가지고 지상계에 잠시 다녀갈 수 있
었다. 그러나 토생전에서 지상계의 존재인 토끼는 천상계에서 온 자라와 함께 직접 용궁
이라는 천상계에 이르고, 천제에 해당하는 용왕과 대면하여 대화하기도 한다. 용왕은 이미
낡아버린 충을 내세우며 토끼에게 간을 요구하지만, 토끼는 겉으로는 충을 말하면서도 속
으로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모략을 꾸밀 뿐이다. 더 이상 천상계와 지상계는 철저하게
분리된 세계가 아니며, 뚜렷한 상-하 위계를 가진 세계도 아니다. 두 세계는 서로를 넘나
들고 엎치락뒤치락 대립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심지어는 천상계가 오히려 지상계보다 더
아래인 수중에 위치하는 전도된 관계를 보인다. 용왕이 병들어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 점
도 용왕을 비롯한 천상계가 몰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토끼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천/지’ 구도의 전복은 물론 시대를 반영한 것이지만, 이
작품을 형성하고 있는 우화소설이라는 알레고리의 양식적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토끼
전」의 공간을 이루는 ‘용궁/육지’(‘천상/지상’)가 분명히 분리되지 않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듯이, 「토끼전」의 심층 서사와 표층 서사도 철저히 분리되지 않는다. 앞서 보았던 ‘단군
신화’와 「천군전」은 모두 심층 서사와 표층 서사의 분리에 기반하며,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위해 철저히 복무한다. ‘단군 신화’는 표층 서사가 심층 서사를 은폐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천군전」은 표층 서사가 스스로 투명해지면서 심층 서사를 드러내는 식이다. 반
면 「토끼전」은 심층 서사를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표층 서사가 섬세하고 선명해지면서
그것이 오히려 심층 서사를 변형시키고 있는 듯하다.
「토끼전」의 표층 서사가 가지는 특성은 특히 인물 설정에서 잘 나타난다. 「토끼전」의
인물들은 피와 살을 가진 '신체'로, 또한 인간이 아닌 동물이라는 '이종(異種)'으로 그려진
다. 알레고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표층 서사의 설정은 심층 서사를 '잘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는 불필요할 만큼 섬세하다. 이러한 설정들은 독자(청자)가 이야기의 심층을
향해 손쉽게 미끄러져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표면적인 서사 층위에 머무르게 한다. 이본
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구연자(기록자)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덧붙이고 세밀화하면서 심층 서사를 지연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이야
기의 풍성함만이 아니라 주제 또한 달라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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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토끼전」과 ‘효자할고설화’를 비교해보자. ‘효자할고설
화’는 병든 부모에게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 먹인 효자 이야기로, 『삼국사기』, 『삼국
유사』 등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있으며 『삼강행실도』에도 등장한다.239) 충과 효라는 점
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군부일체(君父一體)임을 고려한다면, 두 서사는 자신의 신
체를 절단하여 임금(부모)에게 바쳐야 한다는 유사한 상황의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다. 그
러나 그 상황을 대하는 토끼와 효자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효자는 당연한 일을 하듯 망
설임 없이 자기 다리 살을 베어내지만, 토끼는 기지를 발휘해 그 상황을 모면한다.
‘효자할고설화’는 효라는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드러내기 위한 간략한 상황 설정만이 제
시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 사람 누구가 부모가 병이 들어 자기 다릿살을 베어 드려
부모의 병이 나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살을 끊
어내는 일의 끔찍함이나 고통은 이야기에서 언급되지 않으며, 독자(청자) 또한 자연스럽게
지극한 효성에 주목하게 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수백 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로 설화가 변주되어 기록되었지만, 이는 항상 ‘효행담’일뿐 잔혹한 이야기로는 여겨
지지 않았다. 이에 비해 「토끼전」은 그 길이가 훨씬 길어진 만큼 상세한 상황 설정이 서
술되고 있는데, 그 중 토끼의 신체가 유심히 관찰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할 만하다.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말을 용왕이 믿지 않자 토끼는 “다리 이의 굼기{구멍이} 세히 이셔
한 굼근 변(大便)을 보옵고, 한 굼근 소변(小便)을 통고, 한 굼근 간을 츌입”한다고 해
명하는데, 용왕은 그 세 구멍을 눈으로 확인한 후 토끼의 말을 믿기 시작한다. 토끼가 말
한 세 번째 구멍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용왕과
함께 토끼의 가장 내밀한 신체 부분까지 클로즈업하여 보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토끼는
어떤 관념 덩어리도, 비유를 담는 투명한 그릇도 아닌, 피와 살을 가진 신체가 된다. 설화
속 효자에게는 신체가 없었고, ‘효’를 의미하는 다릿살을 고통 없이 분리하여 부모에게 바
칠 수 있었다. 그러나 토끼의 간은 ‘충’을 의미하는 기호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장기이
며, 그 간을 떼어내는 일은 배를 가르고 피를 흘려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잔혹하다. 그러므
로 아무리 충효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는 독자(청자)라도 토끼에게 간을 요구하는 용왕을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토끼전」의 동물들이 인간의 삶을 비유하는 것이면서도 또한 여전히 동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우화의 세계는 인간 세계를 동물 세계로 대치한
것이므로 이야기 속에 인간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끼전」을 비롯한 우화소설의 세
계에는 인간이 등장하거나 혹은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다. 「장끼전」의 장끼는 인간이 놓은
덫에 걸리며, 「서동지전」의 서대주(쥐)는 인간이 감춰둔 음식을 훔쳐 먹는 것이 생업이다.
「토끼전」에서 자라는 육지에 포수가 있어 위험하다는 말로 토끼를 유혹하며, 실제로 토끼
는 수궁의 위기로부터 도망치다가 포수의 덫에 걸리기도 한다. 심지어는 용왕조차도 어릴
적에 어부의 낚시에 걸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된다. 더불어 이 동물들에게는
239) 윤호진, 「『효행록』과 효행설화」, 『한문학보』 7, 우리한문학회, 2002, 46-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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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을 비유하기에 불필요한 동물적 속성들도 함께 그려진다. 이를테면 자라가 토끼
의 화상(畵像)을 받아들고 육지로 출발하려는 장면에서, 자라는 “품안의 품 들 압셥히
읍셔 품지도 못고 고롬 읍셔 달 수 읍고 쥬먼이 읍셔 늘 수 읍”240)기 때문에 긴 목을
쭉 빼어 화상을 얹고 길을 나선다. 이 점에서도 「토끼전」의 동물들은 단지 인간의 삶을
비유하기 위해 마련된 텅 빈 기호가 아니며, 표층 서사와 심층 서사는 엄격히 분리되지
않은 채 뒤섞이고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오래도록 인간과 결합되어 왔다.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이러해야 한다는
가치 체계는 문화권 내에서 오래도록 내면화되어, 독자(청자)는 그 가치 체계 내에서 이야
기를 읽고 듣는다. 그러나 이야기의 인물이 인간이 아니라면? 우화의 동물들이 인간이 아
닌 정말 동물이라면, 그들에게는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쉬이 결합되지 않는다. 독자(청자)
는 인간이 아닌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면화되어 있던 이데올로기를 자신과 분리하
여 놓고 관찰하며 낯설게 여기게 된다. 가전이 낯선 사물을 인간화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
게 만들었다면, 우화소설은 인간을 낯선 동물로 바꿈으로써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를 통
해 표층 서사로부터 심층 서사로 이어지는 매끄러운 흐름은 지연되며, 표층 서사는 심층
서사에 의심을 품게 하고 심층 서사를 변형시킨다.
관념이 육화(肉化)된 ‘신체’를 가진 ‘이종’ 인물을 통해 관념을 낯설게 보게 함으로써,
「토끼전」은 지상계가 천상계를 전복하는 새로운 ‘천상/지상’의 구도를 만든다. 다만 이 전
복은 이야기 속에서 일회적인 것에 그치며, 용왕은 죽지만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에 의해
지상계에 대한 천상계의 지배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조선후기 우화소설은 당대 문제된
부조리함에 대해서는 고양된 비판의식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부르짖는
데까지는 문제의식이 진전되지 못했다”241)는 민찬의 지적 또한 이와 연결된다. 조선후기
우화소설은 우화(fable)이면서, 존 도미니크 크로산이 말한 “세계를 전복”하는 비유
(parabl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크로산은 “비유는 세계를 전복”하지만 “비유 안에
서만 살 수는 없다”고 말한다.242) “비유는 신화의 한계를 폭로하고, 세계를 산산이 부수어
신화의 상대성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이야기”이며 “신화를 다른 신화로 교
체하려고 하”는 반신화(antimyth)와는 다르다는 것이다.243) 그러나 단 한 차례의 전복일
지라도, 한번 낯설게 보았던 세계관을 이전처럼 맹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부서지기
시작한 ‘천상/지상’이라는 신화의 세계관은 또 다른 변주를 통한 파괴를 예비하고 있다.

5. 패러디를 통한 파괴의 반신화-신채호 「용과 용의 대격전」

240) 가람본 별토가, 8뒤-9앞. (김동건, 「토끼전의 인물 형상과 개방성」, 『판소리연구』 20, 판소리학회,
2005, 145면에서 재인용.)
241) 민찬, 앞의 책, 309면.
242) 존 도미닉 크로산, 앞의 책, 69면.
243) 위의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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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가전, 우화소설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신채호의 소설이 가지는 위치를 살펴 볼 필
요가 있다. 신채호는 문학가이기 이전에 정치사상가이며 역사가라고 이야기된다. 수많은
논설244)을 발표한 그이니만큼 사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말하기’에 그치지 않고 ‘다르게
말하기’로서 ‘소설’을 창작한 점은 유의하여 볼 만하다. 특히 그의 대표작 「꿈하늘」(1916)
과 「용과 용의 대격전」(1928)이 알레고리적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신채호는
「근일 국문쇼셜을 져슐 쟈의 주의일」(1908)이라는 글에서 고명하고 정직한 선비의
가르침보다 국문소설이 국민을 감화하여 인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 바 있
다.245) 이는 논설가인 그가 소설을 창작한 것이 ‘다르게 말하기’ 즉 알레고리를 통한 교화
의 의도였음을 보여준다.
신채호가 소설을 창작한 시기는 이광수가 「무정」(1917)을 발표한 때를 전후한, 근대적
인 창작법이 활발하게 수용되고 있던 때다. 그러나 신채호의 소설들은 그 ‘새로운’ 조류와
는 사뭇 다른 전통적 글쓰기를 시도하한다. 신채호의 소설과 고소설의 관계는 일찍이 정
학성, 박희병, 민찬 등이 지적해온 바 있다. 정학성은 신채호 「꿈하늘」을 몽유록 전통을
따르는 개화기 몽유록이라 말했으며,246) 박희병은 신채호 소설이 조선후기 야담문학이나
판소리 등 구문학(舊文學)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보았다.247) 민찬은 신채호의 「용과 용의
대격전」이 조선후기 우화 「별주부전」의 공간구도를 계승하였으며, 심성소설의 이념을 의
인화한 인물 설정 등을 따르고 있다고 보았는데,248) 필자는 이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
면서도 개별 작품들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로만 본 점, 그리고 내용적인 유사성에만 집중한
점에는 아쉬움을 표하고 싶다. 본 논문은 신채호의 「용과 용의 대격전」이 ‘단군 신화’,
「천군전」, 「토끼전」으로 이어진 ‘천상계/지상계’의 모티프를 어떻게 계승하면서도 변주하
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채호가 1928년에 창작한 단편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은 미발표 유고로 남겨져 있다
가, 1966년 북한에서 간행한 『룡과 룡의 대격전』(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으로 처음 출
간되었다. 천궁(天宮)의 상제(上帝)가 동양 용 ‘미리’를 통해 지국(地國)의 민중을 수탈해왔
는데, 서양 용 ‘드래곤’의 등장으로 민중이 혁명을 일으켜 천궁이 무너지고 만다는 줄거
리249)의 이 소설은 현대 독자의 시각에서 매우 낯설다. 그리고 이광수가 「무정」을 『매일
244) 신채호, 금협산인, 검심 등의 기명으로 발표한 논설이 90편이며, 무기명이지만 문체와 사상으로 보
아 신채호가 쓴 글로 인정되는 논설이 48편 있다.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재 신채호 전집』
의 목차 참조.)
245) 신채호, 「근일 국문쇼셜을 져슐 쟈의 주의일」, 『대한일신보』, 1908.7.8. (신채호, 『단재 신
채호 전집』 6,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2008, p.272
영인본 재인용.) 무기명으로 발표된 논설이지만, 전집편찬위원회에서 신채호의 글로 판단한 것을 따른
다. 이하 인용한 신채호의 다른 논설도 이와 같다.
246) 정학성, 「몽유담의 우의적 전통과 개화기 몽유록」,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247) 박희병, 「신채호의 근대민족문학」,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248) 민찬, 「단재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의 내용 및 형식」, 『어문연구』 48, 어문연구학회, 2005.
249) 「용과 용의 대격전」은 10장 구성으로 되어있으며, 각 장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1. 미리님의 나리심 / 2. 천궁(天宮)의 태평연(太平宴), 반역에 대한 걱정 / 3. 미리님이 안출한 민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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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에 연재한 것이 1917년이었으며, 김동인이 「감자」를 『조선문단』에 발표한 것이
1925년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이 소설은 당대 발표된 다른 소설들과도 그 결이 상당히 다
르다. 앞서 언급했듯, 근대적인 글쓰기 양식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새롭게 고안해내는 데
골몰했던 이광수 필두의 당대 문학가들과 달리, 신채호의 소설은 그 내용 면에서나 형식
면에서나 전통적 글쓰기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승을 전통주의나 국수주의로 볼 수는 없다. 신채호는 성균관에서 구학
문인 성리학을 공부했으나, “황성신문 및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누구
보다도 앞서서 근대적 민족국가의 건설을 꿈꾸었던 진보적 인물”이기도 했다.250) 그의 경
력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소설 속에서 그가 동양 용인 ‘미리’가 서양 용인 ‘드래곤’에 패배
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전통주의자로 그를 볼 수 없음을 증명한다. 전통에
대한 그의 양가적인 태도는 「녯글을 수습거시 필요」(1908)을 통해 해명될 수 있다.
그는 “외국 풍쇽만 슝샹며 인물도 오직 외국인물을 존슝면 부지간에 외국에 붓치
노례가”251) 될 뿐이라고 말하는데, 사상의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계는 그의 다른 글
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어서 그는 이전 시대의 책들을 버리지 말고 수습하여야
한다고 한다고 말하며 이 책들이 “고 몃쳔년이로 국민의 션조와 션현의 샹과 심혈이
모도와 밋친바ㅣ라 국민의졍신도 이에셔 볼거시오 국민의 셩질도 이에셔 증험 거시며
그괴에 산쳔 인물 풍쇽 졍치의 변혁된 라ㅣ력도 이 쟈뢰야 알”252)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전통 속에서 ‘산천 인물 풍속 정치의 변혁된 내력’을 볼 수
있다고 말한 점이다. 이는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거나 혹은 전통을 배격하고 근대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주장이 아닌, 전통 내에서 그 변혁의 단초를 찾음으로써 전통
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포부로 읽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이전 시대의 신화, 가전, 우화의 계보 속에서 「용과 용의 대격전」을 논할 필
요가 있다. 「용과 용의 대격전」은 이 계보를 따라 흐르는 ‘천/지’의 대립 구도를 비롯하여
‘상제(천제, 환인, 건원제)’, ‘용(용왕)’과 같은 모티프들을 이어받고 있지만, 이를 재해석하
여 뒤집는 소설이다. 그리고 그 전복의 실마리는 앞서 보았듯 계보 속에서 이미 발견되어
왔다. 이는 「토생전」과 같은 우화 소설에서 발견되는 전복의 가능성이다.
‘단군 신화’를 통해 창조된 신화의 세계관, 천상의 존재에게 통치권을 부여받은 존재가
하강하여 지상을 다스린 후 천상으로 돌아간다는 세계관은 가전과 우화를 거쳐 「용과 용
의 대격전」에도 이어진다. 다만 가전, 우화에서 신화의 세계관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면

압책 / 4. 부활할 수 없도록 참사한 예수 / 5. 미리와 드래곤의 동생이성(同生異性) / 6. 지국의 건
설과 천국의 공황(恐惶) / 7. 미리의 출전과 상제의 우려 / 8. 천궁의 대란, 상제의 비거(飛去) / 9.
천사의 행걸(行乞)과 도사의 신점(神占) / 10. ×××
250) 민찬, 앞의 글, p.353.
251) 신채호, 「녯글을 수습거시 필요」, 『대한일신보』, 1908.6.14. (『단재 신채호 전집』 6, 앞의
책, p.269 영인본 재인용.)
252) 신채호, 「녯글을 수습거시 필요 (쇽)」, 『대한일신보』, 1908.6.16. (『단재 신채호 전집』 6,
앞의 책, p.270 영인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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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의 경우는 이 세계관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이 다를 것이다. 캐서린 흄
(Kathryn Hume)은 신화적 환상을 차용하는 현대 소설에 대해 “리얼리티에 이러한 신화
적 첨가를 하게 되면 단지 환상을 창조하는 것 이상의 반향을 가져올 수 있다”253)고 설명
한 바 있다. “우리가 환상의 전통에 보다 많이 노출될수록, 환상은 우리에게 더욱 쉽게
작용한다”254)는 것이다. 「용과 용의 대격전」이 신화적 세계관을 채택하여 알레고리화한
것도 그 환상이 가지는 전통을 이용하여 독자의 무의식에 보다 쉽게 작용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신화는 주제 전달을 위한 형식적 보충물만이 아니라 주제
그 자체로 봐야 한다.
알레고리는 뮈토스(서사)와 디아노이아(주제), 혹은 표층 서사와 심층 서사라는 두 개의
층위를 갖는다. 알레고리 문학에서 뮈토스와 디아노이아는 일반적으로 유사성에 따라, 그
리고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앞서 보았듯 장르에 따라 이 연결은 심층을 드러내기도 또는
은폐하기도 했다. ‘단군 신화’의 표층 서사는 심층 서사를 은폐하고, 「천군전」의 표층 서
사는 심층 서사를 강화하며, 이 두 경우는 모두 표층과 심층의 분리를 가정한다. 그러나
「토끼전」은 두 층위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뮈토스가 디아노이아를 변화시켰다. 기존의
신화적 가치체계가 토끼와 간으로 육화(肉化)됨으로써, 피와 살을 가진 신체가 콘크리트처
럼 굳어있는 세계관을 뒤흔드는 것이다.
「용과 용의 대격전」 또한 「토끼전」과 같이 뮈토스와 디아노이아가 분리되지 않는다.
「토생전」에서 뮈토스와 디아노이아가 영향 관계로 결합되어 있었다면, 「용과 용의 대격
전」의 경우는 동일 관계로 결합된다. 「용과 용의 대격전」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무정부
주의를 주장하기 위한 우화’라는 것이었다. 이 소설이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것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주장하기 위한 우화’라는 지점은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무정
부주의’라는 디아노이아와 ‘우화’로서의 뮈토스의 분리를 전제한다. 이 말에 따르면 이 소
설에 나타난 상제, 미리, 드래곤은 곧 지배층과 민중을 지시하는 텅 빈 기호로, 오직 ‘무
정부주의’라는 디아노이아에 복무할 뿐이다. 이는 이를테면 가전에 가까운 방식이다. 그러
나 이 소설에서 상제, 미리, 드래곤 그리고 ‘천/지’의 세계관은 텅 빈 기호일 수 없다. 이
는 이들 뮈토스의 층위가 곧 신채호가 이 소설을 통해 전복하고 나아가 파괴하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전 시대의 오랜 전통에 따라 ‘상제’와 ‘용’은 그 자체로 꽉 찬 기호, 즉 ‘상징’이 되었
다. 이제 그 연결은 자의적이기보다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이 ‘상제’와 ‘용’의
‘천궁’을 파괴하는 것은, 단지 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정부, 국가, 지배층을 파괴하는 것
이 아니다. 이는 민족의 성립으로부터 수천 년을 지속해 온 신화를 파괴하는 것이다. 상징
에 달라붙어있던 모든 의미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채호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효과적 도구로 이들을, 그리고 알레고리를 택한 것이 아니다. 신화를 패러디함으로써
253) 캐스린 흄,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p.152.
254) 위의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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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화를 직접 파괴하는 것이 「용과 용의 대격전」의 알레고리적 의도였으며, 이 점에서
이 소설은 ‘반(反)신화(antimyth)’다.

지국(地國) 민중들이 예수를 죽인 뒤 미구(未久)에 공자·석가·마호메트……등
종교·도덕가 등을 때려죽이고, 정치·법률·학교·교과서 등 모든 지배자의 권리를
옹호한 서적을 불지르고, 교당(敎堂)·정부·관청·공해·은행·회사……등 건물을 파
괴하고, 과거의 사회제도를 일체 부인하고, 지상의 만물은 민중의 공유임을 선
언하였다.255)

위 인용문은 소설 속에서 “드래곤이 왔다. 이제는 천국의 말일이다.”라는 예언에 따라
일어난 지국의 민중들이 모든 종류의 지배 체제를 파괴하는 장면이다. 이는 무정부주의적
폭력 혁명의 색채를 띤다. 이는 그가 의열단의 이념을 천명한 「조선혁명선언」(1923)에서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라며 “폭력·암살·파괴·폭동”256)을 통한 혁명을 주장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신채호는 항상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한다. 현재 눈에
보이는 일본 제국이나 지배층, 정부와 국가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오랜 시간동
안 그들을 노예화시켜 온 사상의 신화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제와 상제 이하 내
지 인세(人世)의 지배계급의 세력은 모두 민중의 시인(是認)으로 존재한 것인즉 민중이 만
일 철저히 부인만 하면 모든 세력이 추풍의 낙엽이 되리라”257)는 드래곤의 선동, 그리고
이와 꼭 같은 목소리로 “저들의 세력은 우리 대다수 민중의 용허에 이하여 존재하는 것인
즉, 우리 대다수 민중이 부인하며 파괴하는 날이 곧 저들이 그 존재를 잃는 날”258)이라고
외치는 신채호의 선언은 사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 신화를 스스로 깨트려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왜 우리 민중이 피와 고기가 아니면 굶어 뒈질 강도들을 박멸하지 못하고
도리오 그놈들에게 박멸을 당하느냐? / 저들의 군대 까닭일까? 경찰 까닭일
까? 군함·비행기·대포·장총·장갑차·독가스 등 흉참한 무기 까닭일까? / 아니다.
이는 그 결과요, 원인이 아니다.
저들은 역사적으로 발달 성장하여 온 누천 년(累千年)이나 묵은 괴(怪)동물
들이다. 이 괴동물들이 맨처음에 교활하게 자유·평등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 민
중을 속이어 지배자의 지위를 얻어 가지고, 그 약탈행위를 조직적으로 백주(白
晝)에 행하려는 소위 정치를 만들며, 약탈의 소득을 분배하려는 곧 ‘인육분장
소’인 소위 정부를 두며, 그리고 영원 무궁히 그 지위를 누리려 하여 반항하려
는 민중을 제재하는 소위 법률·형법 등 부어터진 조문(條文)을 제정하며, 민중
의 노예적 복종을 시키려는 명분·논리 등 민동이 같은 도덕률을 조작하였
255)
256)
257)
258)

신채호,
신채호,
신채호,
신채호,

「용과 용의 대격전」, 『백세 노승의 미인담(외)』, 범우, 2004, p.223.
「조선혁명선언」, 각주 보충.
「용과 용의 대격전」, 앞의 글, p.225.
「선언」, 『백세 노승의 미인담(외)』, 앞의 책,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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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9)

신채호의 「선언」(1928)은 위와 같은 말로 서두를 뗀다. 「용과 용의 대격전」이 창작된
해이기도 한 1928년은 그가 북경에서 ‘무정부주의동방연맹 북경회의’를 조직하여 본격적
인 행동 투쟁에 돌입하고, 결국 체포되기까지 한 해이다. 가장 치열한 투쟁의 목전에서 신
채호는 아이러니하게도 ‘신화’를 궁극적인 파괴 대상으로 삼는다. “역사적으로 발달 성장
하여 온 누천 년이나 묵은 괴동물”은 ‘단군 신화’를 비롯한 신화를 통해 창조되어 끊임없
이 그 몸체를 불려간 ‘천/지’ 구조의 신화적 세계관, 그리고 ‘상제’와 ‘용’ 그 자체다.
이제 앞에서 차치하고 넘어갔던 ‘무정부주의’의 문제를 다시 지적해보자. 「용과 용의 대
격전」은 같은 해에 쓰여진 「선언」과 거의 동일한 주장 및 표현으로 되어있다는 점, 저자
신채호가 폭력 혁명을 주장한 아나키스트라는 점으로 인해 ‘무정부주의’를 가르치기 위해
우화로 쓰여진 교본 같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소설은 교조화된 무정부주의 자
체에 대한 경계도 암시하고 있다. 반(反)신화는 언제든 신화가 될 위험이 있다. 모든 신화
는 이전 시대의 가치 체계에 대한 반신화였을 것이며, 그것이 규준이 되었을 때 그것은
신화가 된다. “민중들이 금일의 드래곤을 전일의 상제보다 더 믿는다”260)는 천사의 대사
는 드래곤이 이전의 상제의 위치에 올라 스스로 신화가 될 위험을 암시한다.

10년 전에 돌아다니던 지사(志士)는 모두 애국자이며, 금일은 모두 공산당이
며, 10년 전에 배우려던 청년은 거의 병학(兵學)이러니, 금일은 거의 문학이로
다.
어느 나라이고 시대의 조류를 안 밟으랴마는, 그러나 그 무슨 주의, 무슨
사상이 매양 그 사회의 정황을 따라 혹은 성하고 혹은 쇠하거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서 발이 아프거나 말거나, 세상이 외씨버선을 신으면 나도 외씨버
선을 신나니, 이는 노예의 사상이다.
사람이 이미 사람 노릇을 못할진대, 노예와 괴물에 무엇이 더 나으랴?
나는 차라리 괴물을 취하리라.261)

「문예계 청년에게 참고를 구함」(1917)에서 신채호는 애국자, 공산당, 병학, 문학을 모두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정말로 애국자, 공산당, 병학, 문학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
의 흐름에 따라 부화뇌동하며 사상의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애국도 공산
주의도 한때의 반신화였지만, 그것이 교조화되어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으면 신화가
된다. 그때의 민중은 반신화의 주체가 아니라 신화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 비판의 한
귀퉁이에 ‘무정부주의’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드래곤이 민중의 신 노릇을 할 때,
이 또한 파괴되어야 한다.
259) 위의 글, pp.332-333.
260) 신채호, 「용과 용의 대격전」, 앞의 글, p.225.
261) 신채호, 「문예게 청년에게 참고를 구함」, 『백세 노승의 미인담(외)』, 앞의 책,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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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드래곤이 실체가 불분명한 소문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상제, 미리, 천사 그리고 이들이 위치한 천국은 모두 소설 속에 사실로 존재한다.
그리고 지국의 온갖 정치 체제와 기관들 그리고 이것들을 파괴하는 민중 또한 존재한다.
이 소설 속에서 실체화되지 않고 떠도는 것은 드래곤 뿐이다. 이는 드래곤이 실체화되어
굳건한 존재로 드러나는 순간, 상제와 미리가 폐위되어 사라진 후 비어버린 왕좌는 두 말
할 것 없이 드래곤의 차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신채호는 소설 속 파괴 혁명의 주체를 의
도적으로 민중으로 두며, 드래곤이라는 무정부주의 사상은 그들을 선동하는 유령같은 목
소리로만 남겨 둔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민중이 전일의 상제를 믿듯이 드래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암시도 남긴다. ‘드래곤’과 ‘미리’가 일태쌍생의 괴물로 설정된 점 또한 드래곤
역시 또 다른 미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비록 신채호 본인은 무정부주의자로서 폭력 혁명을 이끌었으나, 그의 사상이 오직 무정
부주의로만 막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용과 용의 대격전」을 통해 신채호는 이전 시대의
신화를 뮈토스와 디아노이아 양 층위에서 동시에 파괴하는 반신화를 시도했으며, 나아가
반신화로서의 무정부주의가 또 다시 신화가 되는 것 또한 경계했던 것이다.

6. 나오며

이야기가 가진 힘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사람들은 왜 이야기를 할까?’라는 질문에
서 출발했다. 이 글에서 살펴본 4개의 이야기는 각각 다른 이유에서 생성되고 전파되었는
데, 이 이야기들은 더 잘 ‘말’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뒤집어 버리기도 했다. 이야
기는 ‘말’을 담는 투명한 그릇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반복되고 변주되면서, 그
자신이 담고 있던 신화를 여러 가지로 굴절하여 보여준다. 이를 통해 신화는 창조되고 강
화되었다가 전복된 후 파괴되는 일련의 궤도를 따라 순환하며, 신화를 파괴한 반신화는
또 다른 신화가 되어 그 다음 순환으로 이어진다.
이 글은 알레고리의 외연을 넓히고, 알레고리에 덧씌워진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걷어내
고자 한 것이었다. 알레고리는 그 자체로 ‘다르게 말하기’라는 모든 이야기의 본질이며,
알레고리 표현법은 단일한 형식이나 장르가 아니라 교훈담, 비유담, 우화, 은유, 상징 등
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양식이다. 알레고리 표현법 내의 각 장르들은 이질적인 목적과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종종 알레고리는 도덕적·교훈적인 주제를 가르치는 도식적인 이야기라
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정해진 가치체계를 확대재생산할 뿐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는
알레고리 표현법 중에서도 교훈담에 적절한 설명일 뿐, 기존의 도덕과 규범을 전복시키거
나 파괴하는 비유, 반신화는 이러한 설명에서 벗어난다. 이와 같이 알레고리는 다양하다.
알레고리 표현법의 여러 형식들을 ‘균형의 스펙트럼’과 ‘연결의 스펙트럼’을 활용하여
위치지어 보고자 하는 시도는 본 논문에서 충실히 행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소략하자면 다음과 같다. 신화는 표층 서사가 심층 서사를 은폐하는, 표층 서사 중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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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이며, 표층 서사와 심층 서사는 분리되어 있다. 가전(교훈담)은 표층 서사가 심층 서
사를 보완하는, 심층 서사 중심의 이야기이며, 표층 서사와 심층 서사는 분리되어 있다.
우화소설(비유담)은 표층 서사가 심층 서사를 전복하는, 표층 서사 중심의 이야기이며, 표
층 서사와 심층 서사는 영향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반신화는 표층 서사가 심층 서사를
파괴하는, 심층 서사 중심의 이야기이며, 표층 서사와 심층 서사는 동일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스펙트럼은 학문적으로 충분히 정교화·도식화되지 않아, 알레고리 표현법
내의 모든 형식들을 설명해내는 데 난점이 있다. 이 논문을 기반으로 추후에 보다 정교한
개념 틀을 세우고, 이를 통해 알레고리 장르론을 확립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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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의 사계절과 한국 알레고리 서사의 계보」에 대한 토론문
강민호(서울대)

이가은 선생님의 발표문은 ‘알레고리(allegory)’가 서사를 분석하는 비평적 틀로서 정당
한 대우를 받아오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알레고리를 표층 서사와 심층 서사의 활발한 상
호작용으로 바라볼 때 한국 알레고리 서사를 계보화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태곳적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서 현대 문학이라 할 수 있는 신채호 소설에 이르기까
지 장대한 지평을 감당하고 있는 이 글은 서사 문학의 발전사를 조망하는 하나의 대안으
로서도 매우 유의미한 접근이라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문제의식에 적지 않게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글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글에서 중요하게 제시된 두 개념인 ‘표층 서사’와 ‘심층 서사’에 대한 질문입니
다. 예를 들면 “앞서 보았듯 ‘단군 신화’ 심층에는 당대의 역사적 현실, 실제의 지상계가
은폐되어 있다. 신화를 통해 표층 서사의 천상계가 창조되면서 지상계도 함께 덧입혀 그
려지는데, 이 지상계는 천상계에 밀접하게 종속된 표층 서사”[3쪽]와 같은 서술에서 표층
서사는 ‘천상계’, 심층 서사는 ‘지상계’, ‘역사적 현실’, ‘실제’ 등의 표현과 맞닿고 있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가전문학의 ‘알레고리’가 표층 서사, ‘이데올로기’가 심층 서사에 배
당됩니다. 이러한 서술로 보아, 표층 서사와 심층 서사는 구체적인 협의(狹義)를 지닌 개
념이라기보다 서사를 이중 구조로 분할해서 바라보는 수사적 도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글은 천상계/지상계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대한 분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데, 그렇다면 표층 서사와 심층 서사는 서사를 이분하는 것 외에 어떠한 변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개념인지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분석 대상의 선정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글은 신화→가전→우화소설→현대
소설(신채호의 소설)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각각 ‘단군 신화’, 「천군전」, 「토끼전」, 「용과
용의 대격전」을 대표작으로 꼽으며, “이들이 공통적으로 ‘천상계/지상계’의 대립 모티프를
알레고리화하고 있기 때문”[1쪽]에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천상계/지
상계의 대립 모티프는 고전 서사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이원론적 세계관 중 하나가
아닐지요. 이 기준만으로는 위 작품들이 충분한 대표성을 담보한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입
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웠던 「토끼전」에 대한 선생님의 분석에 대해서도 첨언
하고 싶습니다. 「토끼전」에서 ‘육화’의 양상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이 글의 관점은 「토끼
전」만이 지닌 변별점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토끼전」에 왜 주목하게 되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끼전」이 그만큼 변별적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
화소설로서의 보편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지상계가 천상계를
전복”[7쪽]하는 것이 「토끼전」의 특징일 순 있지만 「장끼전」 등 다른 우화소설에서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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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고 보기 어려울 텐데, 알레고리와 관련된 장르적 특성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시도가
오히려 다른 반례 혹은 선정된 작품이 반례일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지는 않을지 다소 우
려됩니다.
셋째, 「용과 용의 대격전」을 ‘반(反)신화(antimyth)’로 의미화하는 입장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5장은 「용과 용의 대격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및 체제에 대한 전복의 사상
이 텅 빈 기호를 취사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화라는 외투를 뒤집어쓰고 그것을 직접
내파(內破)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신화’라 하였을 때 여
기서 ‘신화’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장에서도 ‘신화’에 대해
다루었는데, 그렇다면 2장에서의 ‘신화’와 5장에서의 ‘신화’는 어떻게 같고 다른지요? 신
채호가 파괴하고자 한 신화의 맥락이 ‘단군 신화’와 같은 장르적 의미로서의 신화에도 가
닿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4장에서 이미 「토끼전」에 의해 전복되었다는 신화적 체계가
5장에서 재차 파괴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모쪼록 논
지를 정돈하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124 -

제2세션 2분과

영문학

Myths of Student Disengagement: Creating an Innovative and
Engaging Classrooms of Deep Learning
Dary E. Dacanay·Lizette Dagdag(St. Patrick School of Quezon City)

Disengagement of Students inside the classroom
In an online learning set-up student disengagement is probably the top
challenges

teachers

face

each

day

in

their

online

classrooms.

This

disengagement can be in different forms, including the absence of participation
and determination, performing and disturbing class, dissatisfaction, dropping
from class, and failure to advance deeply in the academic content. Teachers
have

mistakenly

presumed

that

disengagement

is

just

a

problem

of

low-performing students and does not apply to their classrooms. However,
every educational institution, regardless of its grade level, location of place,
and demographics, has students who are disengaged. The truth is that some
students often view academics as boring and having little meaning in their
lives. Many go across the motions and only do what is required as compliance
for school requirements. While these students are on-task they are not
completely engaged and deeply invested in learning.
Student engagement in the classroom is a complex but achievable goal
for every teacher in school. This paper presents a multidimensional concept of
student engagement that includes student behavior, emotion, and cognition that
affect their learning in school. It is essential to reflect all three of these
dimensions to truly reach the deeper levels of learning needed for success in
today’s online learning classes with students. A few schools in the Philippines
have adopted a unique Common Core and Subject Standards, which are
planned to aid student’s development of their knowledge and higher-order
thinking skills essential to be successful in schools and future careers of
students. The paper will aid teachers create the kindhearted environments of
deep learning and engagement that are necessary to meet these new standards
of the new normal education. Throughout this paper teachers communicate
their methods for engaging students in a variety of ways that are reinforced by
the research literature.
In the new normal education, crisis should be turned into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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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nese word for crisis consists of two symbols, one meaning danger, the
other,

we

are

told,

meaning

opportunity.

The

question

now

is

what

opportunities await our students in the post corona era? What’s so important
about engagement in this time?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teachers at all
grade levels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high levels of disengagement
occurring in many online classes. Increasing engagement is seen by both
teachers

and

administrators

as

crucial

in

addressing

problems

of

low

achievement, high levels of student boredom and isolation, and high dropout
rates. For many students today, dropping out of school is the last step in a
long process during which they become disengaged from school. These
observation is troubling because students need to be actively involved in
school to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they will need to succeed in society
and to be ready for college and careers. Students to succeed in today’s
progressively global and complex economy and become career and college
ready, they must be able to think critically and solve cognitively complex
problems. Students in an online learning set-up who just go through the
motions but are not emotionally and cognitively engaged will not develop the
higher-order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that will be necessary to
compete for the jobs of the future. Regrettably, there is indication that
students’ engagement steadily declines over the course of school. Accroding to
Frederick (2004), research shows that many school practices are actually
contributing to this decline over time. The decline begins as early as
kindergarten and increases significantly over the transitions to middle and high
school. The paper will discover some of the factors that are responsible for
this decline in engagement and outline practical, research-based strategies that
teachers can use to create more engaging classroom environments where deep
learning occurs.

How can student engagement be increased in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Literature shows that it is likely to increase engagement in schools by
making changes to the social and instructional environment. Engagement is
acknowledged to be flexible and approachable to deviations in the environment.
In reality, increasing engagement has been the fundamental goal of many
school improvement efforts in the Philippines, especially at the Basic Education
level.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letting students subm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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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can is essential and that this is not the time that we should enforce strict
measures on what we are doing. Teachers are reminded to be considerate
during the pandemic in terms of students’ work submission and that teachers
should adjust their pedagogy according to their student’s needs.
Focusing on engagement as an explanatory variable for achievement
and school completion offers more insight into intervention and prevention
strategies than does focusing on unalterabl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ethnicity, and socioeconomic status. Although teachers cannot change
the innate characteristics of their students, they can change the classroom
environment. A student’s engagement depends on the opportunities a teacher
provides for that student to be engaged. It is clear from the intervention
literature that teachers do have control and do play a powerful role in creating
environments in which deep learning and engagement can take place.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present both prospective and practicing
teachers to current advances in research and pedagogical discussions on
student engagement as well as converse suggestions for classroom practice.
Educators will learn how to apply strategies that are supported by current
research to help them reflect on and create more engaging virtual classroom
contexts where deep learning can take place. Practical examples will be
provided across age groups and content areas, as well as ideas that are
relevant to all ages and subject areas. Myths on student engagement will
describe an educational misconception and use research-based evidence to
correct this myth. Theoretical student cases are given throughout the text to
exemplify th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disengagement and ways to
improve engagement in the virtual classroom. These cases will inform teachers
of students they have either taught or observe daily in their online classes.

FIRST MYTH: It is likely Easy to pinpoint and tell Who Is Engaged in Class
The

first

question

that

should

always

be

addressed

is

what

is

engagement and how can teachers assess it in their classes? The first myth
introduces a multidimensional view of engagement that includes behavior,
emotion, and cognition. Based on a variety of research evidence provided
counters the myth that it is easy to pinpoint and tell which students are
engaged by just observing their on-task behavior and compliance in class
Although these behaviors are important constituents of engagem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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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 achievement and learning outcomes occur when students rank the
highest on all three dimensions particularly: 1) behavioral; 2) emotional; and 3)
cognitive.

Teachers

can

make

more

convincing

decisions

about

student

engagement by collecting and evaluating data. Schools should be data driven.
Therefore, the first myth discusses why it is important and beneficial to assess
engagement in the classroom. A variety of methods to assess engagement,
including

student

self-reports,

teacher

ratings,

observational

measures,

walkthroughs, and collecting data on early warning signs, are essential.

SECOND MYTH: It is a fact that some Students Just Do not really Care:
The question in this myth is how disengagement is more than just a
lack of student motivation? A normal and common misconception is that
disengagement simply reflects a lack of student motivation. Based on research
on how classroom practices, including the types of responsibilities allocated,
quality of teacher-student relations, and

peer relationship, contribute to

disengagement in the class. This presents to counter this myth. The first myth
of the paper summarizes how the tasks that students typically do in school
often bear little resemblance to how learning happens outside of the classroom,
and, as a result, fail to result in deep engagement and learning. Next, the
details as to why some teachers develop poor relations with their students and
the consequences of these negative interactions for student engagement are
presented.

THIRD MYTH: What usually Happens Outside of School Competes With the
Students Academics:
How out-of-school time and families affect engagement in School.
Students spend much of their time doing other things outside of school. How
students

and

their

parents

choose

to

spend

this

time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students’ engagement in the classroom. Possible reasons for
the higher rates of engagement in out-of-school settings and the implications
of these differences in engagement for classroom practice are important data
to considered. Self-determination theory as one theoretical approach for
understanding why out-of-school contexts tend to be more engaging settings
than school is essential. Research on how parents can influenc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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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through the values they endorse and the experiences they provide
in the home is also essential. Practical strategies for working with families to
increase engagement are relevant such as consistent parent conferences.

FOURTH MYTH: Being Hands-On Is always being Minds-On:
The important question here is how to create a more engaging
classroom tasks that result in Deep Learning The activities students complete
in the classroom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motivation and learning. This
myth provides a brief introduction to motivational theory, research on how
children learn, and research on authentic instruction as the basis for creating
more engaging classroom environments. This myth addresses the common
practice of emphasizing the motivational aspects of instructional tasks over the
cognitive dimensions. Although developing fun and interesting tasks is part of
the puzzle, deep learning and engagement will not occur unless educators also
address the cognitive aspects of tasks that encourage higher-level thinking and
reasoning. Authentic instructional models are presented as one pedagogical
approach that incorporates the motivational and cognitive dimensions of
engaging classrooms. Challenges in implementing this type of instruction in the
classroom should be given importance. Research-based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both the motivational and cognitive demands of learning tasks are
presented.

FIFTH MYTH: Focusing on the Content matters:
In the pedagogical processes teachers should not make it personal. The
question here is how relationships matter for student engagement discusses
why developing positive relations in the online classes is important for
engagement. One misconception, especially among teachers, is that teaching
content is more important for student success than developing relations with
students. Prior research on how teachers’ interpersonal and academic support
influences students’ engagement and learning is presented to counter this
myth. Research on the effects of teacher involvement, autonomy support, and
classroom structure on student engagement should always be considered.
Challenges inherent in building relationships with difficult students need to be
given emph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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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MYTH: Students interacting with their Peers Detracts them From
Engaging:
The question in this myth is how to create a peer context that supports
engagement? This myth focuses on the role peers play in student engagement.
One common misconception is that a quiet classroom means that students are
engaged and involved in productive learning. Another myth that can be
presented is that students learn best when working individually on tasks
without the distraction of their peers. Research on the behavioral, emotional,
and cognitive benefits of friendship in school and on how students collaborate
and learn from their peers are relevant in engaging real discussions online
thus

countering

these

myths.

In

addition,

examples

of

cooperative

and

collaborative learning models are important. Some of the challenges inherent in
cooperative group work, along with research-based strategies to address each
of these challenges should be given emphasis. Finally, strategies for building
stronger classroom communities need to be given focus by the teachers.

SEVENTH MYTH: There is only so much a Teacher Can Do with the students:
The question in this myth is how to help those students still struggling
to succeed. This myth addresses the view held by many teachers that even
with changes to the social and instructional environment it is not possible to
engage all students. A common assumption is that some students’ success or
failure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teacher, especially that of students living in
low-income and high-risk settings referring to the actual place of their
residency. Students cannot concentrate while having their online classes.
Although many students go online facing significant challenges that can impact
their learning and engagement, evidence from the intervention research shows
that individual teachers, parents, administrators and communities can make
changes to help these disengaged students succeed in their classes. In this
discussion, the individual factor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disengagement
are important such as: 1) Home set-up; 2) Domestic family problems such as
parents marital status, family financial needs, food and others; 3) Technology
related issues such as online games, social networking sites and others.
Strategies for engaging students that have tended to have higher rates of
disengagement, including boys, low achievers, students with a history of
behavioral problems, and family financ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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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 MYTH: According to Many Educators Student Engagement Is a Student
Choice:
The essential question in this myth is how to choose and to Make the
effort and not wait for engagement to happen in a click. The concluding myth
highlights the reasons why it so critical for teachers to address the level of
disengagement in their classrooms. As educators, we can make the decision to
invest our efforts towards increasing student engagement, or we can invest our
efforts at students who are already disengaged. Being proactive rather than
reactive has far more positive outcomes. Creating engaging classrooms that
involve

all

students

cognitively,

emotionally,

and

behaviorally

means

transforming student learning for the long term. When students experience
deep engagement, they become lifelong learners and seek out more engaging
learning experiences over time.
A challenge to teachers, parents and school administrators is the fact
that student engagement can be improved in every classroom for every student
even in an online set-up—a proposition most teachers would be wary of.
However, this paper challenges academicians to examine any beliefs they hold
and/or practices they engage in that may underlie one or all of the myths
presented. Changing the ways we think and talk about our students and the
reasons we attribute to their engagement or disengagement are the first steps
in improving student behavior, supporting positive emotions, and enhancing
higher-level thinking
The problem of student engagement today is to determine how formal
and informal teachers and administrators can change a school culture to
increase student engagement. A structured and planned direction should be
based on the belief that students are more engaged when the school reflects
the diversity in their lived experiences (McMahon, 2003). A significant goal of
this plan is to empower many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 Students are
empowered as they recognize more of their lives within the context of their
school experiences. Parents and community members are empowered as they
share their strengths and knowledge with students. The academic members are
empowered as they

make choices about how to implement the change

strategies in their classes and as they collaborate with colleagues. All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 become learning partners as they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how to engage disengaged students. Changing Schoo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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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ngage

relationships

Disengaged
between

can

be

students,

achieved
parents,

by
staff

fostering
and

and

developing

community,

student

engagement can increase. A clearly communicated, focused message helps
stakeholders understand each step of the change plan. The culture of the
school will be positively impacted by a shared experience that embraces the
diversity of the community. The process includes noteworthy challenges, but
schools can engage disengaged students through cultur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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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트루스 시대에 보는 영화 <스포트라이트>
박선화(건국대)

Ⅰ
톰 맥카시(Tom McCarthy)와 조쉬 싱어(Josh Singer)의 각본에 맥카시가 감독한 2015
년 영화 <스포트라이트>(Spotlight)는 미국 『더 보스턴 글로브』(The Boston Globe)지의
‘스포트라이트’ 팀이 탐사보도한 가톨릭 아동 성범죄를 다룬다. 확인 가능한 기록상으로
[즉 기록 부재로 인해 그 이전 사건들은 차치하고라도] 20세기 초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이 사건들은 “가톨릭계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하려 했지만”(Spotlight), 스포트라이
트 팀은 보스턴 지역의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저지른 이러한 아동 성범죄를 폭로하고 동
시에 이 문제가 단순히 보스턴에서만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하여 제시함으로
써 가톨릭교회의 체제를 뒤흔드는 의미심장한 반향을 일으킨다.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실화에 기반한 영화로서 사건의 정확성을 전달한 탁월한 각본과
연기로 많은 찬사를 받게 되고, 2016년 제 88회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과 각
본상을 받는다. 수상식을 지켜보던 잭 브레슬린(Jack Breslin)은 사제가 되기 위해 수도원
에서 보냈던 9년과 뉴욕시의 일간지 『데일리 프리맨』(Daily Freeman)과 주간지 『포스트
스타』(Post Star)에서 일한 4년간의 경험을 되돌아본다. 수상 소식을 들으며 브레슬린은
“이 영화가 소아성애자 신부 사건을 은폐하려 한 교회의 위선을 집중취재해서 2003년 퓰
리처상을 수상한 보도기사를 각색한 영화”로서 탄탄한 서사에 기반한 영화임을 인정하면
서,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을 영화화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인가?”라는 질
문을 던진다. 다양한 답변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브레슬린은 “사실에 기반한 줄거리와 사
건의 결말을 뻔히 아는 관객에게 이 영화가 지루한 이야기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넘겨 짚어본다. “보스턴의 가장 강력하고 폐쇄적인 집단인 교회를 둘러싼 사건
에서 동향 출신의 기자들이 줄행랑을 치고 만 것”(237)도 이와 동일한 이유 때문일 것이
라고 지적한다.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스포트라이트 팀의 편집장 월터
로빈슨(Walter Robinson)은 한때 메트로 데스크(Metro Desk), 즉 대도시부 부서에서 근
무했을 때 20여 신부의 성범죄 증거를 추적한 변호사의 자료를 받고도 후속으로 취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나중에 떠올리고 팀 동료들에게 실토한다. 그때 당시 로빈슨은 이 건이 크
나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루지 않기로 했던 것일 수 있다.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재 기자의 판단에는, 역으로 풀어보면, 그 뉴스가 독
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실에 기반한 취재와 자료수집이 필수적이고,
사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외압을 헤치고 진행해야 한다는 기자
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처럼, 스포트라이트 팀이 우리 사회에
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와 같은 제도권의 은폐된 사실을 드러내어 공표하는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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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watchdog, Breslin 238)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게 되
면서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감시기구로서의 스포트라이트 팀
은 가톨릭의 아동 성범죄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친구, 내부 정보제공자, 변호사, 희생
자, 그리고 심지어 같은 신문사의 동료들로부터 갖은 압박을 받으며 좌충우돌한다. 무엇보
다도 가톨릭이 우세한 보스턴의 교구에서 그리고 『더 보스턴 글로브』의 구독률이 “대략
53%”(Spotlight)에 이르는 곳에서 스포트라이트 팀이 이러한 약점을 들춰내고 드러내려고
할 때 교구민들이 가하는 압박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심지어 <포레스트 검프>(Forest

Gump)의 각본가 에릭 로스(Eric Roth)조차도 “이 사건을 꼭 그렇게까지 영화로 만들어
야 하는가”(Rich 92)에 대해 회의를 드러내고 일부 각본가들은 두려워하기조차 한다. 그
래서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샤샤 파이퍼(Sacha Pfeiffer)가 희생자나 가해자 신부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하러 다닐 때 방문지 주변의 가톨릭 교구 교회가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나 빈민구제와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레뎀토르(Redemptorist) 신부들이 기거하는 교회
첨탑이 보이는 장면은 보스턴에서의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주는 의
도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치는 가톨릭 세례를 받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은 맥카
시 감독이 보스턴의 이러한 민감한 분위기를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더 인상
적인 것은 스포트라이트 팀의 한 구성원인 맷 캐럴(Matt Carroll)이 대교구 연간 명부에
서 소아성애자 신부의 자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치료센터가 위치해 있고 그 곳에서 가해자가 버젓이 살고 있음을 발견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우리 주변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지면
서 간접적 충격을 던져준다. 그래서 브레슬린이 다녔던 신학교에서 “특강을 했었던 보스
턴의 신부가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았고 다른 몇몇 신부도 성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후에 드러났다”(238)고 하는 고백은 더더욱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Ⅱ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의 보스턴의 가톨릭 아동 성범죄 논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
은 스포트라이트 팀은 이 사건을 개인적 사건이 아닌, 교회의 문제, 다시 말하면 교황청의
문제로 확대하여 집중적으로 탐사한다는 것이다.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1976년 보스턴
에서 발생한 게오건(Geoghan) 신부의 성범죄를 주교, 경찰, 검사가 담합하여 법정에 가지
않고 또 언론에도 보도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2001년 『더 보스턴
글로브』의 새로 부임한 편집국장 마티 배런(Marty Baron)은 보스턴의 대주교가 게오건
신부 사건을 알고도 무마시켜버린 혐의를 다룬 미첼 개러비디언(Mitchell Garabedian)
변호사의 기고문을 읽고 스포트라이트 팀에게 조사할 것을 지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
포트라이트 팀은 30여년 간 보스턴의 여러 교구에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약 80여 명의
가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을 변호했던 해당 변호사로부터 확인을 받아낸다. 영화 <스포트라
이트>는 2002년 1월 보스턴의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범죄와 추기경 즉 교회의 은폐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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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도가 나간 후 더 많은 피해자의 신고가 폭주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어서 영화
<스포트라이트>의 엔딩에서는 보스턴에서 249명의 신부가 고소당하고 관련 피해자는 약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자막 처리한다. 이에 덧붙여, 이러한 가톨릭의 아동 성범죄가
발생한 세계의 도시명을 자막으로 처리함으로써 가톨릭의 아동 성범죄가 보스턴을 넘어서
서 세계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사실을 밝힌다.
스포트라이트 팀의 취재 결과 밝혀진 보스턴의 아동 성범죄 논란은 “히드라(hydra)의
목”(Zacharek 154)과 연관된 괴물을 상기시키는 범죄라는 주장과 맞물려 세계에 만연된
교회의 아동 성범죄를 부각시킨다. 히드라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아홉 개의 목을 지닌
거대한 뱀 형상의 괴물로 알려져 있다. 아홉 개 중 가운데 위치한 하나가 불사의 목이라
서, 헤라클레스는 히드라를 처치하려 할 때 목을 자르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목이 두 개
씩 생겨나는 바람에 애를 먹는다. 여기서 1970년대에 불거지기 시작한 보스턴의 가톨릭
아동 성범죄 사건을 히드라 괴물로 비유한 것은 게오건 신부 건을 처치하고 나니 그게 끝
이 아니라 잘린 목에서 새로운 목이 두 개씩 자라듯이 다른 연관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돌
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범죄는 목을 잘라도 죽지
않는 히드라처럼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히드라의 불사의 목은 어떻게 잘라낼 수 있을까?262)
헤라클레스는 히드라를 처치하기 위해 약점을 파악하고 목을 자른 후 바로 횃불로 자른
부분을 지져 더 이상 새로운 목이 생겨나지 못하게 막는다.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도
근절하지 않으면 이러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교회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은폐를
지속할 것이라고 판단한 편집장 로빈슨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마이
클 레젠데스(Michael Rezendes)의 독촉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로빈슨이 원하는 것은 한
개인이 저지른 성범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덮어버린 교회의
조직적 은폐를 고발하는 것이다.

Ⅲ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보스턴의

가톨릭자선위원회를

이끄는

피터

콘리(Peter

Conley)는 신부의 아동 성범죄 논란의 배후에서 로빈슨을 비롯한 스포트라이트 팀에 무
언의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협박을 발언하기도 하는 인물이다. 콘리는 『더 보스턴 글로
262)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선 이렇게 제시하는 듯 하다. 보스턴의 가톨릭 아동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스포트라이트 팀은 전화기에 매달리거나 인터넷 자료 검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
다니며 취재”(Zacharek 154)한다. 맥카시 감독은 “관련 기사나 저서가 전무했기 때문에” 각본 집필
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각본 작업 자체가 “탐사보도 작업”(Concannon 39)과 같았다고 고백한다.
실제로 조사를 통해 맥카시 감독은 2002년 『더 보스턴 글로브』가 놓친 자료를 발굴하기도 한다. 예
로, 로빈슨 편집장이 제보를 받고도 간과했던 가톨릭의 아동 성범죄 혐의 관련 신문 기사를 찾아낸
다. 이러한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 영화에선 법원 명령에 의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게오건 신부 관련
문서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공을 들였다고 한다. 또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피해자 즉, “생존자를 위한 이야기”(Concannon 40)로 만들기 위해 파이퍼가 인터뷰하는 피해자들의
감정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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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신문사 맞은 편에 있는 보스턴칼리지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공통점을 내세우며 로빈슨
에게 새로 부임한 배런 편집국장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한다.

로빈슨: 그럼, 추기경 때문에 찾아온 것인가요?
피터 콘리: 그럴리가요. 내가 추기경 대변인도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해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요.
로빈슨: 듣기 좋은데요.
콘리: 보스턴을 사랑하니까 가능하죠. 이게 해야 할 일을 하는 이유이고 그게 당신 모
습이겠죠. 하지만 사람들에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하죠.
당신도 느끼겠죠. 그리고 추기경님 ... 그 분도 완벽하진 않지요. 그렇다고 몇몇 나
쁜 사람들 때문에 그 분이 행한 좋은 일들을 내칠 수는 없지요. 이번 일은 배런의
생각이고 ... 그가 밀어붙이고 일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당신한테 솔직히 말하
지만, 그는 우리만큼 보스턴을 아끼지는 않잖아요. 내 말은 그가 그럴까요? [침묵]
로빈슨: 피터,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군요?
콘리: 무슨 말이죠?
로빈슨: 누군가 찾아가서 협박하면 갑자기 온 도시가 못 본 것처럼 딴청 피우는 거
말이에요.
콘리: 로비, 로비, 생각해봐요. 배런은 업적을 남기려는 거에요. 그러다 몇 년 후면 그
는 뉴욕이나 마이애미에서 그랬던 것처럼 보스턴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갈 거에
요. [서로 눈이 마주치자 가식적인 미소를 주고 받는다.] 당신은 어디로 갈 건가요?

Robinson: So, you're here for the Cardinal.
Peter Conley: No, no. I wouldn't presume to speak for the Cardinal. No.
You know, you got a lot of people here respect you, Robby, the work you
do.
Robinson: That's good to know.
Conley: You know, it's because you care about this place. It's why you do
what you do, it's who you are. But people need the Church more than
ever right now. You can feel it. And the Cardinal, he might not be
perfect but we can't throw out all the good he's doing over a few bad
apples. You know, I am bringing this up to you because I know this is
Baron's idea ... his agenda. I gotta tell ya, I mean honest to god, he
doens't care about this city the way we do. I mean how could he?
Robinson: This is how it happens, isn’t it, Pete?
Conley: What'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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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son: A guy leans on a guy and suddenly the whole town just looks
the other way.
Conley: Robby, Robby. Look it. Marty Baron, he is just trying to make his
mark. He's gonna be here for a couple of years and he'g gonna move
on. Just like he did in New York and Miami. [When their eyes meet, both
of them feign smile.] Where are you gonna go? (Spotlight)

보스턴은 “1840년 후반 대기근(Great Famine)으로 인해 이민 온 아일랜드인들”(Price &
Sammarco 23)이 활성화한 가톨릭 종교가 현재 보스턴의 최대 종교 커뮤니티를 형성하
고 있는 곳임을 감안하면 가톨릭자선위원회 소속의 피터의 영향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피터가 로빈슨에게 압박을 가한다. 로빈슨은 보스턴에서 살아왔음에도 보스턴 공동
체가 성범죄 사실을 알고서도 추기경이나 주교가 피해자나 가족을 어르고 달래거나 압박
을 가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곤 했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에 의해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군요”라는 로빈슨의 언급은 보스턴 시민들도 진실의 은폐를 목도하
면서도 이러한 조직적 은폐에 동조해 왔다는 것을 인식한 한탄으로 들리기도 한다.
여기서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군요”라는 로빈슨의 언급은 2017년 영국 옥스퍼드 사전
의 신조어로 등록된 포스트-트루스(post-truth)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포스트-트루스란
“어떤 경험적 문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할 때 사실보다는 감정에 더 의존한
다”(McIntyre xiv)는 의미 때문일 것이다. 리 매킨타이어(Lee McIntyre)는 동명의 저서에
서 “자신의 믿음이 주위 사람들의 믿음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설령 직접 경험한 증거라
고 할지라도 외면한다”(39)는 주장을 펼친다. 이는 1955년 「의견과 사회적 압박」
(“Opinions and Social Pressure”)이란 논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사회적 관계를 다룬
솔로몬 애쉬(Solomon Asch)의 주장에 기반하여 우리가 사회집단 압박의 영향을 받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에서 애쉬는 ①일곱에서 아홉 명으로 집단을 구
성한다 ②참가자 중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가자는 속임수에 관여하는 공모자가 되
고 이 순수한 피실험자는 항상 탁자의 맨 끝자리에 앉도록 설계한다 ③실험이 시작되면
한 개의 선분이 그려진 첫 번째 카드를 확인한다④ 그리고 선분 세 개가 그려진 두 번째
카드를 확인하게 하는데 선분 한 개는 앞에서 확인한 선분과 길이가 같고 나머지 두 개는
다르다 ⑤ 각 참가자에게 두 번째 카드를 돌려 보면서 어느 선분이 첫 번째 카드의 선분
과 같은 지 말하라고 요청한다 ⑥ 처음에는 공모자들이 정확한 답을 말하고 피실험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공모자들은 전혀 다른 선분을 첫 번째 카드의 선분과 같다고 답하기 시
작하자 피실험자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자의 의견에 동조
하고 만다. 이 실험에서 나타나듯이, 개인은 “집단의 믿음에 순응하기 위해 증거를 보고도
무시하게 된다”(40).
매킨타이어는 포스트-트루스의 현상 기저에는 “인지편향”(cognitive bias, 35)이란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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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재되어 있다고 제시한다. 즉,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면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불편함
을 모면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똑똑하고 해박하며 유능하다고 생
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경험
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를
의심하고 수정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옳은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조정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 방법”(36)이 혼용되
어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믿음과 도덕적 판단 관계를 다룬 노스이스턴대학교의 데
이빗 데스티노(David Desteno)의 연구263) 또한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따른 우리의 선택을
잘 설명해 준다. 이 실험은 같은 색의 손목밴드를 착용했다는 사소한 공통점만으로도 우
리가 부도덕한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우리는 “감정적
인 정보에 영향을 받기 쉬운”(47) 존재이다. 더더군다나 감정에 의존하는 포스트-트루스
시대에 직면해서 우리의 생각, 선택, 믿음에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매킨타이어는 공동체 생활을 하던 과거에는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인지 편향이 상쇄되
기도 했지만 미디어가 범람하는 현재에서는 개인이 원하는 정보만을 믿고 편식하는 경향
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다 보면 “같은 믿음을 지닌 집단을 따라야 한다는 압
력도 더 강해진다”(60)는 것이다. 솔로몬 애쉬의 실험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편한 감정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서 자신만의 생각이나
믿음을 상황에 맞추거나 고치게 된다. 이것은 <스포트라이트>에서 피터의 회유와 협박에
대해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군요”라고 한 로빈슨의 반응이 내포하는 집단 압박이 낳은 어
두운 측면이라 할 수 있다.

263) 손목밴드의 색에 따라 두 집단을 구성하고 색과 무관하게 섞은 뒤 두 가지 실험을 했다. 첫 번째
집단의 실험은 촬영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자에게 10분과 45분짜리 과제를 주고 선
택하게 하는 것이었다. 참가자는 방에 들어가 어떤 과제를 수행할 것인지를 직접 선택했고, 그 뒤를
이어 방에 들어간 참가자는 남은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선택을 한 후 각 참가자는 자신이 공정한 선
택을 했다고 답했는데 실제로는 쉬운 과제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이어 두 번째 집단에게 첫 번째
집단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때 두 번째 집단은 편법과 거짓말을 한 참가자를 비난했는데 같은 색의
손목밴드를 착용한 참가자는 비난하지 않았다(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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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트루스 시대에 보는 영화 <스포트라이트>」에 대한 토론문
노동욱(삼육대)

이 발표문은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포스트-트루스(post-truth)라는 키워드를 통해 통
찰력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영화 <스포트라이트>의 문제를 단순히 성직
자 몇 명의 일탈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더 나아가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한 교회,
더 나아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인 조직에 편재하는 메커니즘의 문제로 확대하여 깊
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흔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덮고 숨기고 은폐하는 것이 조직의 명예를
지키는 행위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진실은 늘 밝
혀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그 사건이 발생한 데 있는 것
이 아니라, 그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지금이라도
문제를 덮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밝히고 철저하게 그 문제를
규명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은폐하는 조직의 경우, 언젠가 그 문제가 곪고 곪아서 결국 썩
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균열도 그것이 방치되면 둑이 터집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조직적인 은폐와 회유, 압박, 협박 등
의 ‘2차가해’를 당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다 용기를 내
서 목소리를 내는 개인이 있어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해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
다. 피해자인 개인은 그 거대한 조직의 카르텔 속에서 제대로 목소리 한번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의 표현을 빌리면, 아직도 “이렇게 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이를 파헤쳐 내고,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조직에서는 여전히
이를 은폐하려고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피해자들은 ‘2차가해’를 당하
며 두배, 세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현실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
재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조직적 은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리고 언론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는 이 발표문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1.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을 영화화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브레슬린은 “사실에 기반한 줄거리와 사건의 결말을 뻔히 아는 관객에게
이 영화가 지루한 이야기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영화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를 영화적 재미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브레슬린의 서술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영화화하는 데는 1)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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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도 사회적·종교적 압력 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2) 명예훼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겪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야하는 등, 향후 당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이 영화의 주제와 이 발표문의 키워드인 ‘포스트-트루스’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
을 드립니다. 발표자께서는 포스트-트루스의 문제를 ‘감정’에 의존하는 메커니즘으로 분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 솔로몬 애쉬의 예를 적절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애쉬의 예는 자신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불안과 공포 때문
에 진실을 왜곡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영화 <스포트라이트>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거
대한 카르텔의 은폐와 회유, 압박, 협박으로 인해 진실에 침묵하는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
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영화 <스포트라이트>와
‘포스트-트루스’라는 키워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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