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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트루먼 쇼>에 나타난 미디어의 기만성과 전복적
멜랑콜리: 자유의지와 구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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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ng-hyun. “The Deceptive Manipulation of Media and Subversive
Melancholy in The Truman Show: The Problem of Free Will and Salvation.”
Literature and Religion 27.1 (2022): 1-35. Print.
Abstract: The Truman Show is a 1998 satirical film. The film reveals the global
spread of capitalism by satirizing indiscriminate advertising transmitted globally
through reality shows. Jean Baudrillard pointed out the deceptiveness of
media-generated reality shows, which were elaborately reproduced in The Truman
Show. What the The Truman Show reveals is not just the deceptiveness of the
media, but also that many viewers dominated by the media remain powerless
against the extreme violence it perpetrates. Truman’s awakening and actions to
escape the system’s control and oppressive media demonstrates his subversive free
will resulting from melancholic reflection. The film show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violence committed by the media and the free will to free oneself
from it is being subversive by the overcoming of melancholy imprinted in
Truman. In the end, Truman was delivered from the simulated world.
Keywords: The Truman Show, Jean Baudrillard, Salvation, Free will, Melanc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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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98년 발표되어 전 세계적인 흥행과 더불어 많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
던 피터 위어(Peter Weir) 감독의 영화 <트루먼 쇼>(The Truman Show)1)는 미디
어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실재와 가상세계의 대조를 통해 실재가 점
점 허구적인 세계를 닮아가고 있음을 매우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영화는 리
얼리티 쇼라는 새로운 형식의 방송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송출되는 무차별적인
광고와 자본주의로 야기된 삶의 이중성을 풍자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인 확산에 대한 냉소적인 견해를 직,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이 작
품에는 종교적인 알레고리를 통한 자본주의에 함몰된 세계로부터의 구원을 제
시하는데, 그것은 미디어로 상징되는 신적인 권력과 거기서 벗어나려는 진정한
인간(True man)으로서 트루먼의 각성과정으로 재현된다.
리얼리티 티비쇼라는 개념은 1970년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보드리야르
(Jean Baudrillard)는 1971년 방송된 라우드가(家)에 대한 리얼리티 티비쇼를 언
급하면서 마치 “TV 가 거기 없는 것처럼 찍는”(66)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기만
성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트루먼 쇼>에서 매우 정교하게 나타난다.
<트루먼 쇼>가 보여주는 것은 단지 미디어의 기만성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중
독되고, 종속되며 지배당하는 많은 시청자들은 “미디어의 폭력적 위용”(김성희
240)에 압도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미디어에 종속된 맹목적인 시청자들
과 달리 시스템의 통제와 억압적인 미디어 세계를 탈출하려 하는 트루먼의 각
성과 행동은 멜랑콜리적인 성찰에서 비롯된 전복적 자유의지를 보여준다. 영화
는 미디어에 의해서 자행되는 폭력과 그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자
유의지와의 대립이 주인공 트루먼의 내면에 각인된 상실의 극복에 의해서 전복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영화 속 ‘트루먼 쇼’로 상징되는 철저하고 완벽한 리얼리티쇼는 기본적으로
감시카메라의 개념과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타인의 행동과 사상을 감시하
는 감시카메라라는 개념은 기술적으로 실현되기 훨씬 전부터 영화나 소설에 등
1) 피터 위어 감독의 영화는 <트루먼 쇼>로 표기하며 극중 크리스토프가 연출하는 리얼리티
티비쇼는 ‘트루먼 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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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바 있다. 챨리 채플린(Charlie Chaplin)의 <모던타임즈>(Modern Times)는
공장 노동자의 행동을 화장실까지 따라가는 감시의 시선을 매우 선구적으로 풍
자했었고, 조지 오웰의 1984 는 비교적 현대적인 의미의 CCTV를 텔레스크린
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1984 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개인의 감정은
물론 생각과 사상 그리고 행동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통제하는 전제적인 국
가의 모습을 매우 묵시론적으로 묘사한다. “텔레스크린은 실시간 수신과 송신
이 가능했다. 아무리 조용한 속삭임일지라도 윈스턴이 내는 모든 소리는 텔레스
크린에 의해 여지없이 포착되었다”(오웰 29)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권력이 개개
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더 이상 소설속의 허구만은
아니고, 이미 대다수의 현대화된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국가감시체계가 현실적
으로 가능해졌다. 냉전시대 잉태된 이러한 감시체제 시스템이 현대인의 일상에
적용되는 모습을 묘사한 <트루먼 쇼>는 과거부터 있었던 감시체제가 매우 풍자
적인 모습으로 소환되어 점점 자본주의의 통제와 획일성에 잠식되어 가는 현대
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것은 더 이상 허구적인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 되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NSA)소속 계약직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
든(Edward Snowden)의 고발을 통해 영화에서나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
던 정부 권력의 치밀한 감시체계가 실제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1984 에서 예견된 것과 정확하게 일
치한다. “사상경찰이 누구를, 얼마나 자주 감시하는지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이었다. 그들이 늘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
이었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텔레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언
제든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청당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감시당할 수 있다고 간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
다”(오웰 29). 1984 에 등장하는 텔레스크린을 현대사회의 미디어에 상응한다
고 간주한다면, 조지 오웰의 묘사는 매우 예언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과 미디어가 주도하는 이러한 개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기만과 조작,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주입 등으로 매우 사회정치적인 이슈를 내포하고 있으며,
<트루먼 쇼>는 다소 코믹한 SF 스릴러의 형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매우 우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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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트루먼 쇼>는 내용상 허구적인 티비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에 대한 매우 선구적인 풍자이기
도 하며, 자본주의적 미디어에 함몰당한 현대인의 정신적 구원에 대한 서사이기
도 하다. 텔레비전은 크리스 바커(Chris Barker)의 주장대로 1980년대 이후로 국
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현대인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바커의 지적은 이러한 측면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래, 초국적 텔레비전은 지구적 소유의 측면과 새로운 시장
들을 열어가는 위성과 케이블이라는 분배 테크놀로지들의 이용이라는 양 측
면에서 중요하게 부상했다. 역으로 텔레비전 제도들의 지구화는 문화와 문화
적 정체성들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텔레비전은 의미의 문화적
지도들의 주요한 유포자이자, 정체성 구축의 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텔레비전은 자본주의적 현대성의 지구화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역사적으
로 사회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바커 18)

바커의 주장처럼 텔레비전과 자본주의 그리고 지구화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
으며 <트루먼 쇼>는 이러한 관계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비판이 담겨져 있
다. 앞서 언급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정부의 불법적인 감청에 대한 내부고발
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것은 <트루먼 쇼>가 보여주고 있는 감시망과 개인
의 자유의지에 대한 거시적 조작능력이 더 이상 순진한 허구만은 아니라는 사
실을 보여준다.
<트루먼 쇼>는 자본주의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디어로 포장된 감시와
통제가 어떻게 현대인들의 자유의지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피
터 위어는 허구와 기만으로 가득한, 그래서 어쩌면 허구세계만도 못한 현대세계
의 윤리적 타락과 기만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교한 각본 속에서 개인의 자유의
지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통제되고, 사실상 개인의 자연스런 동기부여는 사
라지고, 삶의 의미는 ‘찾는 것’ 이 아니라, 연출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되고 만
다. 그리고 이러한 메세지는 티비를 통해 쇼가 전 세계적으로 송출됨으로써 매
우 보편적인 종교적 알레고리를 갖춘 메시지가 된다. 바커의 지적처럼,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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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국가적 체계들과 초국적 텔레비전의 발전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제도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지구적인 현상이라는 점”(22-23)은 영화에서 매우 현실적으
로 그려진다. ‘트루먼 쇼’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국적과 인종으로 나타난
다. 이것은 텔레비전이 갖고있는 전 지구적 파급력과 그걸 이용하는 자본주의의
확장성을 동시에 표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의 지구화”를 표상하
는 ‘트루먼 쇼’는 사실상 자본주의적 “경제적 활동”(바커 45)으로서 “현대성을
구성하는 문화적 힘으로서 자본주의적 현대성과 결부”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청자들 대부분은 미디어와의 관계에서 무력하다. 그들은 늘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채널과 채널 사이를 부유하는 정신적인 표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미
디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할 뿐, 미디어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거나 하등의
영향을 줄 수 없는 시청자들의 무능력은 역설적으로 트루먼에게 가해지는 직접
적인 폭력, 일종의 “심리적으로 가학적인 학대”(Brearley 435)를 용인되는 결과
를 야기한다. 다시 말해, 시청자들의 무능력한 위치는 티비쇼가, 연출가가 트루
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트루먼 쇼>는 정
치적, 문화적 권력이 가지고 있는 감시체계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미디어가 보여주고 있는 기만적인 권력과 미디어에 점점 더 무력해지는 현대인
들의 삶을 매우 희화적이면서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루먼
쇼>는 티비로 대표되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이라는 연장선에서, 과거 미디어에
대한 비판정신을 토대로 다양해지고 훨씬 더 치밀해진 현대미디어에 대한 분석
과 비판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트루먼 쇼>가 미디어에 잠식당한 현대인들의 삶
과 미디어의 폭력성으로 인해 무력해진 도덕적 감수성의 문제를 살펴보고, 또한
작품에 등장인물들로 제시되는 종교적 알레고리를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
지전능해진 현대미디어를 극복하며 구원을 향해가는 개인의 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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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트루먼 쇼’는 트루먼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트루먼의 삶과 사랑과
일상을 보이지 않는 감시카메라로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일 똑
같이 시작되는 트루먼의 변함없는 안정된 일상은 마치 현실세계의 온갖 갈등과
질병 전쟁이나 테러가 전혀 없는 천국 같은 평화를 보여준다. 트루먼이 살고있
는 지역의 이름도 그에 걸맞게 씨헤븐(Seahaven)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천국
(heaven)같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재현된 공간이다. 동시에 이곳은 단 한
사람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기도 하다. 그 한 사람은 종교적 알레
고리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트루먼(Trueman)이다. 씨헤븐은 사실 ‘트루먼
쇼’ 라는 리얼리티 티비쇼를 위한 방송국 세트장이다. “달에서도 보이는” 이 거
대한 세트장과 수 천 명의 사람들은 오로지 트루먼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트루먼의 변함없이 평범한 일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느 날 트루먼의 출근길에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진다. 푸른 하늘에서 갑자
기 떨어진 조명은 완벽하게 평범했던 세계로부터 트루먼이 이탈되는 첫 지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어리둥절한 채 출근길을 재촉하던 트루먼은 그것이 무엇이었
는지 궁금해하기도 전에 의혹을 해소하게 된다. 마치 트루먼이 혹시라도 가졌을
의혹과 궁금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 라디오방송의 뉴스는 오직 트루먼의 반
응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씨헤븐에 존재하는 모든 미디어는 오직 트루먼만을 위
해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읽혀진다. 신과 같이 전지전능해진 미디어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종교적인 알레고리를 염두에 둔 듯, 트루먼의 이름은 ‘진정
한 인간’(True man) 이고 이 거대한 티비쇼의 연출자는 예수를 연상시키는 크리
스토프(Christof)로 등장한다.
라디오: 오늘 씨헤븐 상공을 지나던 비행기의 부품이 땅으로 떨어지는 사고
가 났습니다.
트루먼: 아~
라디오: 와우, 하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십
니까?
트루먼: 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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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좋네요. 어디론가 비행기 여행을 생각중인가요?
트루먼: 아닌데.
라디오: 오오, 좋네요.
RADIO: Here’s a news flash just in: an aircraft in trouble began shedding
parts as it flew over Seahaven just a few moments ago.
TRUMAN: Ohhh...
RADIO: Wow. Luckily no one was hurt. But hey! How do you feel today?
TRUMAN: Mmm-mmm.
RADIO: That’s good. You thinking of flying somewhere?
TRUMAN: Nope.
RADIO: O-o-oh, good. (The Truman Show)

이 장면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모든 미디어가 오로지 트루먼 한 사
람을 속이기 위해 존재하는데, 트루먼은 자신의 환경이 조작되고 기만적이라는
사실을 아직 의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영화는 ‘트루먼 쇼’라는 비인간적인 리얼리티 쇼에
대한 비판을 통해 미디어가 얼마나 인간을 자본주의적 재화로 여기는지를 보여
준다.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물건들, 트루먼이 사용하고 입고 먹는 모든 것들은
“다 광고”라고 말하는 크리스토프의 말은 ‘트루먼 쇼’ 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본
주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대한 광고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트루먼은 사실상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라, 방송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
출하는 이익의 근원인 셈이다. 마치 동물을 사육하고 전시해서 관람객의 돈을
받는 동물원처럼, ‘트루먼 쇼’는 트루먼이라는 한 살아있는 인간의 삶을 영상으
로 전환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관람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는 매우 직설적인 의미에서 억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프리 밀러
(Jeffrey Miller)는 그런 면에서 지배계급 즉, 씨헤븐의 모든 것을 통제하여 자본
주의의 광고수익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영화에 등장하는 “정부, 기업, 학교,
미디어는 매우 억압적인 제도”임을 지적하고 있다(21). 특히, 트루먼이 학생시
절 씨헤븐을 벗어나 세상을 여행하고 탐험하고 싶을 때, 교사는 “이미 너무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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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세계에는 더 이상 탐험할 곳이 남아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장면은 학교
라는 공간이 어떻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개인의 의식과 자유의지를 제한할 수 있
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보여준다. 다른 주변의 모든 환경과 마찬가지로 학교는
트루먼으로 하여금 더 넓은 세상으로의 호기심을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특정 권력이 자신에게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유포함으로써 시스템을 유
지하려고 하는 매우 정치공학적인 메카니즘과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트루먼이 씨헤븐을 떠나기 위해 찾아간 여행사의 포스터는 마치
특정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프로파간다처럼 비춰진다. 이 장면에는 밈(meme)2)이
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벼락을 맞는 비행기 사진
에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나타난다. 여행사 벽에 안내되어
있는 여행에서 겪을 수 있는 “테러, 질병, 야생동물, 갱단의 습격”에 대해 보험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포스터 역시 트루먼에게 여행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전달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트루먼의 의지를 꺾고, 현실인식을 왜곡하게 하며 궁극적
으로 트루먼의 행동을 통제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트루먼을 강제
적, 물리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트루먼 내면의 공포와 트라우마를 이용하
여 간접적으로 트루먼을 통제하고 기만하려고 하는 시도이며, 대부분의 왜곡된
미디어와 권력이 취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영화는 트루먼의 세계와 트루먼의 세계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크리스토프의
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 트루먼은 ‘트루먼 쇼’라는 제목의 리얼리티 티비쇼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트루먼 쇼’의 시청자이거나 아니
면 쇼의 일부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다. 하지만 리얼리티 쇼에 배우들에게도 이
러한 방식의 티비쇼는 매우 특별하다. 허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트루먼과 맺는 관계는 거의 실제와 같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프: 우리는 가짜 감정을 표현하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데 지겨워
졌습니다. 불꽃놀이 같은 특수효과도 지겹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
2) 밈이라는 용어는 리차드 도킨스에 의해 처음 사용되어진 용어로, 모방 같은 비 유전적 방법
을 통해 전달된다고 여겨지는 문화의 요소로 정의된다(블랙모어 12). 인터넷의 발달, 그리
고 이미지 합성기술의 발달로 현재에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합성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
하는 사진 등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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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어떤 면에서 가짜와 같습니다. 하지만 트루먼에 관한한 가짜는
없죠. 대본도 없고, 지시카드도 없습니다. 셰익스피어 같은 드라마는
아니지만, 그건 진짜 감정이죠. 그게 바로 삶이에요.
CHRISTOF: We’ve become bored with watching actors give us phony
emotions. We’re tired of pyrotechnics and special effects. While the
world he inhabits is in some respects counterfeit, there’s nothing fake
about Truman himself. No scripts, no cue cards...It isn’t always
Shakespeare but it’s genuine. It’s a life. (The Truman Show)

크리스토프의 말처럼, 사실상 트루먼 쇼는 누군가의 한 삶을 고스란히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다. 친구도 아내도 엄마도 모두가 트루먼에게는 진짜 친구이며 아
내이며 엄마인 것이다. 그러한 역할을 맡은 배우들에게도 트루먼과의 삶은 상당
부분 진짜와 구분하기 어렵다.

메릴: 음, 저에겐 사실 개인적인 삶과 방송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트루먼 쇼
는 바로 저의 인생이에요. 트루먼 쇼는 아주 숭고한 삶이죠. 진실로 축
복받은 삶이에요.
MERYL: Well, for me, there is no—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a private
life and a public life. My—my life is my life, is The Truman Show.
The Truman Show is...a lifestyle. It’s a noble life. It is...a truly blessed
life. (The Truman Show)

메릴의 진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트루먼의 아내 역할을 하는 배우이지
만, 자신에겐 방송의 삶과 개인적인 삶의 구분이 없다고 말한다. 트루먼의 아내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의미와 직결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이
허구적인 가상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그 삶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기기
만적인 측면은 배우들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소비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진짜와 가짜에 대한 구분은 트루먼 쇼에서 무의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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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론: 그건 전부 진실입니다. 모두 진짜에요. 여기에 가짜는 없어요. 이 쇼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가짜가 아닙니다. 단지 약간 통제되고 있을 뿐이에요
MARLON: It’s all true. It’s all real. Nothing here is fake. Nothing you see
on this show is fake. It’s merely controlled. (The Truman Show)

단지 통제될 뿐, 모든 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말론의 주장은 어쩌면 영화 바깥의
현실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 쇼에서 친구의 역할을 맡거나, 아내의 역할
을 맡게 되면, 사실상 트루먼의 어린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야 하고, 트루먼과 결
혼을 하게 되면 진짜로 트루먼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
루먼을 제외한 다른 모든 배우들은 그 어떤 허구적인 프로그램보다 ‘트루먼 쇼’
는 훨씬 더 실제에 가까운, 자신의 실제 삶과 근접한 리얼리티 쇼라고 할 수 있
다. 현실의 사회와 세계 역시 중앙집권적인 권력과 감시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시뮬라시옹의 개념을 통해 실재와 허구의 미묘한 관계를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던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관점은 이 영화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해석의 단서를 제공해준다. 보드리야르가 제시한 “감추기”와
“척하는 행위”는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과 주변 인물들의 대조 속에서 명확
하게 나타난다. 아이러니하지만, 전 세계 수 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
도 트루먼은 늘 뭔가를 감추려고 한다. 직장이나 집에서 트루먼은 실비아와 관
련된 물건들을 감춘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공포를 감추고,
나중에는 자신의 결단을 위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감춘다. 하지만 그가 감추는
모든 것은 사실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다. 트루먼의 감추기는 사실
감춘다는 행위의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실제 그가 감추는 것은 티비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그의 감추기는 사실상 더욱 흥미로운 방식으
로 뭔가를 보여주는 효과를 얻는다. 유일하게 트루먼이 시청자를 포함해서 크
리스토프와 제작자 모두를 대상으로 감추기를 성공했을 때, 그때는 바로 트루
먼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이루어진다. 감추기가 실제
로 성공했을 때, 트루먼은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기의지를 얻게 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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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트루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역할인 척한다. 메릴은 아내
인 척하고, 말론은 친구인 척하며 엄마 아빠 역시 그 역할을 부여받은 배우일
뿐이다. “감추기는 가졌으면서도 갖지 않은 체하는 것”(19)이며, “시뮬라크르하
기는 갖지 않은 것을 가진 체”(19)하는 것이라는 보드리야르의 지적을 생각해
볼 때, 트루먼 쇼는 이러한 감추기와 시뮬라크르하기가 완벽하게 대립되는 구조
를 갖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트루먼은 자신이 서서히 깨닫게 된 자유와
자유의지를 시청자와 프로듀서 모두로부터 성공적으로 감출 수 있음으로 해서
시뮬라크르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크리스토프의 존재는 “결국 본질적으로 신이란 없었기 때문이고 오직 시뮬라
크르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더군다나 신 자체도 시뮬라크르였기 때문이다”라
는 보드리야르의 주장(24)에 매우 합당한 주체로 나타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크리스토프는 트루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씨헤븐을 벗어나려는 트루먼의 보트위로 인공
폭풍우를 몰아치게 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장면에서 매우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주인공들이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각별한 애정은 즉각적으로 이미지에 대
한 보드리야르의 주장을 환기시킨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미지는 깊은 사실
성의 반영이다. 이미지는 깊은 사실성을 감추고 변질시킨다. 이미지는 깊은 사실
성의 부재를 감춘다. 이미지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어떠한 사실성과도 무관하
다. 이미지는 자기 자신의 순수한 시뮬라크르이다”(27). 이러한 보드리야르의 주
장은 트루먼이 실비아의 모습을 몽타쥬로 구성한 사진에 대해 보여주는 애착에
서 확인된다. 실비아 역시 배역에서 쫓겨 난 후, 티비에 비춰지는 트루먼의 이미
지를 손으로 더듬는다. 티비 이미지를 손으로 더듬는 행위는 이후 크리스토프도
반복하는데, 사실 크리스토프에게 트루먼은 단지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인물과
다름없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트루먼에 대한 사랑은 오로지 이미지로서의 트
루먼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트루먼과 아무런 실체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방송이 끝난 직후, 트루먼에 대한 관심이 쉽게 휘발되는 것은 그러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필연적으로 쉽게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크리스토프의 티비 세트장은 마치 보드리야르가 말한 디즈니랜드와 같다. 거
짓과 기만으로 만들어져 운영되는 자신의 쇼가 전 세계에 방송되는 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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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자체가 거짓과 기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추기 위한 기제인 것이다.
디즈니랜드는 실제의 나라, 실제의 미국 전체가 디즈니랜드라는 사실을 감추
기 위하여 거기 있다. (마치 감옥이 사회 전체가 그 평범한 어디서고 감방이
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거기 있는 것과 약간은 유사하게). 디즈니랜드는
다른 세상을 사실이라고 믿게하기 위하여 상상적 세계로 제시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를 감싸고 있는 로스엔젤레스 전체와 미국도 더 이상 실재가 아니
고 파생실재와 시뮬라시옹 질서에 속한다. [· · ·] 그로부터 이 상상 세계의 허
약함과, 유치한 백치성이 나온다. 이 세계가 어린애 티를 내려하는 이유는,
어른들이란 다른 곳, 즉 <실제의> 세상에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진정한 유치함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며, 어른들의 유치
성 그 자체가 그들의 실제 유치성을 환성으로 돌리기 위하여 어린애 흉내를
낸다. (보드리야르 40-41)

트루먼이 살고있는 씨헤븐은 보드리야르의 관점에서 시뮬라크르에 완전히 부합
하는 특성을 갖고있다. 트루먼의 세계는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시뮬라시옹의 세
계이며, 그것은 단순히 “그런 척 하는 연출”이 아니라 트루먼의 세계는 실제로
그러한 물리적 “징후”를 가지고 있는 시뮬라크르인 것이다. 메릴이 아이를 갖자
고 했을 때, 혹은 말론이 어린 시절 트루먼과 탐험놀이를 하다가 폐렴에 걸리거
나 하는 에피소드는 단순히 연극적 차원의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매우 역설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 크리스토프의 세트장은 현실의 기만과 거짓, 갈등과 테러등 현실적 위협
을 제거한 세계로 그려지지만, 결국 현실이 마찬가지로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국 크리스토프의 세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트루먼의 세계는 현실의 표백화된 버전일 뿐, 근본적인 속성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진실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혹은 미디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
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이러한 구분은 명백하게 현실에서도 고스란히 찾아
볼 수 있다. 현대사회 역시 미디어를 중심으로 시청자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
로듀서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 트루먼처럼 자신이 미디어에 의해 조작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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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트루먼이라는 이
름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true man)를 생각해 볼 때, 트루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알레고리(allegory)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알레고리극의 대명
사인 에브리맨 (Everyman)은 “알레고리가 가장 정교하게 등장하는”(Norton
364) 대표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각각
신, 죽음, 지식, 아름다움, 강인함, 그리고 보편적 인간 등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트루먼 역시 그러한 알레고리적 차원에서 매우 분명한 상징적 의
미를 갖고 있다. 트루먼(Truman)은 ‘진실한 사람’(True man), 이고 크리스토프
(Christof)는 그리스도(Christ), 혹은 신적인 존재로 환기된다. 그리고 이 모든 쇼
가 벌어지는 장소는 바로 천국(heaven)과도 같은 씨헤븐(Seaheaven)인 것이다.
알레고리가 어떤 보편적인 상징과 속성을 통해, 그 범주에 속한 개체들의 의
미를 설명해준다고 할 때, 트루먼은 현대 미디어 사회에서 미디어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을 비판적 여과 없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진짜 세상이라고 믿었던 트루먼은 사실 미디어의 통제와 조작 그리고 기
만으로 인해 허구의 세상에서 온통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했던 사람들을 진짜라
고 생각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세상의 기만성에 대한 인식은 역사
가 깊다. 멀리까지 살펴본다면 널리 알려진 플라톤(Plato)의 동굴의 비유가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동굴의 벽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혈거인들에겐 동굴
벽에 비치는 그림자가 실재로 인식되었지만, 동굴 바깥을 경험하고 난 사람에겐,
동굴 벽의 그림자는 횃불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었다.
가상의 실재가 현실을 압도한다는 주제는 <트루먼 쇼>가 발표되기 전후로도
여러편의 영화에서 반복된다. 1997년 데이빗 핀쳐(David Fincher)의 <더 게
임>(The Game)은 어느날 주인공의 일상을 송두리째 게임처럼 가상의 현실로
바꿔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루먼 쇼>가 발표된 다음해인 1999년에는 영
화 <매트릭스>(The Matrix)와 <13층>(The Thirteenth Floor)이 개봉하였다. 두
편의 영화 모두 세계가 사실은 누군가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같은 것
이라는 설정을 담고 있다. 특히, <매트릭스> 그러한 가상의 세계를 구동하는 프
로그램과,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인간들이 기계와 싸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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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13층>은 게임 개발자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캐릭터가 되어서 게임
속의 세상을 경험한다는 줄거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게임 개발자 역시 누군가
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캐릭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을 개발한
현실세계의 인간의 몸을 얻게 된다. 어쩌면 1990년대 후반 이러한 실재와 가상
현실과의 대비가 사회문화적으로 주도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은 점점 더 미디어
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는 시대적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매트릭스>에서 “대부분의 인간이 자신도 모르게 노예상태에서 전
력원으로 이용되는”(진더 61)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처
럼, <트루먼쇼> 역시 트루먼이 자신도 모르게 24시간 광고에 등장하여 자본주
의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리얼리티 쇼와 광고와의 밀접
한 관계는 텔레비전의 새로운 장르가 되었다.
방송 자원이 케이블 채널로 옮겨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상업장르, 즉
비용이 비싸지 않은 장르가 탄생하게 된다. 바로 리얼리티쇼다. 이는 모든 시
청 시간대를 점령한 장르로, 이 장르의 탄생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혁신이었
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리얼리티쇼가 텔레비전을 바꾼 것은
사실이다. 방송의 내용, 리듬, 촬영방식, (라디오와 같은) 옛 미디어나 (인터
넷, 모바일 폰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와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 등, 리얼리티
쇼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다. 텔레비전을 변화시킨 또 하나의 장르가 있으니,
바로 광고다. [· · ·] 광고는 지난 20년간 계속 증가하면서 끊임없이 정교해졌
다.” (부르동 99).

‘트루먼 쇼’는 트루먼도 모르게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트루먼의 인생 전체를 거
짓으로 만들고 조종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트루먼 쇼’와 광고는 매우 밀접하
다. 영화는 리얼리티 쇼와 광고의 절묘한 결합을 쌍둥이 노인, 메릴의 느닷없는
상품에 대한 언급, 그리고 언제나 맥주를 들고 다니는 말론을 통해 매우 희화적
으로 묘사하고 있다.
<트루먼 쇼>는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인간의 운
명을 통제할 만큼의 절대적인 권력과 그 권력에 저항해 현실로 나아가려고 하
는 트루먼의 자유의지의 투쟁이 매우 극적으로 강조된다. ‘트루먼 쇼’라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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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크리스토프는 예수 그리스도(Christ)를
연상시키는 이름(Christof)처럼 마치 전지전능한 신의 능력을 연상시킨다. 크리
스토프는 사실상 트루먼의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일종의 “기업적 아버지(corporate father)”(Jagodzinski 63)이라고 할 수 있다. 크
리스토프는 비록 자신이 허구적인 세계를 만들고 그것을 완성하는데 모든 삶의
열정을 바치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세계는
현실세계의 모든 거짓과 기만이 없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스토프의 세트장이 거짓세상으로, 그리고 크리스토프와 시청자들, 그리
고 실비아가 있는 세계를 진짜 세상이라고 봤을 때, 트루먼과 크리스토프는 매
우 아이러니한 위치에 있게 된다. 크리스토프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자신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곳
은 트루먼에게는 기만적인 세계에 불과하다. 크리스토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
하는 세계에 있는 트루먼은 오히려 크리스토프가 환멸을 느꼈던 티비 세트장
바깥의 현실로 가려고 한다. 서로가 서로의 이상적 세계에 안주하지 못한다. 이
렇게 교차되는 역설은 영화의 마지막 세트장을 벗어나려는 트루먼에게 건네는
크리스토프의 말에서 확인된다. “트루먼 네가 가려고 하는 세상 역시 지금 이
세상만큼의 진실도 없다. 거기에도 똑같은 거짓과 기만이 가득하다. 그리고 나
는 너보다도 더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There’s no more truth out there than
there is in the world I created for you. Same lies. The same deceit. But in my
world, you have nothing to fear. I know you better than you know yourself. The
Truman Show). 이 말은 영화가 ‘트루먼 쇼’라는 인권유린적인 리얼리티 티비쇼
에 대한 비판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쇼가 일상화된 영화바깥의 현실에 대한 비
판으로 읽혀질 수 있게 한다.
트루먼의 세계와 시청자들의 세계는 다소 역설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트루먼
은 자신이 평생 기만당하며 살아왔던 스튜디오의 세계를 벗어나 진짜 현실의
세계로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진짜 현실의 세계란, 무력한 시청자들이 반복
되는 일상을 평상 끌어안고 살아가는 세계이며, 트루먼을 속이면서 명성과 돈을
벌고, 더 나아가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현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가상의 세
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만족해하던 크리스토프가 존재하는 세계이다. 현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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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과 크리스토프는 자신들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오로지 트루먼이 존재하는 가상의 세계 속에서 찾는 것이다.
트루먼의 세계와 크리스토프의 세계는 상호 역설적으로 교차하게 된다. 트루
먼은 크리스토프가 있는 현실의 세계를 열망하고, 크리스토프는 자신이 만들어
낸 트루먼 쇼의 가상적 세계에 집착한다. 트루먼과 크리스토프는 각자 자신이
속한 세계를 부정하고, 서로가 존재하는 세계를 이상적인 공간으로 간주한다.
영화는 트루먼이 스튜디오의 세계를 빠져나가는 것으로 결론지으면서 일견 기
만적인 티비 쇼와 광고로 점철된 리얼리티 쇼에 대한 신랄한 풍자처럼 읽혀지
는 것 같지만, 트루먼을 설득해서 쇼에 남게 하려는 크리스토프의 현실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영화의 주제로 읽혀진다. 어느 세계에 속해있건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한다. 결국 트루먼이 보여주는 것은 현실에 갇혀 있는 자
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유의지의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
유의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만적인 세계에 대한 각성과 그것으로부
터의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디어가 생산하는 것이 가상이고 이미지라고 한다면, <트루먼 쇼>는 그러
한 이미지와 실재의 관계에 대한 다소 유보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 실비아와
트루먼 그리고 크리스토프 모두 다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능적인
성향이 있다. 그것은 영화에서만 설정된 것이라기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
반적인 진실을 제시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집착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눈과 에로스의 밀접한 관
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전까지 트루먼 쇼에 대한 많은 연
구들이 ‘관음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트루먼 쇼>의 중요 등장인물들에게는 이러한 관음증적인 페티쉬(fetish)가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 트루먼에 대한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크리스토프와 실
비아 역시 엄격한 의미에서는 관음증적인 시선으로 트루먼을 바라보지만, 관음
증적인 대상인 트루먼 역시, 간접적으로 자신이 잡지 사진을 몽타쥬로 재구성
한 실비아의 모습을 남몰래 간직한다. 그리고 이렇게 조각조각 만들어진 실비
아의 사진은 트루먼이 바다에서의 사투를 견뎌낼 수 있는 내적 의지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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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고진스키(Jan Jagodzinski)의 지적처럼, 영화는 실제와 같은 티비쇼에 대한
상당한 집착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집착은 “폭력과 파토스”를 수반한다
(62).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사실상 실질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영화에 등장하는
미디어, 그리고 ‘트루먼 쇼’ 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의미하는 상징적이고
“관음적인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정애 67). 영화에 제시된 폭력의 양상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폭력은 문자적인 의미처럼 물
리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다. 티비 세트와 연출을 통해서 나타나는 폭력은 대부
분 그것이 흥미와 스펙터클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유일한
구체적인 폭력은 배를 타고 떠나는 트루먼에게 인공폭풍우를 일으키는 장면인
데, 여기서 크리스토프는 트루먼의 생명을 마치 방송의 소품처럼 다루며 이렇게
말한다. “트루먼이 태어나는 순간은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는데, 생방송으로 죽는
게 뭐 어떻겠어?” 스텝과 시청자들 모두 이러한 크리스토프의 행위가 선을 넘
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들은 무력하다. 크리스토프는 마치 인간위에 주재하
는 신(Christ)처럼 트루먼의 삶과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트루먼이 항해하는 바다위로 폭풍우가 몰아칠 때, 트루먼은 끝까지 자신의
항해를 저지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저항한다.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트루먼은
알지 못했지만, 마치 신에게 저항하는 문제적 인간처럼, 트루먼은 자신의 의지
를 굽히지 않는다. “이게 전부냐? 나를 막으려면 나를 죽여야 할걸” 이라는 트
루먼의 결연한 의지는 다시 크리스토프의 분노를 이끌어내고, 결국 트루먼은 죽
기 직전까지 폭풍우 속에서 사투를 벌인다. 처참하게 기울어진 트루먼의 배를
지켜보고 나서야 크리스토프는 폭풍우를 멈추라고 한다.
2.1 트루먼의 상실과 멜랑콜리의 전복성

우울과 멜랑콜리는 <트루먼 쇼>의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살펴볼 때, 트루먼의 삶은 아무것도 결여된 것이 없는 완벽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티비 기획자의 의도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20여년을 제외
하면 트루먼은 가족, 직장, 돈, 건강, 결혼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
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갖춰져

18

김 성 현

있음으로 생겨나는 상실감 역시 두드러진다. 바로 상실 없는 상실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실감으로부터 생겨나는 멜랑콜리는 영화에서 매우 전복적
인 희극성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우울의 전략속에 내포된 전략적 희극성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노미는 규제와 규율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율
의 확대로 재생산된 욕망은 절대 현실에서 충족될 수 없다. 이러한 확대된 욕망
은 필연적으로 현실에서 좌절되고 구속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
로 주체에게는 욕구불만과 상실, 우울을 파생시킨다(슈 126).
트루먼의 삶은 처음부터 상실과 기만 그리고 거짓과 연출로 짜여졌다. 기업
에 입양된 미혼모의 아기로 태어나, 첫 걸음마를 시작할 때는 물론, 첫 이가 빠
질 때, 사춘기를 보낼 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은 사실 드라
마의 연출처럼 미리 계획된 것이었다. 이런 상황은 트루먼에게 매우 중층적인
상실의 지형도를 만들어낸다. 트루먼은 처음부터 미혼모에 의해서 기업에 입양
된 아이였다. 트루먼은 친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아픔을 겪은 셈이다. 하지만 트
루먼에게는 티비쇼에서 만난 부모가 있었다. 그리고 아빠의 역할을 하던 커크
(Kirk)는 트루먼이 어렸을 때 보트가 뒤집히는 사고로 죽고 만다. 이 사건은 트
루먼에게 매우 결정적인 물공포증을 심어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트루먼은 바다
로 둘러싸인 티비 세트장을 스스로 떠나지 못한 채 평생을 씨헤븐에서 살아 온
것이다. 하지만 커크의 죽음은 사실 연출 속의 연출인 셈이다. 커크는 처음부터
트루먼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으며, 그의 죽음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모든 것
은 기만적인 연기로 구성된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만적인 연출에 의해
트루먼이 받았던 영향은 매우 실질적이었다는 것이다. 바다에 더 오래 있고 싶
다고 했던 자신의 고집으로 폭풍우에 갇히게 되었고, 그 결과 아버지를 잃었다
는 자책감은 바다에 대한, 물에 대한 공포증으로 확대 재생산되며 결과적으로
트루먼의 삶을 섬 안에 가두어 놓는 일종의 자기내면의 감옥이 된 것이다. 죄책
감과 물공포증은 심리적인 관점에서 멜랑콜리적인 상태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내면으로 침잠하게 되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시도는 정지되고, 지속
적으로 어딘가에 고착된 심리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멜랑콜리
적인 상태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고찰로 이어지며 결국 트루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의심을 결정적인 확신으로 바꾸게 된다.

영화 <트루먼 쇼>에 나타난 미디어의 기만성과 전복적 멜랑콜리

19

아버지가 죽고,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살아오던 트루
먼은 어느날 출근길에 우연히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행색이 초라한 노숙자의
차림을 한 커크는 20년 만에 만난 트루먼(사실 커크는 티비쇼를 통해 계속 트루
먼을 보고 있었을 것이지만)에게 어색한 인사를 건네고 트루먼은 단숨에 커크
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본다. 하지만 이 순간은 티비쇼의 연출내용에
없었던 예상 밖의 상황이었고, 곧 주변 티비쇼의 스텝들은 트루먼에게서 커크를
떼어 놓는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를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된 트루먼은
집착적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긍정하며 조금씩 자신이 어떤 음모에 말려들었다
는 추측을 하게 된다.
심리적인 차원에서 트루먼이 아버지의 존재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영화의 구
성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버지의 죽음은 사실상 트루먼이 티비 세트
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은 물 공포증의 형태로 변형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트루먼이 자신 스스로에게 가하는 일종의 벌과 같은 것이다. 물 공포증 때문에
트루먼에게 섬을 떠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트루먼 스스로 갖고 있는
심리적인 공포증에 더해서, 티비 쇼의 스텝들은 지속적으로 트루먼의 물 공포증
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트루먼을 훨씬 더 견고하게
섬에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트루먼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섬을 벗어나는 출장을 명령할 때
매우 명확하게 나타난다. 트루먼은 출장명령대로 배를 타려고 항구에 간다. 하
지만 승선 데크 옆으로 거의 완전히 물에 잠긴 채 보이는 작은 보트는 결정적으
로 트루먼에게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죽던 날을 떠오르게 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트루먼의 트라우마를 다시 각성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트루먼은 결
국 배를 타지 못하고 되돌아온다. 이 장면은 마치 트루먼이 배를 탈 수 있을지
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 카메라의 시점으로 관객들에게 제
시되며, 티비 세트장의 연출이 트루먼의 내면과 심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장면은 누군가의 의도로 조
작이 가능한 티비 연출이 사실상 개인의 의식과 정신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미디어가 개인에게 가하는 전제적인 권력의 기만으로 읽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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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러한 기만성은 점점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해간다.
공교롭게도 아버지와의 재회, 그리고 실비아에 대한 회상을 거치면서 트루먼
은 자신의 삶이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하고 추적당하고 있다는 막연한 의심을 갖
게 되며, 그 결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일들이 사실은 매우 반복적이며 되풀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특히, 트루먼이 자신의 결혼식 사진에서 메릴의 손가
락 제스처3)를 보았을 때, 트루먼은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노출되고 있음을
의심하게 된다.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실비아에 대한 애정으로
트루먼은 피지(Fiji)를 향해 떠나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찾아간 여행사의 비행
기는 이미 예약이 만료된 상태였으며, 여행사에 걸린 포스터는 온갖 여행의 위
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들 뿐이다. 모든 것들은 트루먼의 심리와 내면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연출된 것들인 것이다.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
트루먼은 다른 교통편을 알아보지만, 그 역시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떠날 수
없게 된다. 자신이 떠나려고 하자 주변의 환경이 계속 자신을 방해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 트루먼은 결국 자신의 차를 타고 직접 떠나기로 한다.
하지만, 섬은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트루먼은 아직 바다에 대한 공포를 극
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반강제로 메릴을 태워서 운전하게 한 트루먼은 바다위에
놓여진 다리를 건너게 되지만, 이어서 계속 트루먼의 여정을 방해하는 터무니없
는 사건들이 발생한다. 산불이 일어났다가, 결국 방사능 누출이라는 다소 코믹
하기까지 한 연출로 트루먼의 행로를 차단한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는
중, 방사능 누출 현장에서 처음 만난 경찰관이 트루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트
루먼은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
지하며 자신의 의심이 결국 사실일 것으로 확신하고 탈출을 시도한다. 하지만
결국 트루먼은 경찰들과 방사능복을 입고 있는 티비 스텝들에 의해서 저지당한

3) 사진첩을 보던 트루먼은 결혼식 직후 메릴과 찍은 사진을 보는데, 메릴이 손가락으로 사진
밖의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집게와 중지를 교차시켜 상대방에
게 희망을 기원하는 이러한 제스처는 일종의 신호이며 이 신호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는 생각에 트루먼은 자신의 세계와 그리고 메릴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이후, 병원으로
출근하는 메릴에게 메릴의 제스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똑같이 말해준다. “I’ll cross my
fingers for you” 라는 말은 메릴이 손가락 제스처로 한 말인네, 그것을 똑같이 메릴에게 함
으로써 트루먼은 뭔가 의심스러운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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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트루먼이 붙잡히게 되는 이 장면은 마치 동물원에서 탈출한 위험한 야생동
물을 포획하는 것처럼 연출되는데, 마치 ‘트루먼 쇼’가 트루먼을 거대한 티비세
트장에 구경거리로 가둬두고 있었음을 암시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트루먼은 마치 정글속의 야생동물처럼 무자비하게 다루어지고 절규하는 그
의 외침은 자유를 향한 개인의 처절한 울부짖음처럼 절박하게 묘사된다. 이 장
면은 상징적으로 미디어가 개인에게 얼마나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매우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시 집으로 끌려 돌아온 트루먼은 메릴과 말다
툼을 벌이면서, 메릴은 순간 티비쇼에 임하고 있는 자신의 역할을 잠시 잊은 채
트루먼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말다툼이 격렬해지면서 메릴은 자기도
모르게 티비 스텝을 향해 도와달라고 말한 것이다.4)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트루먼은 점점 더 자신을 둘러싼 음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하지만, 자신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고 학교를 다녔던 말론의 등장으로 트루먼은 다
시 진정을 되찾는다. 자신을 둘러싼 다른 모든 사람들은 거짓이고 가짜일 수 있
지만 오직 자신만은 진짜라고 말하며 트루먼과의 어린기억을 회상하는 말론은
트루먼을 안심시킨다. 하지만 트루먼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소환하며 자신
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말론의 말은 사실 크리스토프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말론은 어릴때부터 함께 자라왔고, 또 그 기억이 트루먼에게는 절대적
으로 진실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크리스토프의 완벽한
연출에 의해서 말론의 표현 그대로 “통제”(controlled)되어 왔던 것이다.
크리스토프: 난 정말 너에게만은 거짓말하지 않아
말론: 난 정말 너에게만은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생각해봐 트루먼. 만약 모
든 사람들이 여기 가담해 있다면 나도 그렇겠지. 하지만 난 아냐, 트루
먼. 왜냐하면, 여기엔 그 “뭔가”와 같은 게 없거든. 하지만 그래도 네가
4) 점점 의심이 심해지는 트루먼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던 메릴은 트루먼에게 채소용 칼을 들
이댄다. 트루먼이 칼을 들고 있는 메릴을 제압하는 순간, 메릴은 “어떻게 좀 해요”(Do
something!)라고 외친다. 명백히 자신들 이외의 제 3의 누군가를 향해 한 말이라고 생각한
트루먼은 재차 메릴에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고 다그치며 묻는다. 이때 말론이 들어오면서
트루먼을 진정시키고, 메릴은 말론에게 안겨 울부짖으며 소리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연기를 하라는 거야. 정말 못해먹겠어”(How can I carry on under this condition. It’s
un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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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는 맞았어.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원인. 그래, 우리가 트루먼
너를 위해 그를 찾아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밤 너에게 온 거야. 아마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을 거야. 아버지를 만나봐 트루먼.
CHRISTOF: And the last thing that I’d ever do is lie to you.
MARLON: And the last thing I would ever do...is lie to you. I mean, think
about it, Truman. If everybody’s is in on it, I’d hafta’ be in on it, too.
I’m not in on it, Truman, because...there is no “it.” You were right
about one thing, though...The thing that started all this. Yup, we found
him for ya’, Truman. That’s why I came by, tonight. I’m sure he’s got
quite a story to tell....Go to him. (The Truman Show)

말론은 ‘트루먼 쇼’를 진행하는 프로듀서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트루먼의 아버
지 커크를 만나게 해준다. ‘트루먼 쇼’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트루먼이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게 한 최초의 원인인 트루먼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함으로써
트루먼의 감정과 심리상태를 다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삶과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도 쇼에서는 프로듀서의 마
음대로 사람을 죽게도 하고 다시 살리기도 한다. 그리고 트루먼에게 미치는 영
향은 실제와 같다. 이것은 마치 미디어가 어떤 사실을 제시하거나 변경하거나
했을 때, 그 영향이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주체들에게 매우 실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가상과 기만은 사실 터
무니없지만, 트루먼은 눈앞에 나타난 아버지를 부정할 수 없고, 그 장면을 보는
시청자들 역시, 헤어진 아버지와의 해후를 감동적으로 바라본다. 오랜 세월 헤
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 눈물을 흘리는 트루먼 부자의 모습이 아주 디테일하게
연출된다. 눈물 흘리는 트루먼의 표정과 그것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청률에
방송국 프로듀서와 제작진들이 환호를 올리는 장면의 극적인 병치는 미디어가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아버지와의 재회는 트루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단지 겉으
로 봤을 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트루먼은 바다에 대한 공포
증도 역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생겼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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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물에 대한 공포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평생을 섬 안에서만 살았던 삶은
아버지와의 재회로 인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죄책감은 사라지고, 물에 대한
공포증 역시 극복된 것이다. 트루먼은 이제 더 이상 씨헤이븐이라는 섬 안에만
갇혀 있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트루먼에게는 자신이 섬을 떠나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바로 실비아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트루먼이 자신의 세계를 벗어나야겠다고 결정한 것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
다. 첫째, 아버지와의 재회를 통해 그 전까지 있었던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
복할 수 있었다. 둘째, 사랑은 트루먼을 자유롭게 했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
던 실비아를 찾기 위해 트루먼은 씨헤이븐을 떠난다. 실비아와의 기억을 되살리
며 트루먼은 자연스럽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을 되새긴다.
로렌: 트루먼 내 말 들어야 해, 모두 너에 대해...알고 있어. 모르는 척 할 뿐
이지, 알겠어? 다들 너를 알고 있어. 전부 거짓말이야. 트루먼, 내말을
믿어줘. 이것도 가짜야. 다 너만을 위해 만든 거야. 이건 세트야, TV
프로라고. 쇼란 말야. 사람들 모두가 널 보고 있어. 이 사람 말 듣지마.
거짓말할 거야, 다들 널 보고 있어.
LAUREN: Listen to me. Everyone know about-everyone knows everything
you do. ‘Cause they’re pretending, Truman. Do you-Do you
understand? Everybody’s pretending. The sky and the sea, Everything
—it’s a set. It’s a show. Everybody’s watching you. Please don’t listen
to him. He’s gonna lie to you. They’re watching us now. (The Truman
Show)

“이 모든 세상은 너만을 위해 만들어진 가짜야. 트루먼, 여기를 나와서 꼭 나를
찾아와줘.” 실비아가 방송국 스텝에게 끌려 강제로 트루먼과 헤어질 때 했던 이
말은 단지 강압적으로 헤어져야 했던 연인의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라 트루먼이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고 성찰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트루먼 쇼>에서 카메라의 시선은 기존 카메라의 시선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
와 차별화 된다. 카메라로 상징되는 응시와 시선의 은유적인 실체는 히치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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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red Hitchcock)의 <이창>(Rear Window), 마이클 파웰(Michael Powell)의
<피핑 탐>(Peeping Tom)과 같은 경우에서처럼 남성적인 관음증으로 읽혀져 왔
다. 하지만 <트루먼 쇼>는 리얼리티 티비 쇼라는 프레임이 결합되면서 자신이
보여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관음적인 시선마저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트루먼은 자신이 관찰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중
반이후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카메라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때, 관음적인 시선은 다시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통제하는 사람에게 되돌아간다.
다시 말해, 자신의 행동을 몰래 훔쳐보고 있는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난 후,
아직 자신이 카메라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다. 이러한 트루먼의 전략은 궁극적으로 트루먼이 가장 거대한 관음증적인 주
체, 즉 리얼리티 쇼로서 ‘트루먼 쇼’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다.
“사진 이미지는 현대 국가에 있어서 푸코가 말하는 유순한 신체를 생산하는
주요 도구가 되어 왔다. ‘유순한 신체’란 체계에 적응하고 동조하고자 하는
욕구와 협동을 통해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지칭한다.
[· · ·] 푸코 이론의 핵심은 처벌이라는 강력한 위협 없이도 체계는 정상적으
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순응하기 때문인데, 우리
는 우리를 감시하는 제도적 응시를 내화하고, 이 상상적 응시가 우리로 하여
금 적절하게 순응하고 행동하게 만든다.” (스터르큰 85)

트루먼이 외부의 시선을 인식하고 난 후, 그 시선으로부터의 통제와 간섭을 벗
어나기 위한 노력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낭만적으로 묘사된다. 트루먼이 오랫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실비아의 스웨터는 정서적으로 트루먼의 진짜 사랑을 상
징하는 메타포이지만, 동시에 그 사랑의 메타포는 기만으로 둘러싸인 현실의 외
피를 꿰뚫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스웨터에 꽂혀있는 트루먼 쇼의
홍보용 핀에 쓰인 문구처럼, “어떻게 끝이 날까?”(How is it going to end? The
Truman Show)는 최초 ‘트루먼 쇼’의 홍보용 문구에서, 트루먼 자신을 향한 궁
극적인 질문이 된다. 아이러니 하지만, 실비아와의 대화에서, 트루먼은 이 핀의
문구를 보고 자신도 역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농담조로 말하는
데, 사실 이 말은 영화 후반부를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실질적인 암시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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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트루먼은 자신이 갇혀있는 티비 세트장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가장 강하
게 구속하고 있었던 바다를 향해 탈출을 시도한다. 트루먼이 자유와 해방을 위
해 물을 선택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은 트루먼이 가장 두려워하던
대상이었고, 공포였으며, 그것으로 인해 씨헤븐이라는 지역에서의 제한적인 삶
을 계속 살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트루먼이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죄책감에서 벗
어나면서 물에 대한 자신의 공포를 극복하고, 그 극복을 통해 기만적인 세계와
거짓된 세계를 벗어나려 한 시도는 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염두에 둘 때 의미
가 더욱 정교해진다.
고대로부터 신화와 전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물의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포
괄적이다. 무엇보다도 물은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의미하며 먼 곳으로의 탐험과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속과 험난한 여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경 에 등
장하는 모세(Moses)는 파라오(Pharaoh)의 폭압을 피해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킨
인물이었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The Myth of the Birth of the
Hero 14)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물의 상징성은 매우 신화적이다. 이러한
상징은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까지 양수에 갇혀 자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에서 건져진다는 말은 양수에서 벗어나는 과정과 동일하며,
이것은 신화적으로 물에서 건져내는 내러티브로 전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Rank 14). 이와 더불어, 물이라는 경계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 그
리고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생사를 위협하는 고난을 뚫고 트루먼
은 진정하고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 세상으로 나선다. 그것은 신화와 전설에서
물이라는 역경과 고난을 벗어난 자가 진정한 영웅이 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트루먼에게도 바다로의 항해는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고
난이라고 할 수 있다. 트루먼의 의지를 꺾으려는 크리스토프는 마치 신이 내리
는 가혹한 운명처럼 티비세트장의 인공폭풍을 일으키며 트루먼을 거의 익사 직
전까지 내몰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트루먼은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은
물론, 그가 그리워하는 여인을 만나는 출구를 찾게 된다. 마치 긴 항해를 마치고
페넬로페(Penelope)를 만나게 되는 오딧세우스(Odysseus)처럼, 트루먼 역시 실
비아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토프의 통제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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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조종을 받으며 살아왔던 트루먼(Truman)이 진정한 인간(True man)이 되는
과정이고(“The Truman Show: How’s it going to end?” 434), 이것은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의 속박과 구속의 상태를 자신의 의지로 벗어나는 자유의지의 발
현이기도 한 것이다.
2.2 트루먼에게 가해지는 미디어의 폭력

미디어는 시청자를 무력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진정성도 박탈한다. 목숨을 걸
고 항해를 하는 트루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
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트루먼의 생사를 놓고 내기를 걸기도 하고, 트루
먼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서적 교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낮 흥밋거리에 불과한 트루먼은 비록 생사를 가르는 인위적인 위
협이 방송으로 연출되어도 시청자들은 화면을 바라볼 뿐, 그것을 온전한 인간에
대한 인권유린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은 트루먼의
보트위로 무자비한 폭풍우를 일으키는 마치 분노한 신과 같은 크리스토프의 모
습에서 절정을 이룬다.
크리스토프: 번개를 때려. 다시. 다시 때려.
모세: 오 세상에, 크리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어. 생방송 중에 트
루먼을 죽게 할 셈인가?
크리스토프: 트루먼은 생방송 하면서 태어났으니까
[ · · ·]
크리스토프: 배를 뒤집어. 배를 엎어버려.
모세: 이런 젠장, 크리스토프!
클로에: 안돼요. 그럴 수 없어요. 트루먼이 자기를 배에 묶어놨어요.
크리스토프: 시끄러워!
시메온: 트루먼은 빠져 죽을 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요.
크리스토프: 다시 해봐, 다시 해!
CHRISTOF: Give me some lightning...Again! Hit ’im again!
MOSES: For God’s sake, Chris! The whole world is watching! We can’t let
him die in front of a liv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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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F: He was born in front of a live audience!
[ · · ·]
CHRISTOF: Capsize him. Tip him over.
MOSES: Damn you, Christof!!!
CHLOE: No! You can’t! He’s tied up to the boat!
CHRISTOF: Shut up!
SIMEON: He’s gonna drown and he doesn’t even care.
CHRISTOF: Do it. DO IT! (The Truman Show)

트루먼이 물에 빠져 죽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크리스토프는 트루먼을 저
지하려고 한다. 그가 태어나는 장면도 생방송으로 했었는데, 죽는 장면도 마찬
가지 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트루먼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
국 크리스토프는 트루먼의 의지를 막지 못한다. 폭풍은 사라지고 망망대해인 것
같은 바다를 떠다니던 트루먼의 보트는 결국 티비 세트장의 푸른 하늘처럼 칠
해진 벽을 뚫고 들어간다. 그것은 트루먼에게 세상의 끝이고, 기만의 끝이고 거
짓의 끝인 것이다. 트루먼은 그 벽 너머의 진실을 원하며, 그 벽 너머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실비아를 찾고 싶은 것이다.
크리스토프가 보여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은 사실 유일한 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실비아가 폭로하고, 또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트루먼 해방 캠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것처럼, ‘트루먼 쇼’는 이미 리얼리티 쇼라는 이름으
로 직간접적으로 트루먼에게 많은 폭력을 행사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
버지와의 사별인데, 사실 아버지 역할을 했던 배우는 죽지 않았다. 아버지와 보
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던 날, 트루먼은 이제 그만 돌아가자는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조금 더 항해를 하자고 조른다. 그렇게 바다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아버지는 익사하고 만다. 바다에서 아버지를 잃은
경험은 트루먼에게 평생 죄의식과 바다에 대한 공포증을 각인시킨다. 그 모든
사건은 이미 방송 대본처럼 짜여져 있던 것이었다. 트루먼은 티비 세트장을 떠
나선 안 되었기 때문에 세트장을 둘러싼 바다에 대한 공포증을 트루먼에게 주
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트루먼의 아버지 역시 배우에 불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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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사고로 트루먼에게 죽은 것처럼 연기해야했던 것이다.
결국,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배우는 자신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연기함으로
써 어린 트루먼에게 씻기지 않는 정신적인 상처를 주었고, 그것으로 인해 트루
먼은 평생 물을 두려워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트루먼의 결혼 상대에 대한 선택
역시도 매우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 실비아에 대한 자신의 자연스러운 호감은
무시된 채, 실비아는 끌려 나가고, 연출진에서 배정한 배우였던 메릴과 결혼하
게 되는 ‘트루먼 쇼’의 진행은, 트루먼 개인의 의지와 선택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오로지 시청율과 쇼의 흥미를 위해 설정된 내용으로 만들어 진다. 이러한 과
정 역시 모두 명백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토프의 폭풍우는 그
런 의미에서 기존에 트루먼에게 가해졌던 온갖 형태의 간접적인 폭력들이 진실
로 폭력적인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미디어에 의해 가해지는 폭력
앞에서 시청자들은 무력하기만 할 뿐, 누구도 트루먼의 삶에, 혹은 극단적인 방
송연출에 제지를 가하지 못한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모습은 바로 현대 미디어로
포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현대인들의 초상과 겹쳐진다.
바다에서의 힘겨운 사투를 끝내고 트루먼은 결국 티비 세트장을 빠져나간다.
티비를 보던 시청자들은 환호하고 크리스토프는 자신만의 티비쇼 제국이 끝나
는 것에 절망한다. 티비 송출은 중단되고 이제 30년 넘게 지속되어온 프로그램
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생사를 넘나들며 사투를 벌일 때 사람들이
보여주던 감동과 응원은 금방 사라지고 만다. 트루먼에게는 30년 넘는 평생 동
안 속아왔던 기만으로부터 탈출하는 극적인 사건이지만 ‘트루먼 쇼’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한 티비쇼의 마지막 에피소드일 뿐인 것이다.

III. 결론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의심해본 적이 없었던 트루먼은 두 가지 계기를 통해 자
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의심하게 된다. 첫째는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
이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만남으로 해서, 트루먼은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죄책
감과 상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와의 재회를 통해 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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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은 아버지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은 물론, 물에 대한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자신을 구속하고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 섬을 벗
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실비아에 대한 사랑이다. 트루먼은 자신의 실
제 감정과 다르게 티비 연출에서 정해놓은 각본대로 메릴과 결혼하게 된다. 하
지만 결혼 이후에도 트루먼은 실비아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실비아
가 떠난 피지라는 섬은 트루먼에게 항상 자신이 가고 싶은 이상향과 같은 곳이
었다. 피지로 떠난다는 것은 씨헤븐을 떠난다는 것으로, 실비아에 대한 사랑은
상징적으로 트루먼의 해방, 구속으로부터의 탈출, 자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피지는 트루먼에게 마치 “상징계의 기호”(Imaginary signifier) (Jagodzinski
75)처럼 끊임없이 현실을 벗어나서 지향하려고 하는 초월적인 대상이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배경이 된 가상의 시스템처럼, 현실의 수많은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사실은 현대인을 구속하고 종속시키는 체계이며, 대다수 현대인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노예” 이며, 그것을 깨닫는 것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아의 발견” 이라는 그리스월드의 주장은 (그리스
월드 8) 트루먼이 진정한 자아의 발견을 상징하는 것과 공명한다.
트루먼은 셋트장을 빠져나가는 선택을 하지만, 그것이 세트장의 허구에 대한
현실세계의 진실성이 갖는 승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영화는 세트장
의 허구와 기만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사실 매우 짧은 컷이지
만 영화 전체의 주제를 통렬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의 중간중간 열
렬한 시청자로 등장하는 두 경비원은 근무 시간 내내 ‘트루먼 쇼’를 시청한다.
두 사람은 트루먼이 세트장을 빠져 나가는 장면에서 환호하면서 트루먼을 응원
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트루먼 쇼’가 진행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때, 경비원들은 트루먼이 현실로 돌아온 사건에는 아무
런 관심이 없는 듯 곧장 다른 채널을 찾기 시작한다. 이 장면은 미디어가 가지
고 있는 휘발성의 극단적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경비원1: 한 조각 더 먹을래?
경비원2: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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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1: 다른 덴 뭐해?
경비원2: 그래 다른 덴 뭐하나 보자. 티비 가이드가 어디 있지?
GUARD1: You want another slice?
GUARD2: No, I’m okay.
GUARD1: What else is on?
GUARD2: Yeah, let’s see what else is on. Where’s the T.V. Guide? (The
Truman Show)

트루먼이 비상구를 통해 세트장을 벗어나고 실비아가 트루먼을 만나러 가면서
영화는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재회를 암시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마
지막 5초 분량의 장면은 궁극적으로 피터 위어가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
시지를 매우 명확하게 한다. 늘 트루먼 쇼의 열렬한 시청자였던 두 경비는 영화
의 마지막 순간의 환호를 함께 하지만, 트루먼 쇼의 송출이 중단되자, 더 이상
트루먼 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프로그램인 것이
다. 트루먼이 목숨을 걸고 세트장을 빠져나오기까지의 극적인 순간들마다 함께
열광하고 숨죽이며 지켜보던 그들은 이제 쇼가 끝나는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의
환호와 애정과 관심도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
는 현실 속으로 트루먼은 가려고 하는 것이다.
경비원들이, “티비 가이드 어디 있지? 다른 덴 뭐해?” 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
토프의 말과 함께 영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이 어디에 있
는지를 알려준다. 그 비판의 초점은 리얼리티 쇼의 기만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권
이라기보다, 그러한 쇼를 아무런 비판능력 없이 소비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티비를 보던 두 경비원은 방금 전까지 트루먼의 모험과 탈출에 환
호했지만, 방송이 중단되자 곧장 또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 채널을 돌린다. 미디
어에 잠식당한 현대인들은 적절한 애도도, 지속적인 환호도 없이 그저 다른, 새
로운 쇼를 찾아 채널을 돌릴 뿐이다. 마치 신문의 같은 지면에 나란히 실려 있
는 두 기사가 전쟁과 바자회에 관한 것일 수 있는 것처럼, 테러와 복권당첨처럼
상호 이질적인 기사가 나란히 실려 있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티비를 보던 사람들은 한 방송이 끝나면, 그 방송과 함께 느꼈던 오랜 시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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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서적인 교감도 순식간에 정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휘발적인 정
서는 이미 20세기 초반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에 의해서 매우 적절하게
설명된 바 있다. 짐멜은 대도시와 정신적 삶 에서, 대도시에 사는 군중들이 일
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에 너무나 많은 감정적, 정서적 에너지를
쏟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37). 대도시의 사람들이
주변의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무심할 수밖에 없는, “둔감함”을 가질 수밖
에 없는 사회문화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짐멜 41).
궁극적으로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비판의 지향점은 바로 허구적이
고 비인간적인 미디어가 아니라, 미디어의 내용에 둔감해진, 비판능력과 저항능
력을 상실한 미디어로 포화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관
점에서 크리스토프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양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는 비인
간적으로 자행되는 리얼리티 쇼를 주관하고 책임지는 프로듀서로서 미디어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동시에 그에게 미디어는 현실을 대체해주는 완전한 보상과
같다. 다시 말해, 크리스토프는 자신이 현실에 대해 절망과 환멸을 느꼈던 부분
들을 자신의 미디어 제국에서 보상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그 결과 크리스토프
자신에게는 ‘트루먼 쇼’의 세계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이고 모든 갈등과 분쟁과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완벽한 세상인 것이다. 이러한 크리스토프의 관
점은 트루먼의 관점과 마치 뫼비우스 띠의 양면처럼 서로 얽혀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미디어와 현실의 음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세트장을 빠져나가려 하는 트루먼에게 건네는 크리스토프의 마지막 설득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네가 가려고 하는 바깥의 세상 역시 이 세상만큼이나 진
실이 없는 세상이다. 똑같은 기만, 똑같은 속임수뿐이지.” 하지만 트루먼은 크리
스토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와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세트장을
빠져나가기로 결정한다. 이때 트루먼의 뒤로 열려있는 비상구는 매우 깊은 어둠
으로만 보인다. 상징적으로 트루먼이 지향하려고 하는 현실의 세계는 트루먼에
게 있어서는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깜깜한 암흑과도 같음을
의미한다. 확실하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과, 무엇을 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트루먼은 후자를 선택한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자유의지의 발
현이며 그것을 통해 점점 미디어에 종속되어 삶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현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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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혀질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Works Cited
바커, 크리스. 글로벌 텔레비전 . 하종원, 주은우 옮김. 서울: 민음사, 2001.
[Barker, Chris. Global Television. Trans. Ha, Jong-won; Ju, Eun-woo. Seoul:
Mineumsa, 2001. Print.]
보드리야르, 장. 시뮬라시옹 . 하태환 옮김. 서울: 민음사,
[Baudrillard, Jean. Simulacres et Simulation. Trans. Ha, Tae-hwan. Seoul: Mineumsa,
2001. Print.]
블랙모어, 수잔. 밈 . 김명남 옮김. 서울: 바다출판사, 2010.
[Blackmore, Susan. Meme. Trans. Kim, Myung-nam. Seoul: Bada Publishings, 2010.
Print.]
부르동, 제롬. 유럽 텔레비전 문화사, 공영방송에서 리얼리티쇼까지: 1950-2010 . 서
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Bourdon, Jerome. The History of European Television: 1950-2010. Seoul:
Communication Books, 2014. Print.]
Brearley, Michael. “The Truman Show: How’s It Going To En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89.2 (2008): 433-40. Print.
Brearley, Michael·Sabbadini, Andrea. “The Truman Show: How’s it going to
en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89.2 (2008): 433-40.
Print.
“Everyman.”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3. Print.
Griswold, Charles. “Happiness and Cypher’s Choice: Is Ignorance Bliss?” Matrix
and Philosophy. Open Court Publishing, 2002.Print.
해리스, 샘. 자유의지는 없다 . 배현 옮김. 서울: 시공사, 2012.
[Harris, Sam. Free Will. Trans. Hyun Bae. Seoul: Sigongsa, 2012. Print]
Jagodzinski, Jan. “The Truman Show: A Symptom of Our Times? Or, A Cure for
an Escape Attempt!” Psychoanalysis, Culture and Society 10 (2005): 61-78. Print.

영화 <트루먼 쇼>에 나타난 미디어의 기만성과 전복적 멜랑콜리

33

이재민, 김진희. 영화 ‘트루먼 쇼’의 스토리텔링 공감적 요소 .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7 (2016): 297-300.
[Lee, Jae-min; Kim, Jin-hee. “The Emphatic Elements of Storytelling of The Movie
Truman Show” The Society of Global Culture Contents 7 (2016): 297-300. Print.]
김정애. 영화 <트루먼 쇼>에 나타난 트루먼의 문제와 그 해결 과정 . 영화와문학치료
1 (2009): 67-96.
[Kim, Jung-Ae. “The Problem of Truman and its Solution in the Movie The
Truman Show.” Movies and Therapy 1 (2009): 67-96. Print.]
김성희. 시네필 인문학 . 서울: 인간과문학사, 2017.
[Kim, Sung-hee. Cinephil Humanities. Seoul: Human&Literature, 2017. Print.]
진더, 라일. 사이퍼가 옳았나(2): 현실의 본질, 그리고 그 문제점 .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나 . 글렌 예패스 엮음. 이수영, 민병직 옮김. 서울: 굿모닝 미디어,
2003.
[Lyle Zynda. “Was Cypher Right?” Taking the Red Pill. Glenn Yeffeth. ed. Trans.
Lee, Su-young; Min, Byung-jik. Seoul: Goodmorning Meida, 2003. Print.]
맥루한, 마샬. 지구촌 . 박기순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McLuhan, Marshall. The Global Village. Trans. Gi-sun Park. Seoul: Communication
Books, 2005. Print.]
_____.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 서울: 커뮤티케이션북스, 2011.
[_____. Understanding Media. Seoul: Communication books, 2011. Print.]
밀러, 제프리. 섹스, 진화, 그리고 소비주의의 비밀 . 김명주 옮김. 서울: 동녘 사이언스,
2010.
[Miller, Geoffrey. Sex, Evolution, and the Secret of Consumerism. Trans. Myung-ju
Kim. Seoul: Dongnyuk Science, 2010. Print.]
노명우.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 . 서울: 프로네시스, 2008.
[Noh, Myung-woo. Television, Another Family Member. Seoul: Pronesis, 2008. Print.]
오웰, 조지. 1984 . 이기한 역. 서울: 펭귄클래식 코리아, 2009.
[Orwell, George. 1984. Trans. Ki-han Lee Seoul: Penguin Classic Korea, 2009. Print.]
플라톤. 국가 . 박종현 역. 서울: 서광사, 1997.
[Plato. Republic. Trans. Jong-hyun Park. Seoul: Seogwangsa, 1997. Print.]
Rank, Otto. “The Myth of the Birth of the Hero.” In Quest of the Hero. Robert A.
Segal. ed. Princeton: Princeton UP, 1990. Print.

김 성 현

34

슈, 야마구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 김윤경 역. 파주: 다산초당, 2019.
[Shu, Yamaguchi. How Philosophy Becomes a Weapon of Life?. Trans. Yun-kyeong
Kim. Paju: Dasan chodang, 2019. Print.]
짐멜,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 김덕영 역. 서울: 새물결출판사, 2005.
[Simmer, Georg. Modernity. Trans. Deuk-young Kim. Trans. Seoul: Saemulgyul,
2005. Print.]
스터르큰, 마리타. 영상문화의 이해 . 윤태진, 허현주, 문경원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6.
[Sturken, Marita. Practices of Looking: An Introduction to Visual Culture. Trans.
Tae-jin Yoon. Seoul: Communication books, 2006. Print.]
The Truman Show. Directed by Peter Weir, Performances by Jim Carrey and Laura
Linney. Paramount Pictures, 1998. Film.

영화 <트루먼 쇼>에 나타난 미디어의 기만성과 전복적 멜랑콜리

35

영화 <트루먼 쇼>에 나타난 미디어의 기만성과 전복적 멜랑콜리:
자유의지와 구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국문요약

김성현

1998년 발표되어 전 세계적인 흥행과 더불어 많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
던 피터 위어(Peter Weir) 감독의 영화 <트루먼 쇼>(The Truman Show)는 미디
어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실재와 가상세계의 대조를 통해 실재가 점
점 허구적인 세계를 닮아가고 있음을 매우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영화는 광
고와 자본주의로 야기된 삶의 이중성을 풍자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인
확산에 대한 냉소적인 견해를 직,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트루먼 쇼>는 현대사
회의 구조 속에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통해 미디어의 기만성으로부터 자신을 해
방시키는 과정을 자유의지를 통한 구원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트루먼
쇼>는 등장인물의 이름, 트루먼(Truman)과 크리스토프(Christof)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일종의 종교적 알레고리를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와 구원의 문제,
특히 전지전능해진 현대미디어를 극복해가는 개인의 여정을 보여준다. 미디어
에 종속되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맹목적인 시청자들과 달리 시스템의 통제
와 억압적인 미디어 세계를 탈출하려 하는 트루먼의 각성과 행동은 크리스토프
로 상징되는 미디어의 신적인 권위를 거부하고 저항하며 극복하는 내적성찰과
그것을 통한 개인의 구원을 보여준다.
주제어
트루먼 쇼, 쟝 보드리야르, 구원, 자유의지, 멜랑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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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amines Roman Catholic priests’ child sex abuse in Boston
as depicted in Spotlight (2015) with Lee McIntyre’s perspective regarding
post-truth. By detailing the abusive priests’ cases, this paper further focuses on the
systemic problem of the churches which the ‘Spotlight’ team uncovers. The cases,
which become more complicated due to the concealment of the Parishes in
Boston, can be closely connected to cognitive bias McIntyre argues. With
cognitive bias, people strive to avoid psychological discomfort in the face of
uncomfortable truths. This is about post-truth which says that facts ar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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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토머스 매카시(Thomas McCarthy)와 조쉬 싱어(Josh Singer)의 각본에 매카시
가 감독한 2015년 영화 <스포트라이트>(Spotlight)는 미국 보스턴 글로브 (The
Boston Globe)지의 ‘스포트라이트’ 팀이 탐사 보도한 가톨릭 아동 성범죄를 다
룬다. 기록 부재로 인해 그 이전 사건들은 차치하고라도, 확인 가능한 기록상으
로 보면 20세기 초부터의 관련 사건들이 밝혀지기 시작한다. 이 사건들은 “가톨
릭계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지만”(Spotlight), 4명으로 구성된 스포트라이
트 팀은 보스턴 지역의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저지른 이러한 아동 성범죄를 폭
로한다. 동시에 스포트라이트 팀은 이 문제가 단순히 보스턴에서만 발생했던 것
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하여 제시함으로써 가톨릭교회의 체제를 뒤흔드는 의미
심장한 반향을 일으킨다.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실화에 기반한 영화로서 사건의 정확성을 전달한 탁
월한 각본과 연기로 많은 찬사를 받게 되고, 2016년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서 최우수작품상과 각본상을 받는다. 지명도 높은 상을 받은 <스포트라이트>를
관람하던 잭 브레슬린(Jack Breslin)은 신부가 되기 위해 수도원에서 보냈던 9년
과 뉴욕시의 일간지 데일리 프리맨 (Daily Freeman)과 주간지 포스트 스타
(Post Star)에서 일한 4년간의 경험을 되돌아본다. 브레슬린은 <스포트라이트>
가 “소아성애자(pedophile) 신부들의 사건을 은폐하려 한 교회의 위선”을 주축
으로 하는 탄탄한 서사에 기반한 영화임을 인정한다. 2003년 퓰리처상을 수상
한 보도기사를 각색한 훌륭한 영화로 인정하면서도 그는 “그렇다면 왜 이 사건
을 영화화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브
레슬린은 “다양한 답변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사실에 기반한 줄거리와 사건 결
말을 뻔히 아는 관객에게 이 영화가 지루한 이야기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넘겨 짚어본다. 이어서 “보스턴의 가장 강력하고 폐쇄적 집단인 교회
를 둘러싼 사건에서 동향 출신의 기자들이 줄행랑을 치고 마는 것”(237)과도 연
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스포트라이트 팀의 편집장 월터 로빈슨(Walter
Robinson; 마이클 키튼(Michael Keaton) 분)은 한때 메트로 데스크(Metro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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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시의 문제를 취재·보도하는 대도시부 부서에서 근무했을 때 20여 가톨릭
신부의 성범죄 증거를 추적한 변호사의 자료를 받고도 후속으로 취재하지 않았
다. 그는 1993년의 실수를 나중에 떠올리고 팀 동료에게 이 사실을 실토한다.
그때 당시 로빈슨은 이 건이 크나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보스턴의 가톨릭 분위기에 익숙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이 사건
을 다루지 않기로 했던 것일 수 있다. 어떤 사건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
라는 로빈슨의 판단에는, 다시 풀어보면, 사건은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더 중요한 요소로서 사건에 대한 사실 기
반의 취재와 자료수집이 필수적인데, 저널리스트는 사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압력을 헤치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안고 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스포트라이트 팀은 1970년대부터 활동했다곤 하
지만,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와 같은 제도권의 은폐된 사건
을 드러내어 공표하는 “감시기구”(watchdog, Breslin 238)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럼
에도 감시기구로서의 스포트라이트 팀은 가톨릭의 아동 성범죄 사건을 취재하
는 과정에서 친구, 내부 정보제공자, 변호사,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심지어 같
은 신문사의 동료들로부터 온갖 회유와 갖은 압박을 받으며 좌충우돌한다. 무엇
보다도 가톨릭이 우세한 보스턴 교구에서 그리고 보스턴 글로브 의 구독률이
“대략 53%”(Spotlight)에 이르는 곳에서 스포트라이트 팀이 이러한 약점을 들춰
내려 할 때 교구민들이 가하는 압박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스포트라이트>가 다루는 민감한 사건은 드림웍스(DreamWorks)에서 중간에
제작을 포기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제작자 니콜 록클린(Nicole
Rocklin)과 블라이 파우스트(Blye P. Faust)는 2008년 보스턴의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범죄 소문을 접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했지만, 결과적으로 “관련 기사나
책이 전혀 발행되지 않았다”(Rich 91)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각본 담당
자를 구하는 데 1년 정도의 시간을 허비해야 할 정도였다. <포레스트 검
프>(Forest Gump)의 각본가 에릭 로스(Eric Roth)는 “이 사건을 꼭 그렇게까지
영화로 만들어야 하는가”(Rich 92)에 대해 회의를 드러냈고, 일부 다른 각본가
들은 아예 영화 제작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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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 또한 “내용이 위협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Blyth) <스포트라이트>의
각본 작업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완성된 각본은 블
랙리스트에 오르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안을 안고서 시작한 영화 <스포트라이
트>의 감독과 제작팀은 두렵고 불편한 측면을 세심하게 담아내려 시도했던 것
으로 보여진다. <스포트라이트>는 샤샤 파이퍼(Sacha Pfeiffer; 레이첼 맥아담스
(Rachel McAdams) 분)가 희생자나 가해자 신부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하러 다
닐 때 “방문지 주변의 배경으로 가톨릭 교구 교회들의 이미지”(Taylor 87), 특히
빈민구제와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레뎀토르(Redemptorist) 신부들이 기거하는
‘미션 교회’(Mission Church)1)로 불리는 성당의 첨탑을 보여준다. 웅장하고 거
대한 두 첨탑의 이미지는 보스턴에서의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제
시해 주는 의도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치는 가톨릭 세례를 받았지만 성
년이 되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매카시 감독이 보스턴의 이러한 민감한 분위
기를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매카시 감독은 스포트라이트 팀의 한 구성원인 맷 캐럴(Matt Carroll; 브
라이언 다아시 제임스(Brian d’Arcy James) 분)이 보스턴 대교구 연간 명부에서
소아성애자 신부의 자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
은 곳에 소아성애자 치료센터가 있고, 그곳에서 가해자가 버젓이 살고 있음을
발견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스포트라이트 팀의 또 다른 구성원 마이클 레젠데스
(Michael Rezendes; 마크 루펄로(Mark Ruffalo) 분)가 증거 확보를 위해 인터뷰
했던 피해자 패트릭(Patrick)이 마을 놀이터에서 딸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
여주는 장면도 있다. 패트릭은 겉으로 보기에 딸을 돌보는 다정한 아빠의 모습
을 보여주지만, 매카시 감독은 넋을 놓고 딸의 그네를 미는 패트릭의 어두운 얼
굴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장면들은 우리 주변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살고 있
고, 나아가 이와 관련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간접적 충격을 던져준다.
영화 <스포트라이트>에 재현된 보스턴의 가톨릭 아동 성범죄 논란에서 주목
1) ‘미션 교회’의 공식 명칭은 Basilica and Shrine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로서 1870년
부터 보스턴 미션 힐 지역에 있는 로마 가톨릭 성당이다. 매카시 감독은 파이퍼가 가톨릭
신부의 피해자를 방문하거나 면담하는 장면에서 미션 교회의 두 첨탑의 위용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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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것은 스포트라이트 팀이 이 사건을 개인적 사건이 아닌, 교회의 문
제로 확대하여 탐사한다는 것이다.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1976년 보스턴에서
발생한 게오건(Geoghan) 신부의 성범죄를 주교, 검사, 경찰의 담합으로 법정에
가지 않고 또 언론에 보도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2001
년 보스턴 글로브 의 새로 부임한 편집국장 마티 배런(Marty Baron; 리브 슈
라이버(Liev Schreiber) 분)은 교회가 게오건 신부 사건을 알고도 무마시켜버린
혐의에 대해 스포트라이트 팀에게 조사할 것을 지시한다.
취재 결과에 의해, 스포트라이트 팀은 30여 년간 보스턴의 여러 교구에서 아
동 성범죄를 저지른 약 80명 이상의 가해자를 찾아내고 이를 폭로한다. 영화는
2002년 1월 보스턴의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범죄와 추기경의 은폐에 대한 보도
가 나간 후 스포트라이트 팀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가 폭주하는 것으로 끝
난다. 이어 영화 엔딩에서는 보스턴에서 249명의 신부가 고소당하고 관련 피해
자는 약 1,000여명에 달한다는 것을 자막 처리한다. 이에 덧붙여, 이러한 가톨릭
의 아동 성범죄가 발생한 교구가 위치한 세계의 도시명을 자막으로 처리함으로
써 가톨릭의 아동 성범죄가 보스턴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사실
을 밝힌다.
상황이 이렇다면, 보스턴은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범죄가 30여 년 동안 자행
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실제로 보스턴 글로브 의 스포트라이트 팀은 사건 취
재에 대해 “보스턴 전체가 반발”했다고 언급한다. 그럼에도 보스턴 가톨릭교회
의 숨은 막강한 세력을 인식하면서 팀원들은 “왜 이전에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
을까”(Eagan)라고 반복해서 한탄한다. 영화에서도 보여주듯이, 변호사들을 포함
한 일부는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지만, 대다수는 함구한다. 관련 사람들은
가톨릭교회의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형성된 관계망에 얽혀 진실을 외면하면서
서로서로 뒤를 봐주거나 의존한다.
이에 의해 다음에서는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
도 침묵했던 이 상황을 리 매킨타이어(Lee McIntyre)가 규명한 ‘포스트트루
스’(post-truth) 현상으로 살펴보려 한다. 포스트트루스란 “어떤 경험적 문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할 때 사실보다는 감정에 더 의존한다”(McIntyre xiv)
는 의미 때문이다. 사람들은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제 사실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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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더 기대게 된다. 그 불편한 사안이 개인이 아닌 집단과 연관된 경우, 대
부분은 개인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집단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막강한 영향력
을 행사하는 집단에서 그렇게 하도록 암암리에 강요하는 경우는 더더욱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II. <스포트라이트>에서의 포스트트루스와 인지편향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보스턴의 가톨릭자선위원회를 이끄는 피터 콘리
(Peter Conley; 폴 가일포일(Paul Guilfoyle) 분)는 신부의 아동 성범죄 논란의 배
후에서 로빈슨을 비롯한 스포트라이트 팀에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협박
을 발언하기도 하는 인물이다. 콘리는 보스턴칼리지(BC High)학교 동창이라는
공통점을 내세우며 로빈슨에게 새로 부임한 배런 편집국장을 따르지 말라고 경
고한다.
로빈슨: 추기경 때문에 찾아온 것인가요?
콘리: 그럴 리가요. 내가 추기경 대변인도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 많은 사람
들이 당신을 존경해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요.
로빈슨: 듣기 좋은데요.
콘리: 보스턴을 사랑하니까 가능하죠. 이게 해야 할 일을 하는 이유이고 그게
당신 모습이겠죠. 하지만 사람들에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
다도 지금 필요하죠. 당신도 느끼겠죠. 그리고 추기경님 그분도 완벽하
진 않지요. 그렇다고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분이 행한 좋은 일들을
내칠 수는 없지요. 이번 일은 배런의 생각이고 ... 그가 밀어붙이는 일이
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당신한테 솔직히 말하지만, 그는 우리만큼 보
스턴을 아끼지는 않잖아요. 내 말은 그가 과연 그럴까? 라는 것이에요.
로빈슨: 피터,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군요?
콘리: 무슨 말이죠?
로빈슨: 누군가 찾아가서 협박하면 갑자기 온 도시가 못 본 것처럼 딴청 피
우는 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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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 로비, 로비, 생각해봐요. 배런은 업적을 남기려는 거예요. 그러다 몇 년
후면 그는 뉴욕이나 마이애미에서 그랬던 것처럼 보스턴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갈 거예요. [서로 눈이 마주치자 가식적인 미소를 주고받
는다.] 당신은 나중에 어디로 갈 건데요?
Robinson: So, you’re here for the Card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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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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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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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인
들”(Price & Sammarco 23)이 활성화한 가톨릭 종교가 현재 보스턴의 최대 종교
공동체2)를 형성하고 있는 곳임을 감안하면, 가톨릭자선위원회 소속의 콘리 영
2) 2014년 퓨(Pew) 연구조사에 의하면, 보스턴의 인구 중에서 57%가 기독교를 따른다고 했
고, 그중에서 29%가 로마 가톨릭교를 섬긴다고 답했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보스턴에서
로마 가톨릭교회는 339개로서 신자 수는 2백만 명이 넘는다. “The Association of Religion
Data Archives—Maps & Report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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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콘리와 로빈슨이 신학대 진학을 위한 보스턴칼리지
학교 출신이라는 점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스턴칼리지학
교는 도로를 가운데 두고 보스턴 글로브 신문사 건물과 딱 마주하고 있다. 이
런 콘리가 종교적 연줄과 인맥을 내세워 로빈슨에게 압력을 가한다.
로빈슨은 사건을 집중취재하는 과정에서 보스턴 공동체가 성범죄 사실을 알
고서도 추기경이나 주교가 피해자나 가족을 어르고 달래거나 압력을 가하면 마
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곤 했다는 것을 인식한다. 가족과 친구와
더불어 당연시하며 가톨릭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던 로빈슨은, 비록 성장
하고 나서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보스턴 교구민들을 잠식해 온 교
회의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모두가 가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교회는 보스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집
단”(Gross)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보스턴에 크나큰 파장을 몰고 온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범죄는 배런 편집국
장이 에일린 맥마마라(Elieen MacMamara) 기자의 관련 기고문에 대한 후속 취
재를 요청하면서 시작한다. 기고문에서 맥마마라는 여러 해 동안 추적하고 있는
인권변호사 미첼 개러비디언(Mitchell Garabedian; 스탠리 투치(Stanley Tucci)
분)의 주장을 심층취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게러비디언 변호사의 주장
은 보스턴에서 30여 년간 6개 교구에서 약 80명이 소년이 추행당했으며, 보스턴
대교구의 버나드 로(Bernard Law) 추기경은 15년 전부터 이를 알고도 묵인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스턴의 유명하고 힘 있는 신문사인 보스턴 글로브
는 6개월 동안 단 2건의 관련 기사를 실었을 뿐이라고 꼬집어 비난한다.
개러비디언 변호사의 주장을 중심으로 스포트라이트 팀은 체계를 갖추어 일
사불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변호사를 만나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한다. 스포트라이트 팀의 뉴스룸은 마치 수사본부 상황실처럼 돌아간다. 로
빈슨 편집장은 사건을 덮어버리려 하는 콘리를 포함해서 지역 사회의 거물 변
호사, 전직 변호사, 학교 관계자, 심지어 지역 대학교의 홍보담당자를 압박한다.
레젠데스 기자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판사를 공격적으로 상대하고, 신문사란
자고로 힘 있는 기삿감만 물고 다닌다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인권변호사를 설
득한다. 파이퍼 기자는 대부분 문전박대당하거나 심지어 공격적인 상황에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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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취재하고 인터뷰한다. 캐럴 기자는
당시 드물게 활용되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보스턴의 신부 약 1,500명
중에서 성범죄 관련자 87명의 명단을 작성하는 활약상을 보여준다.
스포트라이트 팀은 ‘가톨릭 신부들에게 학대당한 피해자들의 모임’(Survivors
Network of those Abused by Priests), 즉 SNAP를 창단한 필 사비아노(Phil
Saviano)의 주장과 자료를 통해서 보다 확실한 증거에 접근하기 시작한다. 신부
에게 11살에 추행당했던 사피아노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적어도 13명의 신부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티칸 교황청과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사비아노는 5년 전에
동일한 자료를 보스턴 글로브 에 보냈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
저 시간만 흘렀다고 안타까워한다. 순진한 어린 나이에 당한 일이라 수치스럽고
두려워 아무에게도 밝히지 못한 채 성장하면서 술과 마약에 손대고 결국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피해자의 상황을 열거하면서 주변의 냉대와 무시 그리고 무관
심에 분노한다. 이런 자신이 마치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것만”(Mathieson) 같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신앙을 앗아가고 삶에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든
“영적 학대”(Spotlight)라고 토로한다.
이 와중에 콘리는 로빈슨을 찾아와서 배런 편집국장과 부국장 벤 브래들리
주니어(Ben Bradlee Jr.; 존 슬래터리(John Slattery) 분)를 위시한 스포트라이트
팀의 취재를 중단할 것을 은근하게 요청한다. 특히, 보스턴 출신이라면 누구든
지 보스턴을 사랑한다는 전제를 내세우면서 말이다. 사실, 스포트라이트 팀의 4
명은 모두 보스턴 가정에서 성장했고, 캐럴과 파이퍼는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로빈슨이나 레젠데스는 나중에 교회에 다시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여기서,
콘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콘리는
보스턴에 대한 애향심을 언급하며 배런이 “미국 서해안 지역의 출신”으로서 보
스턴에서는 “이방인”(Concannon 38)이라는 배경을 부각시킨다. 콘리의 이러한
편가르기는 진실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교회에 해가 되는 취재를 사전에 차
단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톨릭자선위원회 위원인
콘리에 의해 보스턴 교회는 저널리즘까지도 좌지우지하려 하는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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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인”(Grant)으로 부상한다. 이에 의해, 위의 인용문에 제시된 “이렇게 일이 돌
아가는군요”라는 로빈슨의 언급은 보스턴 시민들이 진실의 은폐를 목도하면서
도 이러한 조직적 은폐에 동조해 왔다는 것을 인식한 한탄으로 들린다.
여기서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군요”라는 로빈슨의 언급은 2017년 영국 옥스
퍼드 사전의 신조어로 등록된 ‘포스트트루스’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포스트트
루스는 2016년 영국 브렉시트 사태와 미국 대통령 선거 사태의 여파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상을 대변한다. 즉 진실 또는 사실이 더 이상 중요하
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실
이 품은 가치가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은 진
실에 관심이 없거나, 자기기만에 빠져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게 된다. 여기
서 매킨타이어는 접두어 ‘포스트’(post)는 “시간 순서상 진실 ‘이후’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실이 지나치게 퇴조했다”(5)는 의미로 이해한다.
매킨타이어는 포스트트루스 에서 포스트트루스의 현상으로서 “자신의 신
념과 믿음이 주위 사람들의 믿음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설령 직접 경험한 증
거라고 할지라도 외면한다”(39)는 주장을 펼친다. 이는 1955년 의견들과 사회
적 압력 (“Opinions and Social Pressure”)이란 논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사회
적 관계를 다룬 솔로몬 애쉬(Solomon Asch)의 주장에 기반하여 우리가 사회집
단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에서 애쉬는 ① 일
곱에서 아홉 명으로 집단을 구성한다. ② 참가자 중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가자는 속임수에 관여하는 공모자들이 되고 이 순수한 피실험자는 항상 탁자
의 맨 끝자리에 앉도록 설계한다. ③ 실험이 시작되면 한 개의 선분이 그려진
첫 번째 카드를 확인한다. ④ 그리고 선분 세 개가 그려진 두 번째 카드를 확인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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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드의 선분과 같은 것인지 말하라고 요청한다. ⑥ 처음에는 공모자들이 정확한
답을 말하고 피실험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공모자들이 전혀 다른 선분을 첫 번
째 카드의 선분과 같다고 답하기 시작하자, 피실험자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자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만다. 이 실험에서 나타나
듯이, 개인은 “집단의 믿음에 순응하기 위해 증거를 보고도 무시하게 된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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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타이어는 이러한 포스트트루스 현상 기저에는 “인지 편향”(cognitive
bias, 35)이란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인지 편향을 세분화하자면, ①
자신의 신념, 태도, 행동 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자
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②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속함으로써 신념과 행동의 불일치로 인
한 자존감의 상처를 무마하는 집단 동조 또는 집단 압력(peer pressure), ③ 평
소에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을 확인하려는 방향으로 치우치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 포함된다. 특히 확증 편향은 거짓이 드러난 뒤에도 거
짓으로 수긍하지 않고 더 강하게 믿는 현상, 즉 “역화 효과”(backfire effect, 68)
와도 연관되어 있다.
매킨타이어의 포스트트루스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면
심리적 불편함을 모면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 스스로 똑똑하
고 해박하며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
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경험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를 의심하고 수정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옳은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믿
음을 조정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 방법”(36)이 혼용되어 다양하
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믿음과 도덕적 판단 관계를 다룬 노스이스턴대학교의 데이빗 데스티노
(David Desteno)의 연구3) 또한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따른 우리의 선택을 잘 설
명해 준다. 이 실험은 같은 색의 손목밴드를 착용했다는 사소한 공통점만으로도
우리가 부도덕한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우
리는 “감정적인 정보에 영향을 받기 쉬운”(47) 존재이다. 더군다나 감정에 의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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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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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했다고 답했는데 실제로는 쉬운 과제를 선택한 경우
가 많았다. 이어 두 번째 집단에게 첫 번째 집단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때 두 번째 집단
은 편법과 거짓말을 한 참가자를 비난했는데 같은 색의 손목밴드를 착용한 참가자는 비난
하지 않았다(McIntyre 46-47).

박 선 화

48

하는 포스트트루스 시대에 직면해서 우리의 생각, 선택, 믿음에도 이러한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애쉬의 실험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편한 감정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서 자신만의 생각이나 믿음을 상황에
맞추거나 고치게 된다. 문제는 인지 편향에 의해 우리는 “같은 믿음을 지닌 집
단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강하게”(60)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
에서 진실과 마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실례는 <스포트라이트>에서
파이퍼가 인터뷰한 한 여성 피해자가 “교회, 친구, 교구민까지도 가능하면 입을
다물라”(Spotlight)고 하는 압력을 받았다는 고백에서 보여진다. 로빈슨의 보스
턴칼리지학교 동창이자 전직 변호사인 짐 설리번(Jim Sullivan; 제이미 셰리던
(Jamey Sheridan) 분)이 당시 교회 측에 서서 성범죄 피해자 신부 사건의 합의
를 도와주었던 것도 집단 압력에 동조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설리번은 배런 편집국장을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스턴에 들어온 최초의
유대인 편집국장이자, 미혼이며, 야구에 무관심한 자”(Spotlight)라고 평한다. 배
런은 보스턴의 가톨릭교회 분위기, 보수적인 가족문화, 그리고 보스턴의 스포츠
관람 문화와 동떨어진 철저한 “이방인”(Reidy 32)으로 간주된다. 그러니 고등학
교 동창생 콘리가 마이애미에서 보스턴으로 건너온 타향인 배런은 몇 해가 지
나면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한 언급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콘리는 보스턴 토박이 로빈슨에게도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갈 곳이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콘리는 로빈슨에게 신념과 행동의 불일치로 인한 위험 상황을 만들지
말고 보스턴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주지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이다. 이때 로빈슨
이 콘리의 회유와 협박에 대해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군요”라고 한 반응은 집
단 압력이 빚은 어두운 측면을 간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스포트라이트>에서의 종교적 구원
영화 <스포트라이트>의 매카시 감독은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가톨릭 집안에
서 성장하고 보스턴대학교(Boston College)를 다닌 경험을 통해 보스턴의 가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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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교회에 대해 문외한은 아니다. 그렇다고 독실한 신자도 아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나 공동체에 비추어 자신은 “이방인이나 다름없다”(Steinburg)고 고백한 적
이 있다. 그래서 매카시 감독은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보스턴 대교구의 로
추기경이 처음 만난 배런 편집국장에게 선물이라면서 건네준 가톨릭 교리 문
답서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에 짧지만 강렬한 초점을 맞춘다. 배런
이 유대인이란 점을 생각한다면, 로 추기경이 준비한 선물은 배런에게 던진 도
전장과도 같은 의미를 띠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에 대한 매카시 감독의 반응은 로 추기경의 웅장한 주택과 상당한
규모의 서재에서 그리고 가톨릭자선위원회의 화려하고 호화로운 만찬 파티 장
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만찬 파티는 관객에게 추기경을 비롯한 보스턴의 영
향력 있는 인사들을 일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장면들은 <스포트
라이트>의 “관객의 흥미를 끄는 장치”(Reidy 32)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스턴
에서의 가톨릭교회의 실세를 대변해 주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매카시 감독이 <스포트라이트>를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범죄 사건의 폭로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가톨릭교회 자체를 공격하거
나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점이다. 그는 “가톨릭과 관련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
이 알고 있고 또 이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 가톨릭교회가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무엇보다 연약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기를 바란다”(Rodriguez 10)라고 밝힌 바 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교회가 미치
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는 매카시 감독은 영화 제작에서 오로지 사실 만을 제시
하여 “객관적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Concannon 40)했다고 언급한다. 다시 말
해, 가톨릭교회를 “웃음거리로 삼기 위해 <스포트라이트> 영화를 만든 것은 아
니”라고 단언한다. 그럼에도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분명히 밝히려 했던 것
은, 교회가 수행해온 선의의 봉사에 대해선 칭찬하지만, “교회가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범죄를 은폐하려 한 것은 교회 조직의 실패이며 이 실패에 대한 합리화
는 용납할 수 없는”(Eagan) 것이라고 하는 진실이다.
이와 연계해서, <스포트라이트>에서 “교회가 행사하는 부정적 힘이 드러나
기는 하지만, 영화 자체가 교회에 대한 신자들의 믿음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것
은 아니”라는 킴벌리 그랜트(Kimberly Grant)의 주장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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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가톨릭교회 조직에서 실패가 발생한 것은 자명하다. 이 실패로 인해 영화
는 관객, 특히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슬픔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지만 그랜트는
영화 <스포트라이트>가 신자들에게 견디기 힘겨운 부분을 폭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금을 울리는 영화”(Grant)라고 평한다.
여기 “심금을 울리는 영화”라는 평은, 객관적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매카시의
언급과 달리, 영화 곳곳에서 재현되는 가톨릭 종교에 대한 감정 전개와 연관지
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포트라이트 팀에서 레젠데스와 파이퍼에서 이러
한 감정 부분이 종종 드러난다.
레젠데스: 난 왜 내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로비[로빈
슨]가 틀렸어.
파이퍼: 그 이야기에 너무 신경 써서 그런 거야, 마이크. 우리 다 마찬가지야.
레젠데스: 응, 그래.
파이퍼: 나 이젠 할머니랑 같이 교회 나가지 않아. 너무 힘들잖아, 거기 앉아
서 조 코울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럼 엄청 화가 나.
레젠데스: 왜 안 가는지 말했어?
파이퍼: 교회를 일주일에 3번이나 가시는 분이야.
레젠데스: 정말 열받아 죽겠어. 있잖아, 사실 난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거 정말
좋아했어.
파이퍼: 왜 그만 갔는데?
레젠데스: 뻔한 이야기지. 이상한 건...내 생각엔...어느 날 다시 돌아갈 것이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난 정말, 정말이지 거기[종교]에 매달려 있었어.
그 편지들을 읽자, 그리고...그리고 무엇인가 그저 무너져내렸어.
Rezendes: I don’t know why I got so pissed off. You know I think Robby is
wrong.
Pfeiffer: You know, you just care about the story, Mike. We all do.
Rezendes: Yeah, I guess.
Pfeiffer: Hmm. I stopped going to church with my Nana. It was too hard,
you know, I’d be sitting there and I’d start thinking about Joe Crawley
or someone else and I just got so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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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zendes: Did you tell her why?
Pfeiffer: She goes to church three times a week, Mike.
Rezendes: It really pisses me off. You know, I actually really liked to go to
church when I was a little kid.
Pfeiffer: Why’d you stop?
Rezendes: Typical shit. But the weird thing is...I think...I think I figured that
maybe one day I would...I’d actually go back. I was really-I was
holding on to that. I read those letters and, and...and something just
cracked. (Spotlight)

레젠데스는 교회 영향력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비공개 문서에서 한 복사(服事)
의 어머니와 보좌주교가 로 추기경에게 보낸 1984년 편지들을 읽고서 폭발하고
만다. 보스턴 가톨릭 대교구가 조직적으로 신부의 아동 성범죄를 은폐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추기경
은 게오건 신부가 성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교구에서 활동하는 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들을 묵살했던 것이다. 파이퍼에게 언급하듯이, 그
는 자신이 소중히 간직했던 중요한 무엇, 혹시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종교적 믿음이 깨져버린 것만 같은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로빈슨이 폭로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했을 때,
레젠데스는 격분해서 “지금이에요. 지금이야말로 밝힐 때에요. 그들은 알고도
아이들이 당하게 내버려 뒀어요. 당신이 당했을 수 있고, 내가 당했을 수도 있어
요. 누구든지 당했을 수 있어요. 이 나쁜 사람들을 붙잡아서 사람들에게 이 일로
부터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단 것을 보여줘야 해요. 신부도, 추기경도, 빌어먹을
교황도 말이에요”(Spotlight)라고 쏟아낸다. 흥미롭게도 이 장면은 <스포트라이
트>에서 유일하게 목소리가 커지며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인데, 그만큼 취재 기
자들의 분노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이퍼 또한 할머니와 함께 성당에 앉아 “지식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Spotlight)는 신부의 설교를 듣는 것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다. 파이
퍼는 인터뷰했던 피해자 조 코울리(Joe Crawley)가 교회 건물만 보고도 울음을
터트리는 순간 어쩔 줄 몰라 한다. 한편으로는 가해자 중 한 명인 파퀸(Parq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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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오루크(Richard O’Rourke) 분) 신부가 평온하고 온순한 표정으로 성범죄
에 해당하는 행동을 일반화하며 인터뷰에 응하는 상황에서 파이퍼는 기자 신분
을 망각할 정도로 당황하고 만다. 레젠데스에게 털어놓듯이, 파이퍼는 “신앙심
이 흔들리면서”(Mathieson) 할머니와 다니는 성당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 또
한 보스턴의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범죄가 폭로되면 일주일에 3번 교회 활동을
할 정도로 신실한 할머니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
작한다.
흥미롭게도, 매카시 감독은 <스포트라이트>를 가톨릭교회의 위선과 은폐를
폭로하는 단순한 취재 영화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종교로서 가톨릭이 주변 사
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재현한다. 이는 <스포트라이트>
가 무거운 주제를 다룬 영화이지만 “인간적 감정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순화를 안겨주는 잘 만들어진 영화”(Hornaday)라고 평한 앤 호너데이(Ann
Hornaday)의 주장에서도 부각된다. 호너데이는 단순 기록이나 고발 영화가 아
닌, 감동을 실은 영화로의 접근이 흥행에 성공한 요인이라고 언급한다.4) 예로,
스포트라이트 팀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다혈질인 레젠데스가 가톨릭 신부의 아
동 성범죄와 교회의 은폐로 인해 받은 충격은 크리스마스에 성가대의 <고요한
밤>(Silent Night) 찬송을 듣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으로 암시된다.
로빈슨 또한 가해자 신부 87명의 명단을 들고 전직 변호사이자 보스턴칼리지
학교 동창인 설리번을 찾아갔을 때 집 주변에 걸린 아름다운 크리스마스트리에
둘러싸여 설리번으로부터 쉽지 않은 협조를 받아낸다. 이러한 장면은 레젠데스
나 로빈슨이 종교적 진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파이퍼의 할머니가 보스턴 글로브 의 폭로 보도기사를 읽으
며 화를 내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으면서 파이퍼에게 조용히 물 한잔을 요청하
는 모습은 매카시 감독의 의도적 연출이라 할 수 있겠는데, 과장된 액션 없이
절제된 노부인의 모습은 신실한 종교적 믿음을 오히려 돋보이게 해준다.
한편,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로빈슨은 과거에 본인이 놓쳐버려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한 건에 대해 고해성사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1993년 당시 대도시
4) 영화 관련 Box Office Mojo 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제작비 2천만
달러 대비 총 9천 8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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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편집장으로 일했던 로빈슨은 에릭 맥클리시(Eric McClesh; 빌리 크루덥(Billy
Crudup) 분) 변호사가 보내왔던 20명이 넘는 가해자 신부의 명단에 관한 사건
을 후속 취재 없이 마무리했었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 건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
리고 있었는데, 파이퍼가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사를 찾아 로빈슨에게
건네준다. 영화와 달리, 실제 스포트라이트 팀은 보스턴 글로브 가 발행한 기
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매카시와 싱어가 각본을 위한 조사 과정의 일환
으로 행한 인터뷰에서 “맥클리시 변호사가 직접 밝혀줘서 알게 되었고, 해당 자
료를 영화에 활용”(Labreque)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영화에서 로빈슨의
고백 장면은 극적 전개를 위해 사실과 다르게 각색한 부분이다.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로빈슨은 대도시부에서 바빠서 놓쳐버린 건이라고
언급하지만, 이미 서두에서 다뤘듯이, 민감한 “보스턴 공동체의 문제”(Socolow
293)이기에 묵과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 스포트라
이트 팀은 모두 경악하면서 로빈슨을 비난의 눈길로 바라본다. 이때 배런 편집국
장은 조심스럽게 팀원에게 자신의 생각을 펼치며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한다.
로빈슨: 대도시부에서 우리가 그 건을 다루지 않고 묻었어요. 후속 기사는 없
었죠.
브래들리: 자네였군. 자네가 대도시부 편집장이었잖아.
로빈슨: 네. 저였어요. 막 업무 인수를 했던 때였고, 지금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저 맞아요. [침묵]
배런: 한마디 해도 될까요? 때로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어
둠 속에서 넘어지며 보낸다는 것을요. 갑자기, 불이 켜지면, 여기저기
탓할 것이 상당히 많아 보이게 됩니다.
Robinson: We buried the story in Metro. No follow-up.
Bradley: That was you. You were Metro.
Robinson: Yeah, that was me. I’d just taken over and don’t remember it at
all. But yeah. [Silence]
Baron: Can I say something here? Sometimes it’s easy to forget that we
spend most of our time stumbling around in the dark. Suddenly, a light
gets turned on, there’s a fair share of blame to go around. (Spot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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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슨은 위와 같이 고백하면서 마음이 심란할 것이다. 레젠데브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파이퍼는 누구의 눈이든지 간에 차마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만다. 매카시 감독은 로빈슨의 불편한 심경을 건
조하고 주름 잡힌 얼굴을 마른세수하는 모습으로 잡아낸다.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범죄 사건을 취재하면 할수록 스포트라이트 팀원 모두 왜 조금 더 일찍 파헤
치지 못한 것인가? 라는 자책을 품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로빈슨은 더욱 마음
이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배런은 과거의 잘못을 탓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숙지
시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게 된 것과 열심히 뛰어다닌 덕분에 관련 사건의 집
중취재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 치하한다.
로빈슨이 10년 전 묵과했던 사건을 다시 다루게 된다는 정황은 <스포트라이
트>가 “저널리즘을 다루기도 하지만 구원(redemption)에 관한 이야기”(Socolow
293)라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거기에 “어둠 속에서 넘어지며” 헤매던 로빈슨
이 이제 환하게 밝혀진 상황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스턴의 종교, 정치, 시
민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배런과 같은 외부자의 개입이 필요했을 수 있다.
매카시 감독은 각본 작업 과정에서 “외부인 배런이 보스턴에 들어와 지역 신문
사가 파헤치기 힘든 사건을 용이하게 진행했고, 바로 그 점이 스포트라이트 팀
이 사건 취재를 훌륭히 완수한 요인”(Concannon 38)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일까? 매카시 감독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영화 <스포트라이
트>의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위협이나 압력의 장치로 보였던 가톨릭교회가 새로
운 의미로 다가온다. 차갑게 등을 돌렸던 일부 교회 관계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취재에 동조하면서, 카메라는 교회 건물 밖에서 웅장하고 신성한 교회 내부로
이동하고,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신자들의 아름다운 찬송과 촛불들, 그리고 경건
한 기도를 올리는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한발 나아가, 매카시 감독은 인권변호사 개러비디언의 구원 역할에 무게를
실어준다. 아르메니아 출신의 개러비디언은 소아성애자 신부들의 희생자들을
돌보고 변호하는 대가로 가톨릭교회로부터 변호사윤리위원회에 3번이나 고소
당한다. 개러비디언은 보스턴이 교회에 협조한 맥클리시 변호사를 승승장구시
키는 대신 자신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소외시킨다는 것을 안다. 매카시 감독
은 개러비디언이 간단한 수프로 저녁을 때우는 장면에 이어 가톨릭자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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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려한 만찬 파티를 보여줌으로써 시각적으로 대비시켜 개러비디언의 소외
를 부각시킨다. 그럼에도 매카시 감독은 2002년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범죄와
교회의 은폐 사실을 폭로한 즈음에도 아동 피해자 2명을 만나기 위해 상담실로
들어가는 개러비디언을 놓치지 않는다. 레젠데스에게 “한 아이를 양육하는 것
은 도시 전체의 책임이고, 한 아이를 학대하는 것도 도시 전체가 가담한
일”(Spotlight)이라고 주장하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교회 문제를 계속 파헤치라
는 그의 조용한 어조의 언급은 그래서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IV. 나가며
보스턴 글로브 지의 스포트라이트 팀의 취재 결과 밝혀진 보스턴의 로마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범죄 논란은 “히드라(hydra)의 목”(Zacharek 154)과 연관
된 괴물을 상기시키는 범죄라는 주장과 맞물려 세계에 만연된 교회의 아동 성
범죄를 부각시킨다. 히드라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아홉 개의 목을 지닌 거대
한 뱀 형상의 괴물로 알려져 있다. 아홉 개 중 가운데 위치한 하나가 불사의 목
이라서, 헤라클레스는 히드라를 처치하려 할 때 목을 자르면 그 자리에서 새로
운 목이 두 개씩 생겨나는 바람에 애를 먹는다. 여기서 20세기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보스턴의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범죄 사건을 히드라 괴물로 비유한 것
은 게오건 신부 건을 처치하고 나니, 그게 끝이 아니라 잘린 목에서 새로운 목
이 두 개씩 자라듯이 다른 연관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돌출하기 시작했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니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범죄는 목을 잘라도 죽지 않는 히드라
처럼 여러 문제와 얽혀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히
드라의 불사의 목은 어떻게 잘라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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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한다. 로빈슨 편집장은
한 개별적 신부가 저지른 성범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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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덮어버린 교회의 조직적 은폐를 고발한다.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스포트
라이트 팀은 전화기에 매달리거나 인터넷 자료 검색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뛰
어다니며 취재”(Zacharek 154)한다. 매카시 감독은 “관련 기사나 저서가 전무했
기 때문에” 각본 집필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각본 작업 자체가 “탐사보도 작
업”(Concannon 39)과 같았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과정을 재현하기 위해 영화에
서는 법원 명령에 의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게오건 신부 관련 문서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데 공을 들였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건의 진
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실감 나게 묘사하려 한 의도적 연출이었을 것이다.
2002년 스포트라이트 팀은 보스턴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범죄를 폭로하고
600여 편의 관련 기사를 발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2015년 <스포트라이트>
영화는 가톨릭교회의 심각한 은폐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단초를 제공했으
며, 이는 “가톨릭교회가 우려와 비난을 표명하는 국제적 분위기와 위기에 직면
해야 하는 결과”(Gligoff)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해서 가톨릭교회 측은 <스포트
라이트> 개봉 이후 보스턴 사건에 대한 스포트라이트 팀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영화 개봉 당시 보스턴 대교구 추기경 숀 오말
리(Sean O’Malley)는 영화를 관람하지는 않았지만 대중 매체의 집중취재는 교
회가 실패한 것을 책임지고 나아가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성
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스포트라이트>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
로 사과했고, 교황청에서도 2020년에 성범죄 사실을 신자에게 알리고, 수사기관
에 조사를 요청하고, 교회 당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성 학대 대
응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1년 6월 신부의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38년 만에 교회법을 개정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신부의
성직을 박탈하고 교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교회법 개정에서 주목
할 점은 고위 성직자가 신부의 성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한 것이다.
이는 최근 미국, 호주, 칠레,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가톨릭 신부들이 과거에 저
지른 아동 성범죄가 폭로되어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한 대책이기도 했다.5)
5) 2021년 10월 프랑스 가톨릭 당국은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성직자와 교회 관계자에 의해
약 30만 명의 아동이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했다. 조사를 이끈 장 마르크 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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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황과 관련 성직자가 교회와 성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
다는 데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매카시 감독의 역할이 자못 컸다고
할 수 있다. 좋은 교회와 좋은 성직자가 공동체와 교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화에서 일부 나쁜 교회와 성직자
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는 영화를 통해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이나 실수를 묵인한 것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 했던 것일 수 있다. 교회와 성직자의 잘못으로 인
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자, 즉 “생존자를 위한 이야기”(Concannon 40)로 엮으려 했다는 매카시 감독의
의도는 쉽게 공감하게 된다. 이에 의해 <스포트라이트> 영화를 관람할 때, 종교
적 진실의 빛이 꺼지질 않기를 바라는 매카시 감독의 메시지를 음미하기를 권
한다.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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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민족마다 지닌 가치관, 전통, 역사, 그리고 신앙체계는 설화(說話)라는 형태로
전승된다. 설화에는 민족 정서가 포함되어 있고,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의 용기와
지혜가 담겨 있다(장덕순 15). 문자 기록 이전의 구비전승 문학의 성격을 지닌
설화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문학작품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또한 고대 설화에
서 신성성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전계성 129). 설화와 문학작품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문학작품은 전승되는 과정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설화와 비교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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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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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는 것으로서 고대 신앙체계인 샤머니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샤머니즘 관련
신화시대의 초기 이야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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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을 설명하는 이야기다(김익두 84).
천문학적인 측면에서 견우성은 독수리 별자리의 알타이어별(Altair)이며 직녀
성은 거문고 별자리의 베가별(Wega)을 의미하고, 이 두 별은 여름철 칠월칠석
(七月七夕)이 될 때, 하늘의 중천에서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인식된다(김익
두 84). 견우와 직녀 설화에서 직녀는 옥황상제의 딸로서 비단을 짜는 신성한
존재다.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는 까마귀 다리는 오작교
(烏鵲橋)로서 단어에 ‘까마귀’가 들어간다. 까마귀는 태양의 대리인으로서 하늘
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상징이다. 이러한 상징은 고구려의 삼족오(三足烏)로 재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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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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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길 안내를 맡았던 새도 삼족오였으며, 태양신의 사자였다(김철수 133).
중국 길림성(吉林省)의 고구려(高句麗) 고분 가운데, 대사자(大使者)라는 관
직을 지냈던 모두루(牟頭婁)의 무덤 벽화에는 하백(河伯)의 손자이며 일월의 아
들인 추모성왕(鄒牟聖王)에 대한 언급이 있다. 동부여 금와(金蛙)왕의 일곱 아들
이 주몽(朱蒙)의 출중함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자, 유화(柳花)부인은 주몽에게 남
쪽으로 탈출할 것을 권유한다.
주몽은 오이(烏伊), 마리(摩離), 그리고 협보(浹父)를 대동하고 지금의 송화강
(松花江)인 엄리대수(淹利大水)에 이르러, 천제(天帝)의 손자이며, 강(江)의 신
(神)인 하백의 외손자라고 외치는 순간 물고기와 거북이가 다리를 연결하여 무
사히 졸본(卒本)으로 탈출을 한다(김익두 209).
주몽과 함께 남쪽으로 탈출하는 인물들 가운데, ‘오이’라는 인물은 태양을 상
징하는 까마귀와 관련된 인물로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기술자였을 것이다. 고구
려는 개마무사(鎧馬武士)로 상징되는 철갑기병을 운용하는 동아시아 군사 강국
으로 성장한 국가였다. 개마무사를 운용했던 고구려가 제철 기술을 상징하는 삼
족오를 대표 이미지로 지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
견우와 직녀 , 고구려 건국 신화, 일본 신화, 그리고 연오랑과 세오녀 설
화가 지닌 공통점은 ‘까마귀’가 개입되면서 신성성(神聖性)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성성은 천체의 별자리와 관련된 것인데, 고대의 영웅탄생 신
화에는 처녀 수태나 물고기 관련 일화가 전해진다. 춘분(春分)을 토대로 2,160
년을 주기로 삼아 태양이 지나가는 12개의 별자리가 순차적으로 교체되는데,
현재까지 예수의 탄생을 기원 1년으로 하여 ‘물고기자리’ 시대다(강준수a 35).
각각의 주기별로 해당 별자리 시대는 맞은편의 별자리로 파악하는데, ‘물고
기’ 자리의 반대편은 ‘처녀자리’로서 기원 1년을 기점으로 영웅들의 ‘처녀 수태’
와도 연관성을 갖는다. 이것은 예수의 핵심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다는 점과
‘예수’가 그리스어로 물고기란 점에서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강준수a 35). 물
고기 관련 일화는 연오랑이 어부로 묘사되는 점, 견우와 직녀의 만남 과정, 그리
고 주몽의 탈출 과정에서 공통적인 상징 일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구려로 상징되는 삼족오가 태양으로 상징
되는 새로서 그것이 지닌 비유적 의미가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 속 까마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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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샤머니즘’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
한 것은 19세기이지만 전 세계의 민족들은 문명을 이루기 이전부터 샤먼의 초
자연적 힘을 통해서 길흉화복(吉凶禍福)의 파악, 병의 치료, 그리고 풍요의 기원
을 수행했다. 샤머니즘은 현대인이 일반적으로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과
는 다르게, 수만 년 전부터 신봉해온 것으로서 고도의 천문학적 지식이 바탕이
된 종교체제였다.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를 통해서 이러한 샤머니즘 분석이 필요한 것은 고
대 사회에 주요 신앙체계였던 샤머니즘을 통해서 당시의 세계를 바라보는 생각
과 관념을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를 통해서 연오랑과 세오녀라는 인물들이 갖는 샤머니즘 상징성을
파악하고, 일본에 전수된 고대의 선진문화의 전파과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II. 샤머니즘의 상징과 역할
1. 상징적 은유

고구려 시조 주몽,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남해왕, 김알지, 그리고 석탈해 등
이 지닌 공통점은 모두 알 탄생설화의 주인공들이란 점이다. 고대 사회에서 사
철(砂鐵)이나 사금 알갱이는 ‘알’로 묘사되었고, 박혁거세가 탄생했다는 우물인
알영정(閼英井)은 제철로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박승규 29).
고온 상태의 쇳물은 시각적으로 노른자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실제 언어
학적으로도 알은 ‘태양’을 의미하는 단어다. 신라 8대 왕인 아달라 이사금은 박
혁거세 후손으로 연오랑과 세오녀가 열도로 이주한 시기의 왕이었다. 아달라 이
사금은 선대 왕인 일성(逸聖) 이사금의 맏아들로서 서구적인 외모를 지닌 것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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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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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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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인 아틸라(Attila)의 이름과도 유사성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훈족
이 흉노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Howarth 12). 신라는 흉노족이 세운 국가였
고, 독일의 ZDF 방송 다큐멘터리는 <스핑크스 역사의 비밀>에서 훈족의 원류로
서 아시아의 최동단에 살아가는 한국인일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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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인다. (이종호 179)

신라 및 가야의 지배자들이 북방 기마민족인 흉노의 후예로 인식되는 결정적
유물이 바로 동복이다. 왜냐하면, 동복은 북방 기마민족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림로 14호 고분에서 발견된 신라의 황금보검(黃金寶
劍)은 지중해 연안의 트라키아(Thracia)에서 제작된 중앙아시아식 보검이다(이
종호 182). 이주민 집단들이 가져온 첨단기술 중 하나가 제철 기술이고, 가야가
철의 왕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는 철
기 기술의 수준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기에 나왔다.
설화에 따르면, 아달라 이사금 재위 시절에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동해 바
닷가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해조(海藻)를 따고 있던 연오랑 앞에
바위1)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를 일본(日本)으로 데리고 갔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나타난 ‘日本’은 현재의 국호로서의 일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 끝의 해
가 돋는 땅을 지칭하는 의미일 뿐이다(다카미쓰 90).
2011년에 중국에서 발견된 재당(在唐) 백제 유민의 묘지인 예군묘지(禰軍墓

1)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물고기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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誌)가 공개되었고, 묘지의 주인인 예군은 의자왕을 생포하여 당나라에 항복했던
웅진방령(熊津方領) 예식진(禰寔進)과 같은 예씨(禰氏)로 백제 멸망기에 활동했
던 인물이다. 이 묘지명이 주목을 받는 것은 백제를 ‘日本’으로 묘사한 것 때문
이다(다카미쓰 221). 678년 사망했던 예군의 묘지명에 일본이라는 명칭이 있었
다는 것은 일본의 국호가 ‘日本’으로 되기 이전부터 백제가 ‘日本’으로 지칭되
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이 ‘日本’이란 국호를 갖게 된 시기는 백제 멸망과 함께 일본으로의
백제 유민 유입 이후인 701년이다. 백제가 태양과 관련된 국명을 지닌 것은 유
목민족의 전통과 관련된다. 태양 숭배 사상을 지닌 유목민들은 금성(金星)을 태
양의 아들로서 인식한다. 유목민들에게 금성이 각별한 것은 금성이 자라서 태양
이 된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금성은 몽골어로 ‘촐몬(чолмон)’이라 하고, 이것의 음차 문자로서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은 금성을 상징한다. 샤머니즘의 전통에서 금성은 태양의 아들로서
태양의 후계자로 인식된다. 샤머니즘을 숭배했던 유목 민족들에게 ‘금성’의 의미
는 특별했다. 키르키즈스탄(Kyrgyzstan)의 수도는 ‘촐본아타(Cholpon-Ata)’이며,
‘촐본’은 금성을 가리키고, ‘아타’는 ‘아버지’라는 의미로서 금성의 아버지는 태
양을 의미한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소서노(召西奴)가 주몽과 함께 건국한 고구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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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백제 멸망과 함께 일본으로 유입된 백제계 이주
민의 주도로 현대 일본의 국명(國名)으로 전개된 것이다.
세오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바닷가로 나가서 연
오랑이 벗어 놓은 신발을 발견한다. 세오녀가 연오랑이 신발을 벗어 놓은 바위
위에 오르자, 그녀 또한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 연오랑과 세오녀가 바다를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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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 신라에서는 일월이 빛을 잃게 되었다. 일관(日官)은 아달라 왕에게 일월
이 빛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 연오랑과 세오녀의 이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
달라 이사금이 연오랑에게 신라로 돌아올 것을 부탁하지만, 연오랑은 다음과 같
이 언급하며 거절한다.
“내가 이 나라에 오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인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짐의 비(妃)가 짜 놓은 비단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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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
과 관련된 지명이 곳곳에 남아 있다. 연오랑은 이 지역에서 태양을 숭배하고 하
늘에 대한 제사 담당과 지역을 다스렸던 존재였을 것이다(김현룡 282). 연오랑
이 지닌 특별함은 이름에 ‘까마귀’란 단어가 담겨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오랑과 세오녀가 떠난 순간 신라에 일월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제철 기술
과 관련된 은유인 것이다. 고대의 제철 기술은 농사 및 전쟁의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의 존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제철 기술자 집
단의 이주는 국가적 위기와 직결될 수 있다.
제철 집단과 까마귀의 연관성은 고대에는 철을 녹이거나 정제하는 야철 과정
에 검은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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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포항의 영일현(迎日縣) 지역으
로서 신라 시대는 ‘근오지현(斤烏支縣)’이란 지명으로서 ‘큰 까마귀’란 의미이
고, 이것은 상당 규모의 제철 집단을 의미한다(박승규 37). 실제로 이 지역 형산
강에서는 풍부한 사철(沙鐵)이 생산되는 곳이고 연오랑은 태양으로 비유되는 기
술자 집단의 수장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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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오랑의 ‘늘릴 延’자는 두드려 펴는 기술, 세오녀의 ‘가늘 細’자는 정밀 단
조를 의미한다. 연오랑 세오녀가 일본에서 신과 비슷한 위치로 추앙받는 이
유는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것과 같은 첨단기술을 일본에 전해주었기 때문이
다. (박승규 35)

앞서 언급된 것처럼, 주몽 설화나 백제 온조왕 설화에 등장하는 심복인 ‘오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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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할 수 있다.

<그림 1> 동쪽 정벌에 나선 진무천황(神武天皇)의 길 안내를 하는 삼족오(三足烏)2)
2) http://www.aseanexpress.co.kr/mobile/article.html?no=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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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은 고구려의 강력한 기마무사 집단의 깃발이다.
그러나 삼족오는 고구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삼족오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리서인 산해경 이다. 4500년 전 태양이 10개나 한꺼
번에 떠오르면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지자 동이족(東夷族)의
군장이자 동방(東方)의 신궁(神弓)이었던 예(羿)가 시위를 당겨 태양 9개를 차례
로 떨어뜨리는 순간 태양은 삼족오로 변한다는 내용이다( 산해경 219).
여기서 10개의 태양은 당시에 10개의 전사집단을 토대로 한 국가들이 난립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9개의 태양이 떨어진 것은 1개의 국가를
제외한 9개의 국가를 재정리한 것으로 여기서 동방 구이족(九夷族)이라는 단어
가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샤머니즘의 상징 이미지는 연오랑과 세오녀 에서도
드러난다. 연오랑이 바닷가에서 해초를 따는 과정에서 때마침 바위가 나타나 일
본으로 이주하게 된다. 이것은 연오랑이 어부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묘사된 것이
지, 실제 어부가 아니다.
연오랑은 영일만 바닷가 바위에서 1미터에서 3미터 길이나 되는 길고 큰 바
다풀의 일종인 모자반을 따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의 잎사귀를 담근 물을 작은
토기(土器)에 옮겨 불을 때면 그릇 안에 소금이 맺히는 것이다( 경북일보
2012. 01.10.). 다시 말해서, 연오랑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고대의 첨
단 소금 제조 기술을 알고 있는 기술자 집단의 수장이었을 것이다. 고대 사회에
서 제철 기술만큼이나 소금제조법은 매우 중요한 국가 산업에 속했다.
영일만 일대를 다스리며 제천의식(祭天儀式)의 주관, 소금 제조, 제철 생산,
그리고 직조 기술을 지녔던 연오랑과 세오녀는 기술자 집단이었다. 일월과 관련
된 연오랑과 세오녀가 신라를 벗어난 것은 신라에서 제철 생산의 중단이 은유적
으로 표현된 것이고, 새로운 세상으로 이주하여 제철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오랑이 지닌 특별한 제철 기술 못지않게 세오녀가 지녔던 직
조 기술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필요했던 제물로 사용되었다. 베를 짜는 과정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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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
어졌다는 것은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인식되었다(강현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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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로 표현되는 신성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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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신
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가 신에게 바치는 직물을 주관하는 내용의 설
화에서도 파악된다. 설화에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남동생인 스사노오노미코
토(素盞烏尊)는 지붕에 올라가 말가죽을 거꾸로 벗겨 떨어뜨리게 되고, 놀란 직
녀(織女)가 베틀북에 음부(陰部)가 찔려 사망하는 사건을 일으킨다(박규태 34).
결국, 연오랑과 세오녀가 신라로 복귀하지 않고, 세오녀의 비단을 제물로 활용
하면서 일월이 회복된다는 것은 당시의 ‘베틀 짜기’ 기술은 현대의 첨단 문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천제의식(天祭儀式)에 활용되는 신성성이 부여된 특별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2. 문명의 전달 및 교류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는 서기 2〜3세기 당시의 영일 지역을 시대적 배경
으로 하고 있으며, 당시 일본열도(日本列島)는 통일 국가가 세워지기 전으로 소
국들이 난립했던 배경 속에서 첨단의 선진 문명을 지녔던 연오랑과 세오녀 집
단은 쉽게 지배적인 세력으로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라를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간 연오랑과 세오녀의 이주는 샤머니즘의 은하수(Milky way) 개념
으로 상징화된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관장하는 북극성과 지상을 이어주는 은하수는 북방 유
목민들이 아기 탄생을 축복하는 기원으로 제사장이 우유를 뿌리는 의식에서 비
롯되면서 영어 단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국, 신라의 관점에서 제철 생
산의 중단은 죽음과 소멸의 상징으로 열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생명 탄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샤머니즘의 생명 탄생과 죽음의 상징은 중국 신장 위그르 자치구 타
클라마칸 사막에 자리하고 있는 1,000개의 관들이 잠들어 있는 ‘신비의 묘지’라
고 불리는 ‘소하묘 유적’에서도 파악된다. 이 소하묘 유적에는 ‘루란의 미녀’로
알려진 신성한 존재의 여인이 잠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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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하묘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4,000여년 전 중국 은왕조(殷王朝)가 번영했
던 시기의 것이다. ‘루란의 미녀’는 20대 여성으로서 오똑 선 콧날, 푸른 눈에
금발로서 새 깃털이 장식된 고깔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그녀의 몸 위에는 가늘
고 긴 식물 가지들이 놓여 있다. 이 식물은 마황(麻黃)으로 인간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약초로서 마약의 일종이다. 이러한 마약의 일종을 몸에 지녔다는 것은
‘루란의 미녀’가 제사장과 관련된 신분임을 알 수 있다.
고대 샤먼들은 환각물질을 통해서 무아지경에 도달해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
에서 신과 접선하였다(강준수b 13). ‘루란의 미녀’가 환각물질을 몸 위에 지녔다
는 것은 그녀가 제사장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루란의 미녀’는 배 모양의 관 속에 잠들어 있다. 새 깃털 장식을 했
다는 것은 하늘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이었고, 살아서 그녀가 의식을 수행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마약 성분의 마황이 함께 담긴 것이다. ‘루란의 미녀’가
잠든 관이 배 모양으로 된 것은 은하수를 타고 죽음의 세계로 떠나가기 위한 여
정이 담긴 것이다.

<그림 2> 소하묘 유적의 ‘루란의 미녀’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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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은 일월의 죽음으로 연결되고, 신라 사회에서는 매우 불길한 징조로 인식되었
을 것이다. 샤머니즘이 지배적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태양과 달은 하루를 주기로
해서 죽음과 부활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수평선에서 사라져 암흑의 세상이 되면 태양이 죽음을 맞
이한 것이고, 동쪽에서 다시 떠오르면 부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태양
과 달의 반복적 죽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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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하
는 주체였다는 사실은 그가 타지로 떠나면서 바위 위에 벗어 놓은 신발에서도
파악된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신성성을 확보한 인물이 수행하는 특별한 의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신발을 벗어서 바위 위에 올라타는 행위 자체가 신성한 기
운에 의해서 수행되는 행동이다. 연오랑과 세오녀가 타지로 이동하여 지방의 왕
과 왕비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지닌 신성함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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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온 물건 이름까지 소상히 밝히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연오랑은
‘나는 신라 국왕의 아들이며, 신라국의 일은 동생 지고(知古)에게 맡기고 왔
다’고 밝혔다 한다.
‘천일창’이란, 연오랑의 일본 이름이다. 고대의 한국으로부터 일본에 간 귀인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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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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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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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
다 한다. 그 중 하나에, 커다란 창(槍)이 있었다. ( 경북일보 2012. 01.10.)

연오랑이 신라를 벗어난 것은 신라 제8대 아달라왕 4년(서기 157년) 때 일이
고, 연오랑 동생 지고(知古)가 신라 9대 벌휴왕이 된 것은 서기 184년이다. 연오
랑이 이주할 당시에 지고 왕자는 아달라왕과 전쟁하는 중이었고, 아달라 이사금
과의 싸움에서 이겨 제9대 신라 벌휴왕이 된다. 이 왕권 탄환의 내막에는 일본
으로 이주한 연오랑과 세오녀 내외의 큰 도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 왕자였던 연오랑은 신라 4대왕 석탈해의 왕손이었고, 당시 신라 내 왕
권을 두고 싸우는 전쟁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이다. 그것은 신라 8대
아달라 이사금과 9대 석벌휴(昔伐休)왕과의 싸움이었다. 기본적으로 신라는 삼
씨(三氏)의 정권으로서 초대 박혁거세(朴赫居世) 왕은 박(朴)씨였고 2대와 3대
도 박씨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4대에 석탈해(昔脫解)왕의 석(昔)씨가 들어섰다.
그리고 5대 6대 7대까지 다시 박씨가 정권을 이어받았지만 8대 아달라왕의 팽
창 정권이 들어서자, 석탈해 자손들의 반발이 시작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신라의 내부 사정 속에서 연오랑이 왜국으로 이주한 것이었다. 연오
랑이 이주했던 2세기는 일본의 “야요이시대(彌生時代)”로서 청동기 문명 시기
다. 그런데 2009년 7월 4일 KBS 역사스페셜에 따르면, 일본 천황가 조상신 ‘아
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의 남동생으로 묘사되는 스사노오노미코토가 현재
도 유적으로 남아 있는 ‘큰 돌배’를 타고 청동기 문명의 시기였던 열도에 ‘철기
문화’를 전해주었다는 점에서 연오랑과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4)
실제로 야요이시대 열도에는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일본측 기록에 나타난 스사노오노미코토는 이즈모(出雲) 지역을 개척한
문명 전달자로서 무사, 제철 종사자, 통치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묘사된다. 스사
노오노미코토는 ‘가라사비노쓰루기(韓鋤の劍)’라는 한국제 칼을 통해서 기존의
청도문명 지배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지배세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https://www.youtube.com/watch?v=4ZiDABvk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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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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으로서
의 역할 수행도 추측해볼 수 있는 근거다. 제철은 농사나 전쟁 수행을 위한 도
구로서만이 아니라, 단군의 청동검이나 천일창의 삼종신기나 종교의례를 위한
의기(儀器)로도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성한 기운을 담고 있는 일월의 상징성은 일장기(日章旗)인 ‘욱일기
(旭日旗)’에서도 파악된다.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서 일본 메이지유
신(明治維新)을 기점으로 사용된 일본제국 보병연대의 군기다. 일본의 욱일기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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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들이 구이족으로 불렀는데, 그 이유는 활을 상징으로 아홉 개의 부
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김정민 144).
빛이 퍼져나가는 이미지로 나타나는 욱일기는 일본 태양신인 ‘아마테라스오
미카미’와 관련된다. 여신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통해서 나타났던 태양은 널
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과 연결된다. 그러나 일본은
욱일기를 통해서 본래의 의미를 망각한 채, 널리 세상을 해롭게 하였다.

<그림 3> 일본 천황가 조상신 ‘아마테라스오미카미’5)
5) https://www.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80726205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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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본래 이미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시킨 또 다른 사례로는 독일
이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하켄크로이츠(Hakenkreuz)가 있다. 하켄크로이츠
의 원류인 불교의 ‘만자(卍字)’ 혹은 스와스티카(Swastica)는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북극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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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인 하켄크로이츠를 독일 나치즘(Nazism)의 상징으로 활용하면서 생명의 파괴가
자행되는 전쟁 이미지로 전락시켰다.

<그림 4> 북두칠성의 사계절 변화과정6)

샤머니즘 사상은 하늘과 지상의 조화를 이루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이 활용한 상징 이미지는 샤머니즘 사상
을 부정적으로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북두칠성과 관련된 상징성은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걸쳐서 나타난다. 그러나 샤머니즘이 일정 부분 수용된 우리나라 사
찰의 칠성각(七星閣)을 통해서만 북두칠성에 대한 구체적 신앙이 나타날 뿐이다.
충북 청원군 문의면 아득이 마을의 청동기 시대 고인돌 돌판에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때, 중국의 도교(道敎) 발생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칠성
6) https://blog.naver.com/kktrigel/5004697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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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七星信仰)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정형진 172). 이것은 단군왕검 시대
의 무덤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인돌에 새겨진 것으로 보아 북두칠성과 관련
된 샤머니즘 사상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단군신화(檀君神話)에
서 핵심적인 신은 칠성신이라고 했을 때, 부여계(夫餘係)는 태양 숭배 신앙에
토대를 둔다(정형진 285). 일본에서 태양이 의인화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부
여의 시조 동명왕과 고구려의 시조 주몽에게 신성성을 부여한 태양이다.

<그림 5> 중국 집안(集安) 오회분 4호묘의 고구려 벽화

또한 세오녀의 분신으로서 그녀가 짠 비단이 제물로 제공되면서 태양이 회복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단순히 직조 기술만을 지닌 것만이 아니라, 제천의식을
수행하는 신녀(神女)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는 강화도 마니산에 소재하고 있는 참성단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형태
를 재현한 천원지방(天元地方)의 형태로서 원형과 정방형이 공존하는 제단이다.
현재 매년 제천의식을 수행할 때, 원형의 제단에서 제천의식을 수행할 때, 땅을
상징하는 정방형 제단 위에서 강화여고에서 선발된 선녀들이 춤을 추면서 천제
의식을 거행하는 모습에서 과거 제천의식을 상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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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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및 직조 기술뿐만 아니라, 제천행사를 주관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
무와 관련이 있다.
고대 시대에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일월의 정신과 같은
선진문화가 전파된 것처럼, 오늘날의 한일 양국도 상호 협력 및 문화교류를 더
욱 활발히 하면서 연오랑과 세오녀의 일월 정신을 유지 및 발전시킬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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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테마파크의 조성은 일월의 상징
인 연오랑과 세오녀 집단은 태양 빛으로 비유될 수 있는 첨단기술 문명을 열도
에 전해준 사실과 고대 한일 교류를 인식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영일만 지역은 과거 연오랑과 세오녀 집단이 제철 생산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포항제철이라는 기업이 철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전통과 맥을
현대에까지 잇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포항
지역이 지니고 있던 지역 정체성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을 시작으로 포항시와 포스코는 “포항국제불빛축제”를 개최하였
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화려한 불꽃과 빔 조명이나 레이저를 활용한 입체적 불
빛쇼를 포항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면서 연오랑과 세오녀의
일월 신화를 놀이콘텐츠로 제시한다. 일월신화가 갖는 의미는 세상을 밝게 비추
고 열도에 기술 문명을 전파한 것처럼 이로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포항국제불빛
축제가 이러한 일월 정신이 담긴 과거의 전통을 현대적 시각에서 계승 발전시
킨다는 점에서 포항의 도시 브랜드 가치에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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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샤머니즘은 굿, 무당, 그리고 미신과 관련된 이미지로 한정되
어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샤머니즘의 주체들은 천문지식, 제철 기술, 소금
제조술, 그리고 직조 기술을 지닌 기술과도 관련성을 갖는다.
<안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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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강준수

본 연구의 목적은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를 통해서 본 연오랑과 세오녀의
상징성 고찰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러한 상징성을 샤머니즘 접근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연오랑과 세오녀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례의
주관자이면서 소금 제조, 제철 생산, 그리고 직조 기술을 지녔던 첨단기술자 집
단이었다. 제철 기술을 보유했던 연오랑과 세오녀 집단의 이주는 제철 생산 중
단 및 기술의 유출을 의미했다. 세오녀가 지녔던 직조 기술은 씨실과 날실로 상
징되는 수평과 수직의 조화로서 신성한 대상이었다. 현대인은 샤머니즘을 미신
과 연관 짓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샤머니즘은 다양한 기능과 역
할을 했다. 고대 사회에서 샤머니즘은 천문, 제철 기술, 그리고 직조 기술과 같
은 문명의 전파와도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
는 단순한 이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명의 전파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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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는 목소리들에서 발견하는 희망의 가능성
—이주(난민) 서사로서 김숨의 떠도는 땅 과 성경 겹쳐 읽기*
7)

배 지 연

Bae, Ji-yeon. “The Possibility of Hope Found in the Voices Wandering around—As
a Migrant (Refugee) Narrative, Reading the Bible Overlapping with Wandering
Land by Kim Soom.” Literature and Religion 27.1 (2022): 81-109. Print.
Abstract: This article overlaps the Bible’s narrative embodied in Joseph’s voice with
the voices of revenge reproduced in Wandering Land, and assesses the possibility
of hope to recover it in the narrative of migration (refugee) pain. The Bible’s
migrant refugee narratives overlapping with the plural and multiple voices
reproduced in Wandering Land converge into human problems and universal
migrant narratives surpassing the people. Moreover, the questions posed by the
voice of revenge lead to problems of pain and sin through the narrative of Job in
the Bible. In conclusion, the voices of revenge commonly found in the process of
overlapping the Bible with Wandering Land make us contemplate the pain of
migrant refugees and our attitude toward them. The acts of unconditional hospitality,
solidifying those in pain, and recording voices (or testimonies) about the substance
and origin of pain embody the possibility of hope that can be found in pain.
Keywords: Wandering Land, Bible, Narrative of migrant refugee, Voice,
Testimony and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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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2020년 발표된 김숨의 떠도는 땅 은 1937년 연해주에 거주하던 한인(韓
人)1) 17만여 명이 소비에트 정부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사건을 다
룬 소설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강제로 실린
이들은 40여 일간 좁은 기차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기차와 철길을 따라 펼쳐지는 그들의 서사는 강제 이주뿐 아니라 1860년대 이
후 한인들이 다양한 경로로 러시아로 이주한 그들의 역사를 담고 있다. 선행연
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떠도는 땅 은 이러한 이주의 역사를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는 모빌리티 시스템을 매개로 풀어가고 있다. 소설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의 페르바야 레치카 역에서부터 하바롭스크역을 지나 치타, 이르쿠츠크 역을 거
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지역(우슈토베 역)에 이르기까지 시베리아 횡단열
차 철길을 따라 이동하는 강제이주민들의 여정이 재현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
에트 군대와 철도시스템을 통해 이주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통제하는 국가권력
의 생명 정치의 일면이 드러난다(배지연 권응상 69-82).
특히 떠도는 땅 에서 재현되는 바, “이주민을 수송하는 열악한 모빌리티 환
경과 승객을 통제하는 모빌리티 시스템은 강제 이주와 수용 등의 장치를 통해
주권 권력이 생명정치를 작동하는 방식과 흡사하다(배지연 권응상 68).” 이 소
설에서 러시아 한인들은 강제 소집되어 연행되어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기차
에 태워져 강제 이주되고, 그 과정에서 언제든 집단 학살될 수 있다는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다. “혁명 광장에 몰아넣고 탕, 탕 쏴 죽이려다 총알이 아까워서
그냥 버리기로”( 떠도는 땅 10)2) 했다거나 “소비에트 호위대가 조선인들을 치
1) 러시아를 비롯한 구 소련 국가에 주로 거주하는 한민족 동포를 지칭할 때 ‘고려인’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정작 고려인 당사자들은 ‘고려사람’, ‘카레이스키’라는 용어를 더 많
이 쓴다. 조선에서 건너온 이들의 이주 역사를 다루는 떠도는 땅 에서는 ‘조선인’을 쓰고
있다. 이 글에서는 통상적인 ‘고려인’과 소설 속에서 사용되는 ‘조선인’을 아우르는 의미에
서 ‘러시아 한인(韓人)’으로 표기한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인[韓人]에 대한 명칭을 정
리한 논의는 국사편찬위원회 편, 러시아 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자료집) , 중앙
P&L(2009) 참조할 것.
2) 본 논문의 연구대상 텍스트인 김숨의 떠도는 땅 을 인용하는 경우, 이후 쪽수만을 표기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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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에 데려가 전부 총살할 것이라는 소문”(17)은 강제 이주 열차에 호송되는 내
내 기차 칸을 떠돌아다닌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자신들이 언제든 집단 총살될
수 있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문제시되지 않는, 내버려지는 존재로서 이들의 존재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공동체의 법이나 권리의 보호 바깥에 위치한 존재
로서 ‘벌거벗은 생명,’ ‘호모 사케르(homo sacer)’적 존재에 다름 아니다(배지연
권응상 75). 떠도는 땅 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떠도는 이들의 목소리는 스스
로 제어할 수 없는 기차에 태워져 자신의 생명을 저당 잡힌 ‘벌거벗은 생명’들
이 풀어내는 고통의 서사다.
소설 전반을 주조하는 이러한 목소리들은 그들이 실려가는 시베리아 횡단열
차가 이주민들을 강제 징집하여 강제 수용하는 공간, 말하자면 일종의 강제수용
소임을 드러내고 있다. 소설 초반부터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러시아 한
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강제징집되는 1937년 강제이주 사건은 자국
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집시, 정치범들을 강제징집하여 수용소에 강제구금했던
나치의 유대인 탄압정책과 다르지 않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학살이 자행되
지 않았을 뿐, 강제이주와 (강제)정착의 과정에서 2~5만 명으로 추산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주민들은 화물과 가축 수송 열차에 강제로 태워졌고, 비좁
고 더러운 환경에서 40여 일의 이동 기간 내내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으며, 제
대로 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해 질병에 걸리기도 했다. 소설에 재현되는 기차 칸
의 열악한 환경과 끔찍한 죽음의 장면들은 아우츠비츠와 같은 유대인 강제수용
소를 방불케 한다. 이 지점에서 떠도는 땅 에 목소리를 통해 재현되는 러시아
한인들의 이주와 고통의 서사는 유대인 강제수용소를 떠도는 그들의 목소리를
환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떠도는 땅 의 주요 서사를 추동하는 기차 칸을
떠도는 목소리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
제 이주와 모빌리티 시스템에 작동하는 생명 정치를 재현하는 방식으로서 ‘복
수의 목소리’에 관한 것이다. 이 목소리들은 러시아 한인 이주 역사를 구성하는
관련 문서와 역사자료 등 공적 기록에 담긴 목소리들인 동시에, 이주민들과 그
후손들의 기억과 증언을 통해 재구된 것이다. 알려진 대로, 떠도는 땅 은 4년
간 러시아 이주 역사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필되어 2020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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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떠도는 땅 을 준비하는 과정에 작가 김숨은 한 명 (2016)을 비롯한
흐르는 편지 (2018),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이 있는가 (2018), 숭고
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2018) 등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설들을 발표했
다. 이들 소설은 “기억과 증언이라는 서사적 방식을 통해 역사적 재현에 천착하
는 김숨 소설의 특성”(배지연 권응상 69)을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선
행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한 “이주와 관련된 러시아 한인들의 기억과
증언을 재구성하여 소설화함으로써 복수의 목소리와 기억들을 중층적으로 배치
하는”(배지연 권응상 97) 떠도는 땅 의 서사 방식과도 이어진다3).
떠도는 땅 은 전체 3부, 2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한 장(29장)
으로 구성된 3부를 제외한 대부분(1-28장)은 강제 이주 열차의 내부에서 주요
서사가 전개되는데, 이 공간을 떠도는 목소리들에 의해 러시아 한인들의 이주
서사가 추동되고 있다. 소설에서 기차 칸을 떠도는 복수의 목소리들은 이주자
들의 개별적인 기억과 증언이며, 동시에 기억공동체의 집합기억이다. 말하자면,
떠도는 땅 의 서사를 견인하는 목소리들은 기차 칸에 함께한 27명의 개별적
이주 서사인 한편, 다양하고 복수적인 이들의 서사가 모여 러시아 한인의 이주
사라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이 이 소설의
‘목소리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떠도는 땅 의 전반부에는 ‘석탄더
미 같은 어둠 저편’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음들에 뒤섞인 목소리들이 각자의 이
주사를 담아내는 한편, 중반부 이후에는 이주를 추동한 사회 역사적 맥락에 관
한 첨예한 논쟁을 다루고, 동시에 삶과 죽음, 죄와 고통의 문제 등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이어간다.
이처럼 떠도는 땅 에서 떠도는 목소리들은 “서사 전개의 중요한 장치”이자
“복수 초점화자의 목소리”(이숙 483)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발화자를 알 수
없이 뒤섞여있다. 그중에서 주인공 금실의 목소리를 비롯하여, 볼셰비키 혁명
3) 이 글은 배지연 권응상, (철)길 위의 사람들과 떠도는 영혼-김숨의 떠도는 땅 에 나타나
는 모빌리티와 이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 어문론총 88(2021)에서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
했던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서, 그 후속 연구에 해당한다.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내
용(러시아 한인들의 이주 역사에 관한 역사 사회적 맥락, 강제이주 모빌리티 시스템의 기
원으로서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역사적 맥락, 모빌리티 시스템으로 통제되는 이주민들의 호
모 사케르적 특성 등)은 해당 논문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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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 변질을 지적하며 소비에트 정부를 비판하는 인설의 목소리, 조선을 떠나
왔지만 여전히 조선적 정체성을 부여잡고 살아온 황 노인의 목소리 등은 비교
적 발화자를 구분할 정도로 드러난다. 하지만 금실의 목소리는 다양한 이주의
서사 속에, 인설의 목소리는 볼셰비키 혁명에 참여한 다른 인물들의 서사 속에,
황 노인의 목소리는 금실의 아버지와 같이 조선에서 이주한 또 다른 이들의 서
사 속에 곧장 뒤섞인다.
이러한 복수의 목소리들 중에서 다른 서사들과 뒤섞이지 않는 특이한 목소리
가 있는데, 그것은 요셉과 그의 아내 따냐의 목소리다. 특히 요셉은 소설의 전반
에 걸쳐 발화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며, 그의 서사는 소설의
주요 인물인 금실, 인설과 함께 소설 전반에 걸쳐 주요하게 전개된다. 성경 인물
과 동명인 요셉은 소설 속에서 성경을 매개로 소설에서 던지는 핵심적인 문제
를 다루고 있다. 그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서사를 통해 자신의 이주사를 풀어내
는 한편, 아브라함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이주 등으로 전개되는 성경의 이주 서
사를 떠도는 땅 에 재현되는 다양한 이주 서사와 접합시키고 있다.
떠도는 땅 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이주 서사는 고통의 역사이기
도 하다. 떠도는 땅 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이주의 서사들은 극렬한 고통을 동
반하고 있다. 개별적이면서도 제각각 겹쳐지는 복수의 이주 서사들은 소설의 중
반부 이후, 이주의 역사에 수반되는 고통의 문제로 집중된다. 목소리들은 자신들
이 당하는 고통의 연원에 죄의 문제가 자리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한다. 고통의
실체와 연원에 대한 질문을 담은 목소리들 가운데 고난의 서사로 대표되는 욥의
이야기가 요셉을 통해 전개된다. 욥의 서사는 극도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절대자
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존재의 고통을 다루고 있다(래리모어 30).
이처럼 떠도는 땅 의 주요 서사를 추동하는 다양한 목소리 중에서 성경의
서사와 얽혀있는 요셉의 목소리는 몇몇 지점에서 유의미하게 자리하고 있다. 첫
째, 요셉의 이주 서사는 아브라함의 이주로 시작되는 성경의 서사를 자기 가족
의 이주 서사로 들여놓는데, 이는 땅을 찾아 떠나는 이주의 서사, 곧 디아스포라
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서사와 이어지고, 이러한 성경의 이주 서사는 ‘떠도는 땅’
으로 표상되는 러시아 한인들의 이주사와 접합되면서 민족을 넘어선 인류 보편
의 서사로 수렴된다. 이는 러시아 한인의 이주 역사를 다루면서도 그 너머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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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는 떠도는 땅 의 초국가(trans-nation)적 지평과 연계된다.
둘째, 요셉의 묵상 과정에서 직접 인용된 성경의 서사는 떠도는 목소리들이
자신들의 이주 서사를 경유해서 만나는 죄와 고통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로
향한다. 요셉의 목소리로 발화되는 욥의 서사는 떠도는 땅 을 관통하는 고난
의 서사와 고통받는 인간에 대해 숙고하게 하는 한편, 강제 이주 정착지에서 힘
겨운 삶을 살아내고자 다시 일어서는 소설 속 인물들의 행보와 이어진다. 강제
이주지에 도착한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이제까지보다 더 극악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이 욥의 서사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떠도는 땅 에서 재현되는 복수의 목소리들과 요셉
의 목소리로 구현되는 성경의 서사를 겹쳐 읽고, 고난으로 수렴되는 이주 서사
속에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Ⅱ
Ⅲ장에서는 소설 속 떠도는 목소리들이 재현되는 양상, 즉 이주 서사의 ‘이야
기’와 그것들이 고통과 죄의 문제로 수렴되는 ‘질문들’로 구분하고, 그것들이 성
경의 서사와 교차함으로써 제기되는 의미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소설의 전반
부에 목소리로 재현된 이주 서사의 ‘이야기’로 전개되다가 그 이후 이주 서사들
이 추동하는 ‘질문들’로 수렴되는 소설의 전개 과정과 대응한다. 논문의 Ⅳ장에
서는 Ⅱ Ⅲ장에서 다룬 바를 바탕으로, 성경과 겹쳐 읽기를 통해 떠도는 땅
의 결말과 연계되는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 ‘떠도는 이야기들’에서는 소설에 재
현되는 복수적이며 중층적인 이주의 서사들과 함께, 요셉을 통해 발화되는 성경
의 이주 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 ‘떠도는 질문들’에서는 복수의 목소리가
던지는 다양한 질문들을 성경의 서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전
체 논의의 결과로서 떠도는 땅 과 성경을 겹쳐 읽는 과정에서 발견한 희망의
가능성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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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떠도는 이야기들: 복수적이며 중층적인 이주의 서사들
떠도는 땅 은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강제 이송된 러시아 한인들의 다양한
이동과 이주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 철길 위를 달리는 열악한 기차 내부를 떠
도는 목소리들, 대화, 그리고 초점화자들의 기억을 통해 재현되는 다양한 이야
기들을 통해 1937년 강제이주 사건 너머 19세기부터 진행되어온 러시아 이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1863년경 국경을 넘어 지신허로 이주 정착했던
일련의 조선인들이 최초의 러시아 이주민이라 할 수 있는데, 소설에서 금실의
친구인 올가 가족의 이주 서사가 그러했다. 이 시기 러시아 정부는 국경을 넘어
온 조선인들에게 토지와 국적을 주며 그들의 귀화를 장려했지만, 1891년 이후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이전과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불법으로 조선
을 떠나온 대부분의 비귀화 한인들은 토지는 물론 러시아 국적도 취득할 수 없
었고, 남의 땅을 소작하거나 잡역 노동일을 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배지연
권응상 83-6).
이러한 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소설 속 황 노인의 이주 서사이다. 1888
년생 황노인은 15세가 되던 해에 조선을 떠났고, 중국을 떠돌다 흑룡강 너머 우
수리스크 한인촌으로 넘어왔다. 토지를 소유한 귀화 한인과 소작농 한인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당시 상황에서 황노인은 동청철도 주변의 노동일, 캄차카 연
어 어장 조업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겨우 생계를 이어갔고, 연해주와 일본, 캄
차카 반도 부근을 떠돌다 겨우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조
선에서 중국으로, 그 너머 러시아의 연해주와 캄차카 지역을 떠돌다가 다시 강
제이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떠도는 몸이 된 것이다. 황노인과 비슷한 연
배인 길동수(금실 부친)도 마찬가지다. 한일병합으로 일본 기업의 소작농으로
전락한 그는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섯 살 된 금실을 데리고
국경을 넘었다.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그도 막일을 찾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흘러
들어왔고, 어시장 노동을 하며 금실을 키웠다. 이처럼 많은 조선인들은 땅을 찾
아 국경을 넘어왔고, 땅을 분배받은 초기 이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열악한 환경에
서 이주민으로 살아갔다.
국경을 넘어 떠돌던 그들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등에 만들어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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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촌으로 모여들었다. 떠도는 땅 은 강제이주 열차가 시작되는 블라디보스
토크의 신한촌의 역사도 함께 재현한다. 기차에 탄 이들의 기억과 목소리들을
따라 블라디보스토크에 흘러들어온 사연과 함께 신한촌의 모습과 일상이 그려
진다. 이주 초기, 한인들은 항구 부근의 개척리에 주로 모여 살면서 부두 하역
등의 노동을 했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전염병이 자주 돌았다. 이 구역에 중국
인과 한인들의 유입이 늘어나자 러시아 정부는 도시 외곽에 신한촌을 지정하고
한인들을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신한촌은 학교, 극장,
교회 등 다양한 한인 단체가 설립되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러시아 사
회로부터 타자화되기도 했다. 그 사이 신한촌에는 일본군에 의해 한인들이 학살
당하는 사건도 일어났고, 제정 러시아 정부의 이주 정책에 따른 한인들의 불평
등 또한 심화되었다. 이주민들에게서 이야기되는 신한촌은 제정 러시아에서 볼
셰비키 혁명, 그리고 스탈린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러시아 사회의 변혁과정
에서 한인들이 겪었던 혼란과 불평등을 보여준다.
한편, 국경을 넘어온 이들 모두가 땅을 찾아 떠나온 것은 아니었다. “신분 차
별에 대한 불만, 넓은 세상에 살고 싶은 갈망,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131)
이주한 이들도 있었다. 떠도는 땅 은 다양한 목소리 속에 이러한 이주 서사를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요셉의 이주사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양철 냄비를 비스듬히 기울여 그 안에
물이 담기는 걸 바라보며 요셉은 중얼거린다. 그것은 장로교 신자인 그의 아
버지 서계숙이 생전에 입이 닳도록 한 말이다. 그는 자신도 성경 속 아브라
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러시아 땅으로 왔다고 말하곤 했다. 러시아 땅
에 교회를 짓는 게 소원이었던 그는 아브라함과 달리 고향땅을 그리워하다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20)

요셉의 아버지 서계숙은 장로교 신자로서 러시아 땅에 교회를 짓는 사명을 띠
고 러시아 국경을 넘었다. 서계숙과 같이 조선의 국경 너머에 교회를 세우겠다
는 종교적 사명을 띤 이들이 실제로 존재했다. 19세기 말, 조선에는 만주 등에
서 선교사와의 접촉을 통해 세례를 받은 장로교 신자들과 서구 교회의 지원을
받는 선교사들의 조직적 선교 활동으로 장로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19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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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노회와 공의회 등이 조직되면서 해외 선교도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 특
히 조선 내 장로교회의 부흥은 1900년대 초반 원산, 평양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을 통한 조선인들의 영적 각성에 힘입은 바 크다. 이를 계기로 조선
및 중국, 연해주 등을 선교지로 삼아 선교자의 사명을 새운 이들이 많았다(민영
진 5-36). 떠도는 땅 의 서계숙도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1902년 하와이 선교
를 시발점으로 중국 산동,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의 한인 이주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 설립과 선교가 진행되었는데, 연해주의 경우 1909년 장로
교회 목사인 최관흘이 블라디보스토크에 파송되어 교회를 설립했다.
러시아 정교를 국교로 하는 러시아에서 개신교 장로교회를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최관홀의 경우, 신한촌(개척리)에서 한인 60여 명과 장로교회를
설립했는데, 정교회 교인을 장로교로 개종시키지 않고 한인 장로교 신자를 위한
한국어 집회와 예배를 진행할 것을 러시아 정부(연해주지사)에 약속한 이후에
교회 설립이 가능했다.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신자가 800명으로 불어날 정
도로 교회는 부흥했는데, 이러한 증가세에는 한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러시
아 당국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1912년 최관흘이 러시아 당국에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관흘은 정교회로 개종하게 된다. 이 일을 통해 연해
주 한인 교인들은 숨어서 예배하게 되고, 1926년 이후 연해주 선교는 중단됐다
(변창욱 13-36). 그만큼 러시아에서 개신교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힘들었으며,
볼셰비키 정부가 들어선 이후 모든 교회의 예배가 금지되었고 1920년대 후반
이후 교회는 자취를 감췄다. 그런 상황에서 서계숙이 이주 당시에 품었던 종교
적 신념을 견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소설에서 서계숙에 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그려지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달리 고향땅을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난 것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병
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생계를 꾸리며 어렵게 살았던 요셉 또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했다. 금광에서 어렵게 번 돈으로 신민증을 사고 거기서 만난
따냐와 결혼한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
고 출산한 아내와 갓난아이를 데리고 강제이주 열차에 실리게 된다. 이러한 요
셉의 서사를 이끄는 것은 성경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창세
기의 성경 구절에 이끌려 “성경 속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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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경을 넘었다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요셉의
서사에서 성경은 끝까지 반향되고 있다.
이처럼 떠도는 땅 에서 요셉의 이주 서사는 아버지 서계숙의 그것과 맞닿
아있는데, 아버지의 이주를 추동한 것은 아브라함으로 매개되는 성경의 이주 서
사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기록된 아브라함의 서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찾아 떠도는 이주자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갈데아 우르 지역에서 태어나 하란으로 이주해 살다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을 받고 조카 롯과 함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 창세기 12:1)을 떠났
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터전을 떠난 것은 ‘너에게 보여줄 땅’을 기반으로 한 하
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을 차
지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
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12:3). 이때 그 ‘땅’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이주
과정에서 찾게 될 미래의 땅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즉각적으로 성취
된 것이 아니라 전 생애, 아니 수천 년에 걸쳐 이행될 약속이다. 성경은 아브라
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순종한 믿음의 조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
한 믿음 또한 처음부터 주어졌거나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험난한 이
주의 과정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놓을
만한 믿음으로 굳건해진 것이다.
떠도는 땅 에서 요셉의 아버지 서계숙은 ‘아브라함과 달리’ 고향을 그리워
하다 병들어 죽는 것으로 서술됨으로써 아브라함과 대비되는 인물로 그려진다.
하지만 아브라함 또한 자기 대(代)에 그 땅을 찾지 못하고 일생을 떠돌다 타향
에서 삶을 마감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 그 땅을 향해 떠돌다가
죽음을 맞았다는 점에서 요셉의 아버지 서계숙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궤적 위
에 서 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지만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삶터를 옮기기도 했고, 여러 지역을 떠도는 과정에서 전쟁과 고난을 겪었다. 고
향을 떠돌다 삶을 마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모두 자신
의 삶터를 빼앗겨 옮겨 다니거나 타향과 타국에서 생을 마감했다. 떠도는 땅
에서 아버지 서계숙을 경유한 요셉의 이주 서사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대
(代)를 이은 이주의 역사, 즉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적 역사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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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는 땅 에서 요셉의 서사는 이러한 이주민의 삶으로서 성경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수백 년을 노예로 살다가 모세
와 함께 탈출하여 수십 년을 광야에서 떠돌았다. 머물 땅이 없어 광야를 전전했
던 이 시기의 이야기는 모세의 토라에 기록되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승되어왔
다. 떠도는 땅 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에 이어 광야를 떠돌던 이
야기를 요셉의 서사에 기입하고 있다. 요셉은 강제이주 열차 속에서 “인간들이
갈라질 때 땅도 갈라진다”(20)( 민수기 16:1-35, 26:9-11)는 성경 구절을 떠올
린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집트로 돌
아가려는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때 땅이 갈라져 그들이 죽게 된다. 이집트
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그린 민수기의 말씀을 떠올리는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로 대물림되는 이주사를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
고 있는 것이다. 따냐를 통해 이야기되는 롯의 서사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게르(

)’였다고 이야기한다. 게르는 땅도

없고 친척도 없는, 가난한 이방 출신 이주민(난민)을 뜻한다. ‘게르’는 (기근 등
의 이유로) 자신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남의 땅에 얹혀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따라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나 ‘여행자’의 개념이 아니다. ‘게르’는
옮겨간 지역에서 본토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땅을 소유하는
등의 동등한 권리도 갖기 어렵다. 대부분 땅 소유권이 없이 살아가거나, 어느 정
도 자신의 땅을 일구더라도 그 지역 본토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쫓아내
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신세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
류자’에 가장 가까운 존재다. 광야에서 떠돌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수십 년 동
안, 이스라엘 민족은 팔레스타인에 정착해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에게 외국인 노
동자, 불법체류자로 여겨졌다. 이후 약속의 땅으로 여겨지던 가나안에서의 정착
생활도 로마제국의 침략 아래 끝이 났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 살던 이스라
엘인들은 디아스포라라 불리며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고, 수천 년간 자
신들을 향한 적대와 차별을 경험했다. 나치 정권의 대 유대인(이스라엘) 정책은
그러한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며, 유대인 강제수용소는 그러한 적대와 차
별을 표상한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등의 개별적 이주 서사가 다채롭게 이어지는 한편,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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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강제노역에 혹사당했던 역사와 그 가운데 겪었던
멸시와 거절, 고통 등이 잘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의 침략을 받
을 때 이집트인들에게 적이 될 것이라며 핍박받으며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이후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어 앗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될 때 타국 땅
에 강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어와
타국의 언어를 함께 구사하는 이중언어 생활을 했다. 구약성경이 히브리어와 아
람어 등으로 저술된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
엘 민족의 수천 년 역사에는 이집트, 앗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등 강대 제국에
의한 강제이주 및 노역의 현장이 자주 등장한다. 이때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제국의 시선들을 담고 있는데, “그들(이스라엘 민족-인용자 주)의 수
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
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출애굽기 1:10)는 제국
의 시선은 수천 년간 세상을 떠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인들을 향한 것이었고,
그러한 제국의 시선을 최대치로 체현한 것이 바로 유대인 강제수용소다.
이와 같은 제국의 시선은 떠도는 땅 에 다뤄진 러시아 한인들의 이주사에
서 러시아-스탈린 정부의 시선과도 겹쳐진다. 떠도는 땅 은 스탈린 정부가 시
행한 1937년 강제이주 이외에 1860년대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존재했던 러시아
한인에 대한 제국의 시선을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재현하고 있다. 기차에
탄 러시아 한인들이 겪었던 차별과 배제의 서사는 다양한 목소리로 존재한다.
무국적자인 따냐의 경우, 그러한 차별과 배제에 더욱 취약했다. 불심검문을 받
았던 따냐는 러시아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국경 밖으로 추방되었는데, 자신
의 집으로 돌아오는 데 3년이 걸렸다. 그 사이 남편을 잃었다가 가까스로 재결
합하게 된 그녀는 강제이주 열차가 설 때마다 인민증이 없는 조선인들을 따로
데려갈까 두려워했다. 따냐의 이야기 외에도 자신이 살던 삶터에서 특별정착촌
으로 강제연행되거나 노동수용소에서 소년들이 강제벌목에 동원되어 죽어가는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한인들의 고통은 “국경 너머에서 온 낯선 자
들”(187)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두려움에서 기인한다고 소설은 이야기한다. 떠
도는 땅 에 재현된 바와 같이, 러시아 정부는 국경 부근에 정착한 조선인들이
러시아에 동화되지 않아 적대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멀리 연해주 내부로 강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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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고, 소비에트 정부는 조선인을 일본인 첩자라는 누명을 씌워 감금하거나 숙
청했다. 러시아 한인들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국경 너머에서 온 낯선 자들”에
대한 제국의 시선으로 읽고 있는 것도 성경에 담긴 이주의 서사와 접하는 지점
이다.
무엇보다도, 떠도는 땅 을 성경의 이주 서사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기차 안
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주의 이야기들이 디아스포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떠도는 존재’로서 보편적 인간의 이야기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선인은 한 곳에 뿌리내리고 땅을 일구며 살아야 한다던 황
노인이 수천 년간 떠돌아다녔다는 유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땅이 떠도는 것인
지, 내가 떠도는 것인지” 모를 자신의 삶을 반추했는데, 이후 황 노인은 아브라
함처럼 약속한 땅에서 수많은 자손들과 복을 누리며 사는 꿈을 꾸게 된다. 이러
한 방식으로 떠도는 땅 과 성경의 서사들이 개별 인물들의 이주 서사들과 얽
히고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이해되는 이스라엘의 이주 서사는 개
별 민족의 이주 서사를 통한 인류 전체의 이주사(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인류
구원을 다룬 메타서사)이며, 이스라엘 너머의 보편적 디아스포라 서사를 향한다.
소설에서 성경의 이주 서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평생을 떠돌게 될지도
모른다는 황 노인의 말이 암시하듯이, ‘떠도는 땅’으로 표상되는 러시아 한인들
의 이주사와 접합하면서 민족을 넘어서 인류 보편의 이주 서사로 수렴된다.
이처럼, 요셉의 목소리로 서술된 성경의 이주 서사는 러시아 한인의 이주 역
사와 맞물리면서 개별 민족이나 인종을 가로지르는 보편적 서사로 자리하게 된
다. 요셉의 서사가 발휘하는 효과는 떠도는 땅 이 ‘1937년 강제이주의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민족의 문제를 소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설 속에 한인들의 이
주사만을 기입하지 않는 독특한 방식’과도 연계된다. 이 소설에서 강제이주의
매체로 재현하고 있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라는 모빌리티 시스템의 기원을 추적
하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만주와 연해주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이주 서사가 포착된다. 떠도는 땅 에서 서술되는 다양한 목소리들은
연해주에 사는 한인뿐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온 러시아인이거나 유대인, 폴란드
인 등 다양한 인종의 러시아 거주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중에서 러시아
와 중국 국경지대에 살던 원주민 가족이 자신의 삶터에 쫓겨나 비참하게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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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이야기는 어떤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국적자의 흔적까지 강제이주의
서사로서 기입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감지된다(배지연 권응상 80-2). 이는 한
인들의 이주사 외에도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의 이주, 특히 연해주 원주민의 서
사를 통해 강제이주의 연원을 기입함으로써 민족 너머를 바라보는 떠도는 땅
의 트랜스 내이션적 상상력을 더하고 있다.

III. 떠도는 질문들:
죄와 인간의 문제,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숙고
살펴본 바와 같이, 떠도는 땅 의 서사를 채우는 많은 목소리들은 1937년 강
제이주를 매개로 하여 다층적인 이주사를 재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인들의
겹겹의 이주사와 함께 그 너머의 이주사를 아우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목소리
들은 다양한 질문의 형태로 기차 칸을 떠돈다. 대표적인 것이 소년 미치카의 질
문이다. 어둠을 떠도는 그의 질문은 강제이주 열차에 막 실린 이주자들의 상황
과 맞물리면서 소설의 서사가 진행되는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우린 들개가 되
는 건가요?”에서 “우리도 인간인가요?”로 이어지는 그의 질문은, 강제이주 과정
과 이주사 전반에 걸쳐 작동되는 생명정치의 폭압성과 ‘호모 사케르’로서의 이
주자들의 존재에 관한 물음이다. 이후 미치카의 질문은 “나는 어디에서 왔나
요?”,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로 이어지면서 강제이주의 현실과 직결된 문제를
넘어 인간 존재에 관한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미치카의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강제이주 상황
에서 출발과 목적지를 확인하는 언술로 읽힐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미치카
의 질문 이후 기차 안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부모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진다. 미치카의 질문은 ‘고향’과 ‘무덤’에
관한 다양한 답변들로 대응되는데, 이는 인간 존재의 기원과 회귀를 고향과 무
덤의 메타포로 대비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인간 존재에 관한 문제는
갓난아이와 노인을 함께 태운 강제이주 열차 안의 상황과 연계되면서 삶과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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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문제로 이어진다. 태엽을 돌리는 시계와 자신들이 타고 있는 기차의 비유
를 통해 결국 ‘떠도는 존재’로서 인간과 인생의 문제로 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린 들개가 되는 건가요?’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로 이어지는
미치카의 질문은 떠도는 땅 에서 강제 이주되는 이주민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소설의 중반 이후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나타난다. 목소리들은 이주의 과정에서 겪은 고통에 존재론적 의미를 캐묻고 있
다. 이 과정에서 기차 속 인물들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한 질문하고 있다.
“전생에 뭔 죄를 지은 걸까?” 들숙이 입을 쌜쭉이 내민다./아기를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있던 따냐가 고개를 들더니 눈빛을 반짝인다. “전생이요?”/“아
무리 생각해도 전생에 죄은 죄가 아니고서야 집에서 쫓겨나는 수치를 당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 말이야.” [···] “조상이 지은 죄가 커서 인생이 이
토록 고달픈 거랍니다.”/“조상이 뭔 죄를 지었는데요?” [···] 어릴 때 마을에
서 가장 연장자이던 어른이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할아
버지가 지은 죗값을 네 자식들이 치를 거야’/“내 남편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래요.”/따냐는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재빨리 말하고 요셉의 눈
치를 본다. [···] /“뜻이요?” 풍덕이 묻는다./“네, 다 뜻이 있어서 수난을 겪는
거라고 했어요.”/“무슨 뜻이 있을까?”/“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대요.”/따냐는
빠르게 중얼거리고 요셉을 흘끔 바라본다./“하나님이 스탈린인가보군요!” 풍
덕이 비웃는다. (114-15)

대화 형식으로 재현된 이 부분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죄에 관
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 즉 자신의 삶터에서
쫓겨나서 모멸과 수치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없
다. 자신에게서 고통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들은 전생이나 조상의 죄로
인해, 혹은 신의 섭리에 따라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한 답
을 구할 수 없다. “전생에 뭔 죄를 지은 걸까”(114)라는 이들의 질문은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다룬 김숨의 전작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정대협에서 발간한 증언집 등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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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안소로 끌려갔던 자신의 삶을 ‘전생에 지은 죄’로 연결하는 그들의 목소리
가 실려있다. “나는 전생에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기에 그런 벌을 받았을까 하
고 생각하고 있어.”라는 일본군‘위안부’ 문옥주의 증언도 떠도는 땅 에서 그들
의 고통을 전생의 죄와 연결하는 목소리들과 닿아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강고한 국가권력에 의해 호모 사
케르로 존재했던 역사적 실체들의 흔적이다.
떠도는 땅 에서 제기된 고통과 죄의 문제는 이후에 사람들이 요셉에게 던
지는 질문들, ‘하나님’, ‘부모님’, ‘국가’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크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181). 그 또한 자신들의 고통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그 연원을
따져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질문들은 따냐의 입을 빌어 ‘고통에는 하
나님의 뜻이 있다’는 성경적 서사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성경의 서사를 읽는
요셉의 목소리가 부각되고 있다.
“그분께서는 눈에게 ‘땅에 내려라’ 명령하시고 큰 비에게는 ‘세차게 내려라’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일손을 막으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일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그분께서는 지혜롭다 여기는 이들을
거들떠보지 않으십니다.”
“네가 누구냐.”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황 노인이 번쩍 눈을 뜬다.
“땅.......”
“지혜로 땅을 세웠다.” (158)

요셉이 읽고 있는 성경은 욥기다. 욥기는 이스라엘의 국경 너머 우스 땅에 살
았던 욥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것으로, 의인이었던 욥이 겪었던 이유 모
를 고통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 건강을 모두 잃고 아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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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신을 저주하며 떠나간 상황에 직면한 욥은 자신의 고통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고민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도 묻고, 나아가 하나님께도 질문한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고통에 대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묻고 또
묻는다. 이러한 욥의 서사는 고통의 연원을 죄에서 찾는 떠도는 땅 의 목소리
들, 그리고 호모 사케르의 삶을 살아온 역사적 실체들의 목소리들과 맞닿아있다.
전체 42장으로 구성된 욥기 본문 중에서 떠도는 땅 에 인용된 부분은 37장
과 38장의 일부이다4). 요셉이 읽고 있는 이 부분은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자
신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욥에게 엘리후의 입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그의 창조원리를 논증하는 부분이다. 인용된 ‘네가 누구냐’, ‘내
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는 질문은 창조세계에서 인간의 자리에 대
한 물음이다. 이 부분은 땅으로 대표되는 창조세계에서 인간이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창조세계의 다양한 피조물로
서 인간의 자리를 찾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지닌 다양
성과 특이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인간은 그러한 피조물 중 하나임이 부각된다.
떠도는 땅 에 인용된 욥기의 38-9장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
경적 해독제”로 평가받는데, 창조세계에서 인간의 자리를 질문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제시하며 창조세계의 일원으로서 인간의 겸손함이 강조된다. 욥기의 이
부분에 제시되는 괴물 베히모스와 리워야단을 인간은 결코 통제할 수 없다. 특
히 홉스가 리워야단(리바이어던 Leviathan)을 통해 절대권력을 지닌 국가(전제
군주제)를 정치적 이상으로 삼았던 점을 생각할 때, 리워야단과 같은 통제 불가
능한 존재는 떠도는 땅 에서 이주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국가체제(제정 러
시아, 스탈린 정부)와 대응된다. 욥의 서사는 소설에서 재현된 러시아 한인들의
이주와 고통의 서사는 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항 불가능한 국가체제
(들)에서 기인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떠도는 땅 에서 욥의 서사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세계를
4) 욥기는 산문과 운문(시) 부분으로 구분되며, 이야기가 전개되는 산문 부분은 처음(1-2장)과
끝부분(42장 끝부분)에 배치되어 욥기의 외곽 틀을 이루고 있다. 욥기의 중심부는 운문 형식
의 대화(3-42장)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발닷, 소발과 욥의 대
화,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말(32-27장), 그리고 하나님과 욥의 대화(38-42장)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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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함으로써 고통과 죄의 문제를 인간에서 신과 자연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지
점에 있다. 욥의 서사에서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통에 대해 온전히 이해했는지
는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욥은 고통 중에 일그
러진 자신의 시각을 재설정하고,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직면하고 극복해야 하는
지 알게 된다(래리모어 7-32). 중요한 것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자기 고통의 의
미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사실이다. 욥은 이 질
문과 탄원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
겨낼 힘을 발견했다. 떠도는 땅 의 인물들이 자신들의 고통과 죄의 연원을 끊
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욥의 서사와 만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설 후반부에 제시되는 요셉의 아내 따냐의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냐의 질문(혹은 반문)은 욥의 서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보다
면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냐는 요셉과 함께 성경의 서사를 소설 속에
끌어들이는 인물이다. 따냐는 소설 전반에 걸쳐 기차를 떠도는 복수의 목소리들
이 제기하는 이야기와 질문들을 성경의 서사, 즉 요셉의 목소리로 수렴하고 있
다. 고통의 연원을 묻는 질문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성경의 서사로
연결한 것도 따냐다. 소설의 초반부에 따냐는 남편에 의지하는 나약한 여성으로
그려지지만, 자신의 이주 서사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무국적자로서 고단한 삶
을 살아냈던 여성임이 밝혀진다. 출산 직후 강제이주 열차에 올라탄 따냐는 기
차 안에서 간난아이의 죽음과 대면한다. 죽은 아이를 기차 밖으로 던져버려야만
했던 엄마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절대 고통이며, 따냐의 고통과 절규
는 욥의 그것과 같다. 고통 가운데 따냐는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
여보........ 우리 아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은 어째서 아기를 우리에게
보냈을까요. 이름도 지어주기 전에 데려가버릴 거면서 말이예요. 여보, 난 거
짓말을 했어요........난 뒤돌아봤어요. 들깨밭을 달려가다 고개를 돌리는 바람
에 발을 곱디뎌 아기를 떨어뜨릴 뻔했지요......난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어
요. 하지만 고개가 저절로 훌쩍 들렸어요. 난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어요.
........ 난 속으로 생각했지요. ‘아, 하나님이 한눈을 파셨나보네!’. 여보, 난 당
신에게 묻고 싶었어요. 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지 말이예요..... 저 뒤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내가 사랑을 주었던 모든 게 다 있는데.......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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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냐는 아이의 죽음이 무엇 때문인지를 묻고 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던 따냐 자신의 말에 비춰본다면, 아이의 죽음과 자신의 고통에도 하나
님의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냐는 계속 반문하고 있다. 아이의 죽음이 자
신의 죄, 즉 뒤돌아보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어기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이었던 삶터에 마음을 둔 것이 과연 죄인지 묻고 있다. 아이의 죽
음 앞에서 따냐는 욥과 같이 죄와 고통의 문제에 실존적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따냐의 물음은 떠도는 땅 에서 복수의 목소리들이 담고 있었던
고통의 연원으로서 죄의 문제, 특히 황 노인이 집요하게 질문했던 “누가 말 좀
해 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206)라는 질문과도 이어진다. 소설에 등장하는
이주 서사 가운데 가장 험난한 삶을 살았던 황 노인은 이주 과정에서 자신이 어
쩔 수 없이 저질렀던 죄의 문제를 두고 사람들의 의견을 구했다. 사람들이 쉽사
리 답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에 대해 고통 속에 절규하는 따냐의 마지막 질문은
희미하게나마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떠도는 땅 을 주조하는 이주 난민의 고
통과 죄의 서사는 따냐의 마지막 질문을 거치면서 죄의 문제가 선악의 이분법
으로 선명하게 구별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따냐의 항변은 이제까지 요셉의 목소리로 서술되어온 성경의 서사를 새
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한다. 떠도는 땅 에서 따냐는 요셉에 의해 통제받는
대상으로 그려지는데, 성경의 서사와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러한 양상이 심화된
다. 이는 서계숙과 요셉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후손의 관계로 대응되면서 신앙의
가계에 위치한 요셉과 그렇지 못한 따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
만, 성경의 서사에 내재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성(gender)
차별적 내러티브’인 창세기에서 여성 인물들은 가부장제 사회에 순응하고 심리
적 정서적으로 고립당하는 무력한 존재로 그려진다(강선옥 16). 떠도는 땅 에
서 따냐에 의해 호명되는 롯의 아내도 그런 존재이다. 요셉에게 의지하는 무력
한 존재로서 그려지는 따냐가 롯의 아내의 서사와 이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요셉은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남성 중심의 서사와 이어진다. 소설에서 따냐와
요셉의 구도는 성경에 내포된 성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앞서 따냐가 요셉에게
던진 질문, 즉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자리한 삶터를 아쉬워하며 뒤돌아본 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묻는 것은 성경의 서사가 정위(定位)해 놓은 질서에 대한 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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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따냐의 질문으로 믿음이 없는 자를 대표하는 ‘롯의 아내’의 자리가
마련되고, 그 과정에서 믿음과 구원으로 수렴되는 성경의 거대 서사에서의 보이
지 않던 틈새가 드러나게 된다. 롯의 아내는 롯의 이주 난민 생활을 함께했으며,
롯이 안정적으로 소돔에 정착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럼에도 성경은 롯의
아내를 ‘믿음이 없는 자’의 전형으로 그리며 그녀의 서사를 소거하고 있다.
롯의 아내의 서사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대서사로 수렴되
는 성경의 서사 방식은 거대 역사 담론으로 수렴되는 대문자 역사(History)의 서
사 방식과도 같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내포된 남성 중심의 서사로서 성경은
그 질서에 벗어난 서사들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종교 경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떠도는 땅 에서 따냐에 의해 호명되는 ‘롯의 아내’와 그 서사는, 공식역사가
보여주지 않는 서사의 틈을 증언과 구술자료들이 메우면서 대항 역사
(counter-history)로 위치하듯이, 성경의 거대서사로 함몰되지 않는 대항 서사
(counter-narrative)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따냐의 목소리는 소설에서 요셉의
목소리로 접합되는 성경의 서사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환원되지 않게 하는 역
할을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요셉과 따냐에 의해 제시되는 성경의 서사는 떠도는 땅
의 서사를 보다 다층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요셉에 의해 직접 인용되는 욥의 서
사는 강제이주와 고통의 역사를 재현하는 목소리들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
제로 나아가게 한다. “무슨 죄를 죄었길래?”라며 자신들이 겪는 고통의 이유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너희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땅에 버려졌나?”(275)는 타자의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강제이주 열
차의 종착지에서 금실이 만난 원주민 여자는 고통에 처한 금실의 상황을 죄의
문제로 여긴다. 원주민 여자의 질문을 받은 금실은 이제까지 스스로 죄 없다고
판단했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따냐의 죽은 아기가 달
리는 열차 밖으로 던져질 때, 자신의 뱃속 아이가 살아 있는 것에 안도”(276)함
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은 죄이다. 이것은 욥의 고통을 외면했던 그
의 친구들이 범했던 죄였다. 고통과 죄의 문제를 고민해온 금실의 이러한 결말
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반성적 사고로 이끄는”(이숙 488) 고통의 또 다
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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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떠도는 땅 혹은 길 위에서 발견한 희망의 가능성
: 결론을 겸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떠도는 땅 에서 기차 칸을 떠도는 수많은 목소리, 이야
기와 질문들은 1937년 강제이주의 서사를 매개로 겹겹의 이주 서사로 엮여 있
으며, 이주의 과정에서 겪었던 무수한 고통의 서사를 통해 인간 존재의 문제를
향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와 다층적으로 엮여 있는 성경의 서사는 이주자로서
아브라함과 고통의 연원을 따져 묻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길 위의, 떠도는 존
재’로서 인간의 문제에 다다르고 있다. 떠도는 땅 의 강제이주민들처럼 고통
의 연원을 끊임없이 질문했던 욥은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그럼
에도 다시 삶을 재건할 힘을 발견했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세계가 불완전할지
라도 신이 자신에게 맡긴 세계, ‘자기 앞의 삶’을 거부하지 않기로 결단할 때 가
능한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욥이 누린 말년의 축복도 이러한 욥의 자세와 무관
하지 않을 것이다.
떠도는 땅 의 마지막 부분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기 앞에 놓
인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인간들-금실, 요셉과 따냐, 그리고 인설의 모습을 다루
고 있다. 굶주림과 추위 등으로 그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낳거나 임신하고, 누군가의 등을 기대며 살아간다. 이 짧은 결말 부분을
통해 일상의 고통 가운데서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희망의 가능
성을 발견할 수 있다.
소설의 결말 부분인 3부는 짧은 한 장으로 구성되는데, 강제이주 열차의 종
착지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1937년 9-10월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열차는 11월 이후에 카자흐스탄에 도착한다. 집도 없이 구릉과 갈대밭
에 내버려진 한인들은 손수 만든 토굴 속에서 겨울을 났다. 갈대밭에서 아이를
해산한 금실을 그곳을 지나던 원주민 여자가 건넨 염소젖과 빵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아이도 살릴 수 있었다. 의지할 데가 전혀 없었던 금실이 낯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은 원주민 여자의 무조건적인 환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실제로 1937년 강제이주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주지 부근에
살았던 카자흐인과 우즈베크인, 기타 소수민족 사람들이 나누어준 음식과 옷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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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
는 새로운 도착자’였던 헐벗은 낯선 이주자들에게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환대
했다. 이들은 “신은 우리가 모르는 타자의 얼굴로 온다는 사실, 신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름 모를 타자를 환대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상철 김
남석 293)을 아는 사람들이며,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에게 찾아온 낯선 나그네
(게르)를 환대했던 성경의 서사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보여
준 조건 없는 환대야말로 고통 중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떠도는 땅 에서 요셉의 목소리로 재현되었던 성경의 이주 서사는 낯선 이
주 난민들을 환대하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한다. 아브라함과 롯의 서사는 그
들이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을 찾아 떠도는 ‘게르’들의 이야기다. 아브라함과
롯은 이주 난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땅에 방문한 낯
선 이들을 환대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돔의 멸망이다. 롯과
그 가족들이 살았던 소돔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
음이여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
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고 밝히는 「에스겔서」(19:49-50)에 따르면, 소돔
의 멸망은 교만과 풍족했음에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데
에 기인한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환대(hospitality)의 근본적인 결핍”
때문이라는 것은 1세기 유대 문헌이 증언하고 있다(Richard J. Bauckham 50-2,
283-85). 무엇보다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소돔 사람들은 자기 땅을 찾아온 나그
네를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하며 유린했다. 성경은 과부, 고아와 함께 나그
네(게르)를 반드시 돌봐야 대상으로 명시했는데, 명문화된 말씀을 심각하게 훼
손함으로써 소돔이 멸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성경의 서사는 환대의 부재가
초래할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떠도는 땅 의 전반에 걸쳐 이러한 환대의 부재가 재현되지만, 소설의 결말
에서 주인공 금실은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는 누군가의 환대를 받는다. 이러한
낯선 사람의 환대로 금실은 새 삶을 시작하지만, 그의 곁을 지켜줄 인설의 등장
으로 앞으로의 삶에 희망을 꿈꿀 수 있다. 자기가 대면한 극심한 고통은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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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완벽하게 이해될 수도 공유될 수도 없다. 하지만 고통을 겪은 자들이 서로의
곁을 내주며 동행함으로써 고통을 견뎌내고 일어설 수 있다. 소설의 결말에서
요셉과 따냐, 금실과 인설은 서로의 곁을 내어주며 험난한 이주자의 삶을 동행
한다. 그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음식을 마련하고 떨어진 단추를 꿰매주며
함께 아이를 키워갈 것이다. 고통의 삶을 연대할 그들이 바로 희망이다.
무엇보다도, 떠도는 땅 에서 희망의 가능성은 고통스러운 이주의 역사를 기
억하고 기록하는 요셉과 인설에게서 발견된다. 소설은 이주 난민 강제수용소와
같은 기차 안에서 이주(난)민들의 떠도는 목소리를 담아낸다. 그들의 목소리는
강제수용소를 떠도는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 이곳에서 요셉은 이주(난민) 서사
를 이끄는 유대인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읽고, 고통에 대한 애가로서 이방
인 욥의 이야기를 읽는다. 요셉의 목소리를 통해 환기되는 것은 교리로서의 기
독교 신앙이 아니라 떠돌이 삶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근원적 메시지이다. 성경은
거대한 기억의 텍스트이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고난과 그것으로
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 텍스트이며, 그것을 읽는
다는 것을 그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행위다. 떠도는 땅 에서 요셉의 성경 읽기는 이러한 기억행위로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요셉이 읽은 욥기의 한 구절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 누가 있어 나의 말을 기록해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 주
었으면! ( 욥기 19:23-4)

욥은 자신이 처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절규한다. 욥
은 자기에게 닥친 불행과 그로 인한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고통을 겪는
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을 매개로 타인과 소통할 수 없다. 그
들은 소통 가능한 언어가 아니라 울부짖음으로 고통을 드러낼 수 있다(엄기호
121-32). ‘고통받는 이가 언어를 잃고 절망의 사슬로 포위되는 과정’을 욥의 서
사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욥은 자신이 겪은 일이 잊힐까 염려하며 자신의 이야
기가 기록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고난과 애통함을 자신만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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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기를 희망한 것이다.
이러한 욥의 서사는 전승되어 여러 문헌으로 기록되었고, 욥기는 팰림세스트
와 같이 여러 전승들이 더하고 빼지면서 현재의 형태로 전해진다. 이러한 욥의
서사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 모두가 극한으로 내몰렸을 때 나오는 고통의 목소
리’로 평가받으며 고통받는 이들을 통해 새롭게 읽히고 쓰인다. “고통받는 자인
내가 고통받는 욥에 관해 말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욥
의 감정을 더 온전히 헤아릴 수 있었다”(래리모어 30)는 그레고리우스 교황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욥의 서사는 기억하고자 하는 누군가의 기록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욥에게 희망의 원천은 기억”(래리모어 211)이다. ‘아우츠비츠
의 욥’으로 불리는 엘리 위젤은 동시대인으로서 욥을 바라보며 그를 통해 절망
을 넘어 희망의 가능성을 읽는다. 욥의 고난과 인내에 관한 서사는 그를 기억하
는 누군가의 기록과 서사를 통해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아우츠비츠의 생존자들
이 그 기억으로 인해 고통받으면서도 그 기억이 세상에 전해지길 원한다는 점
에 주목한 엘리 위젤은 이러한 욥의 희망을 기반으로 하여 아우츠비츠의 기억
과 기록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떠도는 땅 은 이러한 욥의 희망을 인설을 통
해 보여주고 있다.
문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좌우로 흔들리던 인설이 외투 주머니 밖으로 비죽
나와 있는 수첩을 꺼내 손에 쥔다.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빼내는 그의 손에
는 뭉뚝한 연필이 들려 있다. 그는 수첩을 펼치고 글자를 적어나가기 시작한
다. “뭘 적는거요?” 풍도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수첩을 넌지시 들여다본다.
인설이 적는 걸 멈추고 고개를 든다. [···] “처음부터 끝까지요.” (190)

강제이주 열차에 뒤늦게 올라탄 인설은 기차 속 사람들과 섞이지 못했다. 아
버지처럼 믿고 의지했던 형이 스탈린 정부에 의해 강제구금되고 무엇보다 혁명
을 통해 세웠던 볼셰비키 정신의 몰락을 목도하면서, 그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
렸다. 이런 인설을 일으켜 세운 것은 기차를 떠도는 이야기들이었다. 자신이 보
고 들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겠다는 인설의 의지는 사후적으로 러시
아 한인 이주사를 구성하는 많은 증언들로 살아난다. 인설과 같이 고통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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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 고통의 실체와 연원에 대한 목소리를 기록하는 행위는 요셉의 성경 읽기,
즉 고통의 구원사를 기억하겠다는 그의 기억행위와 맥을 같이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난과 극복을 잊지 않고 기록했듯이 러시아 한인들의 이주
역사, 그 목소리들을 잊지 않고 기록함으로써 그 역사를 전승하고자 하는 기억
행위인 것이다. 인설과 요셉,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고통 속에서 발견되는 희망이다.
조선 후기부터 진행되었던 러시아 한인의 이주사(移住史)는 근대에 진행된
한인 이주사의 기원으로 여겨진다. 다양한 경로와 궤적으로 진행된 러시아 한인
의 이주사는 문서나 역사자료 등 공적 기록과 함께, 이주민들과 그 후손들의 기
억과 증언들을 통해 재구되어 왔다. 카레이스키 혹은 고려인으로 명명되는 러시
아 한인들의 이주사는 그들의 기억과 증언들, 즉 집합기억을 통한 기억공동체의
서사를 통해 공식역사의 틈을 메꿔왔다. 인설과 같이 한인 이주사의 증언을 기
록하는 것은 뒤섞인 목소리들에서 역사적 기억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실제로 증언의 목소리들은 다성적이고 복수적이며, 마구 뒤섞여있으며 서로
겹쳐져 있다. 이러한 증언의 목소리들은 그것을 기록하는 이들에 의해 재배열되
어 서사화된다. 그 과정에서 기록자들의 시점과 서술에 의해 발화자(증언자)의
목소리가 희미해지기도 하고, 서술자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서사의 내용
과 방식이 달라지기도 한다(배지연 2021: 96-110). 뒤섞이고 다성적인 증언의
목소리 중에서 어떤 것을 찾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는가 하는 것은 증언을 기
록하는 자의 몫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증언은 구술한 증언자와 그것을 서
사화하는 서술자와의 공동 산물로 볼 수 있다.
떠도는 땅 에서 기차를 떠도는 목소리들은 이와 같은 증언의 서술 방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증언을 기록한 다양한 서사물에서 증언자의 목소리
를 가장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직접화법, 즉 증언자의 목소리를 큰 따옴
표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큰 따옴표에 묶여 기차 안을 떠도는 목소리들은 기억
을 이야기하는 날것으로서의 목소리, 말하자면 증언의 물질성 자체를 재현한 것
에 가깝다. 이처럼 떠도는 땅 을 주조하는 떠도는 목소리들은 증언을 서사화
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무엇보다도 소설에서 인설의 역할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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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혹은 그러한 기억을 증언하는 목소리를 기록하는 일이다. 떠도는 땅 은 인
설이라는 인물을 통해 증언이 기록되는 과정 자체를 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 한인의 이주 역사를 기억하고 증언하며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제시
된다. 이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증언을 서사화하는 작업이며, 이 과정에서 소설
을 통한 ‘증언의 재현’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인설의 역할은 역사적 사실과
증언을 문학적 기록으로 재현하고 있는 김숨의 작업과도 맞닿아있다. 러시아 한
인의 이주에 관한 다양한 역사자료와 증언 등에서 뒤섞인 기억과 목소리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서사화한 것이 떠도는 땅 이라
할 때, 소설 속 인설은 김숨의 또 다른 자아로 볼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증언을 통해 역사의 재현을 시도하는 떠도는 땅 의 서사
방식은 최근 김숨 소설이 나아가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 명 등 2016
년 이후 진행되어온 김숨의 소설들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실 혹은 기
억의 재현으로서 증언을 읽고 그것을 다시 쓰는 작업이다. 이러한 김숨의 작업
은 “기억과 증언이라는 서사적 방식을 통해 역사적 재현”(배지연 2020: 219)을
시도하는 일종의 기억행위이며, 고통의 역사 가운데 희망을 길어올리는 작업이
라 하겠다.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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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는 목소리들에서 발견하는 희망의 가능성
—이주(난민) 서사로서 김숨의 떠도는 땅 과 성경 겹쳐 읽기
국문초록

배지연

이 글은 떠도는 땅 에서 재현되는 복수의 목소리들과 요셉의 목소리로 구
현되는 성경의 서사를 겹쳐 읽고, 고난으로 수렴되는 이주(난민) 서사 속에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을 진단해 본 것이다. 떠도는 땅 에 재현
되는 복수적 중층적 목소리에 겹쳐지는 성경의 이주 난민 서사들은 ‘떠도는 존
재’로서 인간의 문제와 민족 너머 인류 보편의 이주 서사로 수렴된다. 또한 복
수의 목소리가 던지는 질문들은 성경의 욥의 서사를 통해 고통과 죄의 문제로
나아간다. 결론적으로, 떠도는 땅 과 성경을 겹쳐 읽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복수의 목소리들은 이주 난민들의 고통과 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숙고하게 한다. 고통에 처한 자에게 조건 없이 환대하고 그들의 곁에서 연대하
며, 고통의 실체와 연원에 대한 목소리들(혹은 증언들)을 기록하는 행위는 고통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이다.

주제어

떠도는 땅, 성경, 이주 난민 서사, 목소리, 증언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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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과 기만 그리고 ‘고백’하는 주체들
—고백이 드러내는 관계 맺기의 규범화 양상들
이 성 근

Lee, Seong-geun. “Hypocrisy, Deception and Subjects Make a Confession: Modes
of Normalization Revealed by Confession.” Literature and Religion 27.1
(2022): 111-36. Print.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attitudes of hypocrisy and deception which are
widely criticized by Koreans in relation to ‘fairness’ as one of the main social
values in Korean society today.
In so far as, the individuals who are considered as violators from the fairness, will
be blamed for under the nomination ‘(public) hypocrite’, or ‘circumventor’.
Thus, we can understand that a hypocrite is a product of the social collective
process. From this point, this article analyzes how hypocrisy and deception occurs,
with reference to the ‘confession’ of a conscientious individual.
The ‘confession’, according to Michel Foucault, is not only a Catholic ritual, but
also a process which reveals a subject’s self authenticity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acceptable social standards. This article examines the idea
through analyzing texts related to confession, encompassing St. Augustine, J. J.
Rousseau, and modern Eastern novels. In relation to these subject matters, the
article shows how the confession mechanism simultaneously activates
manifestation of inner authenticity and relevant normalization.
Keywords: hypocrisy, confession, Michel Foucault, normalization, authen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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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러 정치, 사회 이슈들을 두고 가장 많은 윤리적 기준으
로 언급되고 있는 화두 중의 하나는 ‘공정성’ 또는 공정함(fairness)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정당한 몫이 돌아갈 수 있는지가 우리 사회가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상황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많은 논란은 이러한 공정성을 해
친 혹은 해쳤다고 평가받는 특정한 주체들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충돌 아래 일
어난다. 특히 공정성이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
주체와 관계될 때, 우리는 이 개인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러한 개인 주체들이
위선자, 기만자인지 아닌지로 먼저 유형화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즉, 위선과 기만이라는 결과물, 평가의 확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한 개인을 위
선자, 기만자로 규정하기 위한 주체의 내면에 대한 판정 형식들이 먼저 현실에
존재한다.
실상이 어떠하든지, 옳고 그르든지 공정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말과 행
위를 한다고 인식되는 대상은 위선자, 기만자이기에 검증되어야 한다. 결국 가
장 먼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위선과 기만 혹은 위반을 통해 이들이
끌어내는 진솔함, 진정성에 대한 감각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때 놓치게 되는
것은 이처럼 특정 대상을 위선자, 기만자로 판단, 평가하게 되는 개인적, 사회적
감각의 출처이다. 이는 진정성이 무엇인지보다는 진정성은 어떻게 표출되는지
를 살피도록 만든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표출 과정으로서의 고백은 진정성에
대한 요구를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위선자, 기만자라 평가하는
주체에게든 위선자, 기만자로 평가된 주체에게든, 위선, 기만의 사실에 대해 인
정하건 부정하건,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고찰하는 상황에는 고백이 개입한다.
하지만 아마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누군가를 위선자로 지정하는 주체들
자신이 어떤 고백을 취할 때, 스스로 규범적으로 평가되는 위선의 상황에 처하
는 문제일 것이다.
사실, 직접적으로 논의해야 할 ‘위선’과 ‘기만’은 모두 이들 각각을 어떻게 이
해하느냐에 따라 접근이 달라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표현(발화와
행위)에서 나타나는 관계 양상들을 통해 논의의 윤곽을 그려보려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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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위선과 기만은 진실, 진리, 참과 거짓은 물론 도덕, 윤리, 선과 악 등의
가치들과 엮이며 논의될 것이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양상
을 나타내지 않는 사태들이기 때문이다. 위선(僞善)은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상
정된 것들을 꾸미는 것이기에, 그 좋음과 선함을 무엇으로 제시하는지 그리고
꾸며냄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또한, 기만(欺滿) 역시 진실
한 것 더 나아가 진실 자체를 속이거나 허위로 전달하는 것이므로, 그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와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에 따라 의미와 정당성이 판단 받는다.
그런 점에서 위선과 기만의 일차적인 작동방식은 어떤 사태나 가치들에 대한
‘가리기’ 혹은 ‘감추기’라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려진, 감추
어진 것이 드러나는 과정과 함께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지점까지 여러
가지 이해타산과 관계 맺기의 작동이 이어진다. 이러한 관계 맺기의 과정은 일
종의 개인에 대한 검증이라는 형태로 진행된다. 먼저, 실제 사태와 멀든 가깝든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다각적인 검토, 소위 현실에서 객관적인 접근이라
불리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한 개인적 주체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
는 것은 아닐 것이고, 수많은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야 그
형태와 작용이 구체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위선과
기만의 대상으로 지목된 주체의 주관적 고백이 문제가 된다. 이때의 고백은 ‘가
리기’ 내지는 ‘감추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드러내기’의 방식을 취한다. 이러
한 감추기와 드러내기 사이의 교차에서 우리는 위선, 기만, 진정성 등에 관한 판
단을 규범적으로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고백의 역할을 푸코의 논의를 활용하여
주제화한 후, 시대별 고백의 양상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며 사회적 주체들에게
어떤 진정성을 규범화/정상화하는지를 논할 것이다.

II. 진정성 표출 장치로서의 고백
푸코(Michel Foucault)는 2세기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규범
체제에 속하지 않았던 고대 이교도들의 ‘아프로디지아’(aphrodisia)를 생활 규범
으로 받아들이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성(性)의 역사 4권, 육체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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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1)을

시작한다. 즉, 아프로디테의 기술, 사랑, 결혼을 주재하는 여신의 기술

이 개인들 사이의 윤리적 지침에 머무르지 않고 기독교 세계의 행동 규범으로
제시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푸코는 이 성(性) 담론을 다루는
목적으로 육체와 관련된 규범의 문제를 제시하게 되고, “악의 용서, 진실의 표
명, 자기에 대한 ‘발견’, 그런 것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가”(푸코 86)를

1) 이 부제의 원제는 ‘Les aveux de la chair’이다. 개인적으로는 ‘살의 고백들’이라는 번역을
선호하지만, 우리의 몸을 통한 경험을 강조하는 번역의 의도를 감안, 존중하여 출처의 표기
는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몇 가지 논점을 지적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
1) 기본적으로 단수형인 l’aveu는 계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백 행위 자체를 가리키고 카톨
릭의 신앙(고백), 고해와 통용되는 confession과 호환된다. 그러나 복수형으로 쓰인 les
aveux는 범죄 등과 관련하여 지난 경과나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백, 시인의 의미로 사
용된다. https://www.larousse.fr/dictionnaires/francais/aveu/7062?q=aveu#7028 참조.
이때 시리즈 전반의 주제를 고려하여, 개인 주체의 사적인 혹은 은밀한 욕망 영역으로
여겨지는 성(性)과 관련된 담론 작용, 즉 성(性)과 권력의 관계에 따른 통제의 문제를 감
안한다면 인정, 승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푸코는 성(性)이든 여타 욕망이든 이들을 단순히 통제 받고 규율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
이 아니라, 장치와 배치에 따라 주체의 구성 및 여러 효과(effect)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
로 이해한다. 그런 점에서 시리즈 2권 쾌락의 활용과 3권 자기(에의) 배려와 같은 주제
들도 파생된다. 따라서 이 고백, 자백, 시인은 단순히 죄의식, 도덕의 문제에만 관련된
수동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스스로가 어떤 욕망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 판독하는 과정과 그 역할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3) la chair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인성(人性)을 드러내는) 육신이 지닌 성욕/정욕 소위 육욕
(肉慾)의 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권력의 작동에 따라, 주체가 자신을 주체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괴리된 것으로 상정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는 있다. 또
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성적인 욕망에 대한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flesh), 근육조직이라는 기초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경험적 성격이 더
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정신성, 신앙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영역이나
엄격히 정신으로 신체를 통제하는 학문, 도덕 영역만의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체로서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알게 되는 자연적, 사회적 욕
망들을 지닌 주체로 자신을 구성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도 푸코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육체’는 하나의 경험방식으로, 말
하자면 악의 제거와 진실의 표명 사이의 어떤 관계에 따라 자기에 의한 자기의 인식방
법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변화방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경험방식으로 이해해야 한
다.”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성(性)의 역사 4—육체의 고백 , 나남, 2019, 85쪽. 결국
1권 앎의 의지에서 성(性)의 문제가 죽음과 생명과 관련된 권리와 권력과 관계된 진리의
문제로 제시되는 점을 참조할 수 있는데, 사실 4권 자체가 1권의 다음 권으로 기획되어
있었다는 텍스트 성립 과정과도 관련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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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문제로 제시한다. 이러한 주제들은 위에서 언급한 위선과 기만 주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과 윤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리
고 “세례는 2세기까지 “잘못에 대해 용서를 약속해 중 수 있는 유일한 교회 활
동”이었”(푸코 87)다는 점과 함께 그 핵심적인 요소로 회개와 참회에 대해 검토
한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논의와 만나는 지점이다.
세례 준비 과정에서의 수련 행위는 크게 “1. 심문조사”, “2. 마귀 쫓기 의식의
시험”, “3. 죄의 고해”로 정리된다. 특히 “‘고해(confession)’는 …… 지원자가
수행해야 할 신앙심과 고행의 훈련 중 하나로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한 행위이
다”(푸코 113. 이하 굵은 글씨 강조는 인용자).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위선자,
기만자로 반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규정해야 한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의식과 죄인이라는 의식,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려
는 의지를 표명하는 일이다. 그것은 기억과 이야기를 통해서 ……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증언이고, 자신의 변화에 대한 증명이다”(푸코 114). 일차적으
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 말하기’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정확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일보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다”
(푸코 116). 기독교의 세례 및 회심-속죄의 논의를 떠나더라도, 최소한 스스로를
위선자 기만자로 자기와 관계 맺게 하고 고백하는 일이 비로소 그러한 평가로
부터 벗어나는 발판이 된다.
그러나 고백에 따른 자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이 공인될 수 있을지, 과연
어떻게 공인될 수 있는지 다른 영역에 놓여 있는 일이다. 따라서 더 살펴볼 것
은 푸코가 논의하는 제도화된 속죄, 사면과 같은 확인 절차의 차원이다. 이는 공
개적, 공표적인 “‘자기 고백publicatio sui’”(푸코 150)으로 명명 되는데, “죄의
진실을 말하기와 죄인의 진실성을 나타내기의 두 가지 방식”(푸코 153)으로 구
별된다. 어떠하든 “고해를 하지 않고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
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이러한 외적이고, 분명하고, 가시적인 표명이 없
으면 절대로 용서는 없다”(푸코 154-55). 이제 초점이 옮겨진다. ‘진실 말하기’
보다는 ‘진실처럼 보이게 하기’의 역할이 강조된다. 공인이 필요한 상황 혹은
평가자의 시선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보이는 것이
되면서 단절이 일어난다. 이는 일종의 역전인데, 우리가 위선자, 기만자라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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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이들에게 주요하게 바라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진솔한 고백, 반성에 대
한 검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이도록 행위하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진실
에 대한 요구에서 진실하게 보이기에 대한 요구로의 전환은 우리의 시선 자체
가 오히려 어떤 위선과 기만의 시선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든다.
물론 여기서 모든 논의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규범화, 제도화, 절차화 등의
공인 과정이 어떻게 이러한 역전을 낳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푸코 스스로가 언급하는 것처럼, 이러한 자기 관계에서 성찰
을 통한 점검은 기독교에만 고유한 규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성
찰의 관습은 고대 철학에서부터 지속되어오는 주제들이다.2) 우리가 더 확인하
고 검토해야 할 것은, 의식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위선과 기만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 그리고 그러한 평가의 목적과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이다.
“고백은 가능한 한 성찰에 가까워야 하고, 성찰의 외적 측면, 즉 타인을 향한
말이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시선과 그 시선으로 포착된 것을 담론화
하는 일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것이다”(푸코 213). 따라서 위선과 기만에
대한 공론화된 고백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권력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다루
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에서의 고해는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
2) 이러한 고백하는 말하기와 진실, 진정성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일회적, 임의적인 것이 아니
라 이후 푸코의 사유와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주제화되어 나타난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영
성에서는 인도되는 주체가 자신의 참된 담론의 대상으로서 참된 담론의 내부에 현존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인도받는 자의 담론 내에서 발화(énonciation) 주체는 언표
(énoncé)의 지시 대상(référent)이어야 합니다. 요컨대 이것이 고백의 정의입니다.” 미셸 푸
코, 심세광 옮김, 주체의 해석학 , 동문선, 2007, 437쪽. 기독교에서의 고백의 역사를 추적
하는 푸코의 작업에 관한 언급인 같은 책, 같은 쪽, 각주 32 역시 참조.
진실한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Michel Foucault, Le Courage de La Vérité,
Seuil/Gallimard, 2009, p.200. “J’ai trouvé là, me semble-t-il, un thème-qui mériterait
évidemment bien d’autres développements que ceux que l’on peut faire dans ce cadre-,
thème qui a été tout de même très important dans la philosophie ancienne, dans la
spiritualité chrétienne, beaucoup moins sans doute dans la philosophie contemporaine, mais
à coup sûr dans ce qu’on pourrait appeler l’éthique politique depuis le XIXe siècle: c’est le
thème de la vraie vie. 여기서 나는 이런 틀로 내가 해 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한 주제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현대 철학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덜 중요하지
만, 고대철학, 기독교 영성에서 매우 중요했고, 19세기 이래 정치적 윤리학이라 불리는 데
서도 틀림없이 중요한 진실한 삶이라는 주제입니다”(번역은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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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는 대타자의 존재를 폭로하려는 목적을 지니며, 최종적인 목표는 완전히
깨끗한 마음의 상태에서 하느님을 우러러 보는 것”(푸코 220). 즉, “기독교의
영성을 실천하는 일의 기본적인 역설은 자기 자신의 진실 말하기가 근본적으
로 자신의 포기와 관련”(푸코 221)된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적 전환 이후에 자
신의 포기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는 시대, 상황, 주체에 따라 달라질 것이
다. 이처럼 우리의 위선과 기만에 대한 고백이 과연 주체에게 어떤 다른 진정
성들을 부여하는지는 직접적인 고백 텍스트들을 경유해 별도로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III.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신에 의지한 진정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는 푸코가 성(性)의 역사 4권에서 직접 논의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의 접근과는 방향이 다르다. 푸코는 텍스트 전반의 주
제에 맞추어 기독교와 관련된 성(性) 담론 특히, 부부 관계와 성생활에서의 규
범, 원죄와 (육체적) 타락, 육욕 등의 문제와 관련해 아우구스티누스를 주로 다
루고 있다. 여기서는 위선과 기만과 관련하여 ‘고백’을 주제로 삼았기 그 연장
선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특히 10권(현재와 기억 그리고 욕망)을 중심
으로 검토를 이어나가려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푸코가 정리한 기독교 세례 성사와 고해의 과정에
그 자체로 충실히 부합하는 서술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술의 구성 역시 과거의
자신에 대한 고백과 함께 앞으로 자신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의지의 문제를 다
루는 진행방식으로 제시된다. 1~9권까지는 유년기부터 개종 이전의 자신에 대
한 설명을 취하고 있고, 10권을 기준으로 서술 시점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11권부터 마지막 13권까지는 이러한 생각에 따
라 기독교 신학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10권의 논의를 검토하기에 앞서, 고백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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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또 알고 있습니다. 그
러나 누가 이것을 닦겠습니까? …… 주여, 내게 숨겨진 것들로부터 나를 깨
끗하게 닦아 주십시오( 시편 19:12). 그리고 남의 것들로부터 당신의 종을
용서하십시오. …… 나의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의 죄를 당신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내 마음의 불경(不敬)을 용서해주지 않았습니
까?( 시편 32:5) 진리인 당신과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죄악이
스스로 속이지 않을까 하여( 시편 27:12) 나 자신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1권 27)
나는 내 과거의 불순함을 그리고 내 영혼에서 육체적 부패를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행합니
다. (아우구스티누스 2권 59)
왜 나는 매우 많은 것들에 관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물론 나를
통해서 당신이 그 이유를 알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향한 나의 정서와 이
것을 읽을 사람들의 정서가 자극받아서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가장 높이 찬양하여라( 시편 97:4). 나는 이미
다음을 말했고, 또 말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사랑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이 고백을 행합니다. […] 그러므로 우리들의 비참함과 우리들에 대한 당신
의 자비를 당신에게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정서를 당신에게 활짝 여는 것은,
이왕에 당신이 시작했으니 다시는 우리들이 비참하지 않고 당신 안에서 행복
하게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11권 399)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 곳에서 자신의 고백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위의 1
권이 시작 구절에서는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용서를 바라고 있는데, 고백은
곧장 용서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 판본에서 “ 고백록 을 쓰게
된 동기”로 절의 제목을 주고 있는 2권의 인용 부분에서, 자신의 과오에 대한
고백의 목적은 신에 대한 사랑으로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11권의 인용에는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고백하는가?”로 절의 제목이 주어져 있고, 신에 대한 사랑을
환기하면서 이에 감화받은 다른 이들과 신 안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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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요청이 나타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고백 의도를 지속적으로 환기
할 때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신에 의지하는 일이다.
이는 푸코의 논평을 빌리자면, “사실 올바른 행동의 길로 나아가는 데 필수
적인 분별력은 개인에게 요구될 수 있는 덕목이 아니다. 자기의 생각을 혼란스
럽게 만들고, 떠오르는 상념의 기원과 목적을 은폐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움은 우선 하느님의 은총이다. 하느님의 개
입 없이, 인간은 분별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푸코 202). 그러나 이러한 고
백은 자기 관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아닌 ‘신’을 향한 것이다. 따라
서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의지에 대한 완전한 포기이
자, 그 어떤 끈으로도 자기 자신에 매여 있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되지 않
으려는 태도이다”(푸코 221).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이 상황에서 멈추지는 않는다. 그는 과거의 자신에
대한 고백을 지나 현재의 자신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존재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현재의 고백은 타인들을 향하게 된다.
나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아는 분이여, 마치 내가 당신에게 알려진
것처럼 나도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고린 13:12). […] 당신 앞에서는 내 마
음으로 고백함으로써 그러나 여러 증인들 앞에서는 내 글에 의해서 나도 진
리를 행하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10권 1, 323)
나는 육체의 말과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말로 그리고 당신의 귀가 아는
생각의 외침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악할 때의 고백은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
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건할 때의 고백은 경건함을 나에게
돌리지 않는 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내 고백은( 로마 4:5) 당신에게 침묵하면서도 침묵하지 않습니
다. 왜냐하면 소리로는 침묵하지만 감정으로는 외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
스티누스 10권 2, 324)
내가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마치 저들이 내 모든 허약함을( 시편
103:3) 낫게나 해주는 것처럼 그들보고 내 고백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
까? […] 그러나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그들 자신에 대해 듣는다면, 그들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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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거짓말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
해서 듣는 것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까? […] 주여, 나도 사람들이
이렇게 듣게끔 당신에게 고백하는데, 내 고백이 참다운지를 저들에게 증명
할 수는 없지만, 내 사랑이 저들의 귀를 열어 주어 저들은 내 말을 믿을 것
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10권 3, 325)
그렇다면 무슨 결과를 위해서 나의 주여, 내 양심은 자신의 결백보다 당신의
자비를 희망하면서 한층 더 자신에 차서 고백하지만, 나는 무슨 결과를 위해
서 이 글을 통하여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
이라는 것을 당신 앞에서 고백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나는 내 과거
의 고백의 결과를 알았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 그러므로 그들
은 눈으로도, 귀로도, 정신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내면적인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 고백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어주려고
그렇게 원하는 것 같으나 그들이 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을 선하게 만든
사랑은 내 고백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
며 또한 그 사랑은 그들이 나를 믿게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10권 3,
326-27)
이것이 바로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의 고백의 결과이므로 나는 두려움
과 함께 은밀한 기쁨으로 그리고 희망과 함께 은밀한 슬픔으로 당신 앞에 고
백할 뿐만 아니라( 시편 2:11) 믿는 사람들의 자식들의 귀에 대고도 고백합
니다. 그들은 나와 기쁨을 함께 할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죽을 벗들이며, 나
와 같은 시민이요, 나와 함께 나그네이고, 앞서 가고 뒤따라가는 내 삶의 반
려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종들이요 내 형제들입니다. 당신은 이들을 당
신의 아들로 삼고자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함
께 살려고 한다면 이 주인들을 섬기라고( 요한 3:14) 명했습니다. (아우구
스티누스 10권 3, 328)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더 적극적으로 고백을 행할수록 그 고백의 진정성
은 자신의 말과 행위가 아닌 신의 사랑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을 뿐이다. 곧, 그
의 고백이 타인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자신이 아닌 신의 진리에 의해서이다. 따
라서 10권의 서두에서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권 전체의 의도가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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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들의 논의를 이끌어 나간다. 그는 기억을 중심으로 인간의 사고 안에서 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육체적 감각들의 죄악을 물리친 후, 최종적으로 천사와 그리
스도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이 고백은 자신의 고백이되 자신이 아닌 신에 대한
앎 혹은 신을 매개하는 한에서 자기 관계로 남게 된다. 결국 “자신의 진실을 찾
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푸코 221).
따라서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
된다. 신앙이라는 관점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신앙 고백의 과정
이었고, 가톨릭의 교부로서 자신의 삶과 속죄의 여정이 밀착함으로써 진정성을
발휘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이들의 감화까
지 염두에 두는 충실한 교부(敎父)의 모습을 실천한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를
떠나게 된다면 진정성의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발화를 어디까지 수긍할 수 있
는지는 불분명하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상정하는 자신의 고백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신앙 공동체에 속해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면, 이러한
고백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3) 더구나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심
지어 목자, 수도자들에게도 역시 자신들의 삶이 진정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임을
밝히는 성찰-고백의 노력과 부단한 수련이 규범적, 의무적으로 요구되었다. 이
는 결코 공통적인 믿음, 공통적인 규범을 갖지 않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까지 포
괄하기 쉽지 않은 길이다. 서로 다른 믿음은 주체들 상호간에 서로 다른 의미에
서 위선자, 기만자라는 평판을 가하게 한다.

3) 물론 히포의 주교로서 그가 427년 이후 반달족의 침입에 의해 난민이 된 이들을 정성껏 돌
봤다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면서까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반달족
의 아리우스파 기독교 수용이나 북아프리카에 세워진 반달왕국의 활동 등도 고려할 때, 정
통 교회의 영향에 아래 있지 않은 종파에 속한 이들이나 비기독교인들까지 환대했을 것이
라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정통 가톨릭(니케아 공의회의 신조 이후의 교단) 내
지는 아타나시우스파의 입장과 직접 저술하기도 했던 삼위일체론 과 관련된 문제 등 가
톨릭 신학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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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루소의 고백, 양심의 진정성
기독교에서 악, 악마에게 주었던 대타자의 자리에는 신을 포함한 다른 많은
것들을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푸코가 성(性)의 역사 4권 후반부에서 다루
는 수도자들의 동정 문제는 물론,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다른 삶을 살아
야 하는 세속의 주체들과 관련된 논의들 역시 여러 부수적인 효과들과 함께 규
범화, 제도화, 법제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기술(technic)과 원리들에 대한 확정
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더구나 기독교중심 생활규범, (외적) 윤리를 따르는 것과
는 달리, 다른 유형의 삶 즉, 근대 세속인들의 생활에서는 다른 방식의 진정성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직접적인 자기 고백으로 고백 (1770), 루소, 장 자크
를 심판하다—대화 (1776),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1776-784) 이하 몽상 )의
세 텍스트를 저술한 루소는 근대적 세속인으로서의 한 주체가 지닌 진정성에 대
한 다른 욕망을 잘 보여준다.
직접 다루게 될 루소의 텍스트는 몽상 이지만, 시기 순서상 가장 먼저 쓰인
루소의 고백 에 대해 연관된 평가를 미리 참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고백 이라는 제목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에서 따왔을 테지만 루소의
것은 훨씬 위험했으며, 신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기 반성만을 통해 개인의 인
격과 행동에 대한 진실에 도달했다.”5) 그런 만큼 루소는 자신과 관련된 오해나
세간의 평판에 민감한 모습을 거쳐 어떻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게 되는 변화
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앞선 고백 저술들에 대해 논평하는 고
백 발언들에서는 특히 루소 말년의 흥미로운 모습들이 나타난다.
더 나은 세대가 내게 내려진 판단과 내가 당한 일들을 잘 살펴보고, 그런 일
들을 주도한 자들의 간계를 쉽게 간파해 마침내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리
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내가 ≪루소, 장자크를 심판하다—대화≫를 쓰고, 그
4) 미완성의 상태로 앞선 두 텍스트와 함께 1778년 루소의 사후인 1782년에 출간되었다. 1776
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루소, 장 자크를 심판하다—대화 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죽음 직전까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5) 데이비드 에드먼즈ㆍ존 에이디노, 임현경 옮김, 루소의 개—18세기 계몽주의 살롱의 은
밀한 스캔들 , 난장, 2011,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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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시도를 수없이 한 것도 바로 그런 희망
때문이었다. 비록 먼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지만, 내 영혼은 당대에 여전히 정
의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을 찾고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요했다. 그런데
머나먼 미래에 걸었던 희망도 무참히 깨어져, 나는 이번에도 동시대인들
의 노리갯감이 되고 말았다. […]
훗날에라도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리라고 기대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나는 거의 날마다 새로운 성찰을 통해 확인한다. 나에 관해서라면 그들은
나를 미워한 집단에 속한 이들로 끊임없이 교체되는 안내자들에게 조종
받기 때문이다. 개인은 죽지만 개인이 모인 집단은 죽지 않는 법이다. (루소
18-9)
오직 나 자신 안에서만 위안과 희망과 평화를 얻을 수 있으니, 여생에는 홀
로 나 자신에게만 전념하고 싶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지난날 내가 ≪고백≫
이라고 불렀던 엄격하고 진지한 검토의 후속편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이다. 나는 나 자신을 탐구하고 나에 대한 보고서를 서
둘러 미리 준비하는 데에 내 마지막 날들을 바치고자 한다. 내 영혼과 대
화를 나누는 달콤한 즐거움에 온전히 몰두하자. 그것만이 사람들이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니까. 내 내면의 성향을 성찰함으로써 그것
을 더 바람직하게 정돈하고 거기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악을 바로잡게
된다면, 내 명상이 완전히 무익하지는 않으리라. (루소 21)
≪고백≫의 초반부와 ≪루소, 장 자크를 심판하다—대화≫를 집필할 때, 나
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탐욕스러운 손아귀에서 그 글들을 보호해 가능하면
그것들을 후세에 전할 방법을 찾느라 끊임없이 노심초사 했다. 하지만 이 글
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불안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것의 무용함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더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망이 마음속에
서 사라져버렸으므로, 내 진실한 글들과 내 결백을 보여주는 저작의 운명
에 극히 무관심할 뿐이다. (루소 23)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판, 심지어 후대까지 이어질 평판까지 걱정하던 루소
는 이제 자신의 내면으로 눈길을 돌린다. 그러나 내면의 성찰에서 신에 의지하
게 되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달리 루소의 내면에 위치하게 하는 대타자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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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자기 양심이다. 자신의 솔직함, 진정성은 더 이상 다른 존재에 의지하는 것
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영혼이라는 고전적인 표현을 사용
하고 있더라도 이는 종교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정신성이 아니다. 진정성의 근
거와 기준은 이제 자신, 자신의 영혼이 되었지만, 스스로에게 충실한 이유는 단
순한 마음의 평화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새롭게 양심, 도덕이라는 대타자가 나
타나게 되고 이는 타인과 자신의 비교라는 새로운 고백의 태도를 낳는다.
그렇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과 어긋나는 말을 했을 때는 대수롭지 않은 것
에 대해서였을 뿐이고, 나 자신의 이해 관계 혹은 타인의 이익이나 피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할 때의 당혹스러움이나 글 쓸 때의 즐거움 때문이
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구든 ≪고백≫을 공정한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 있다
면, 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 더 커다란, 그러나 말하기에는 덜
수치스러운 악행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창피스러운 것임을 알 것
이다. 물론 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었지만.
(루소 70)
이러한 모든 성찰을 통해 결론을 내려 보건대, 내가 스스로 내세운 진실성
은 사실이 정확히 그러했느냐보다는 올바름과 공정함이라는 감정에 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생활할 때 나는 진실과 거짓이라는 추상적 개
념보다 양심의 도덕적 지시를 따랐다. 나는 종종 많은 이야기를 지어냈지만
거짓말을 한 적은 거의 없다. 그런 원칙을 따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흠
잡힐 거리도 적잖이 제공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
다. 그리고 마땅히 취해야 할 이득보다 더 많은 이득을 누리지도 않았다.
진실이 하나의 미덕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런 이유에서인 듯하다.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만 본다면, 우리에게 진실이란 선도 악도 초래하지 않
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루소 70-71)

그러나 자신의 양심과 타인의 태도를 견주어 고려하는 세속인들에게 있어서
고백은 자기 행위의 정당성, 옳고 그름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게 된다. 이는
자신의 행위와 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설명하는 고백이다. 왜 다른 사람들에
게 옳은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지, 옮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행위를 하

위선과 기만 그리고 ‘고백’하는 주체들

125

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근대의 세속인은 자신의 진정성을 획득한다. 루소의 입을
빌리자면 우리가 보이는 모습들의 근거는 이러하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한 나는
선한 존재이며 좋은 행동만 한다. 그러나 필연에 의해서든 사람들에 의해서든 속
박을 느끼면, 나는 반항적이 된다. […] 내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해야 할 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나약하
기 때문이다. 나는 행동하는 것을 삼간다.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약하고, 나의 모든 힘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모든 죄는 태만에
서 비롯되지, 위법행위에서 기인하는 것은 거의 없다”(루소 96). 어찌 본다면 루
소의 고백이 드러내는 것은 위선보다는 위악에 가깝다.6)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근대인으로서의 우리는 어떻게든 자신의 행위, 자신의 양심을 설명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이다. 더불어 양심이 호소하는 진정성은 타인을 설득할
수 있을 때에야 위선이나 기만이 아닐 수 있는 상황에 이른다.

V. 인간실격 과 편의점 인간 의 비인간적 진정성들
다음으로 검토할 고백하는 주체의 유형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

7)의

6) 위선과 위악을 굳이 구분해야 한다면,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선악의 양극 중 어떤 방향
으로 행위의 양상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루소 자신의 논의
를 통해 더 깊이 검토하려면, 자존감(amour de soi)과 자존심(amour-propre) 개념이 드러난
여덟 번째 산책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 대한 검토도 더 필요할 것이다. “내 영혼 위에 몸을
굽힌 채, 이기심을 내세우게 만드는 외적인 관계를 끊고 비교와 편애를 포기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선하다는 것에 만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기심은 다시 자애심이 되어 자연의 질
서 속으로 돌아왔으며, 나를 여론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었다.” 장자크 루소, 진인혜 옮김,
고독한 산택자의 몽상, 말제르브에게 보내는 편지 외 , 책세상, 2013, 122쪽, 230쪽 주석
39 참조. 역자는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을 인용을 전거로 각각을 자애심과 이기심으
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기보존의 자연적 감정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사회적 감정
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7) 이 소설은 거의 자전적인 소설이라는 점에서 사실 작품 자체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작가
론 및 일본 근대소설 고유의 고백적인 사소설 전통과 관련해서도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가로서의 정체성은 일본 전후 세대의 호응만으로 논하기
힘들 것인데, 그의 의식 세계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되면 그의 기독교 성경에 대한 탐독, 관
련 소설의 창작에 대한 검토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의를 시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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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이다. 이 작품은 액자 소설 구조를 만드는 서문 이후에 화자의 고백이 이루
어지는 세 개의 수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수기는 바로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와 단락을 바꾼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오사무 13)라는 두 구절로 시작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수기와는 달리 이 개인적인 고백이 왜 시작되는지를 잘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수기들의 진행을 예비한다.
즉 저에게는 ‘인간이 목숨을 부지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껏 전혀 이
해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행복이라는 개념과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 저는 그 불
안 때문에 밤이면 밤마다 전전하고 신음하고, 거의 발광할 뻔한 적도 있었습
니다. 저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이지 자주 참 행운아
다,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언제나 지옥 가운데서 사는
느낌이었고, 오히려 저더러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쪽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안락해보였습니다. […]
즉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괴로움의 성질과 정도라는 것이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용적인 괴로움, 그저 밥만 먹을 수 있
으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괴로움. 그러나 그 괴로움이야말로 제일 지독한 고
통이며, 제가 지니고 있는 열 개의 재난 따위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처참한 아
비지옥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치고는 자살도
하지 않고 미치지도 않고 정치를 논하며 절망도 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된 기독교 윤리의식과 연관 지어 흥미롭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과 같은 의
식적인 서술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다.
“뭐야, 인간에 대한 불신(不信)을 말하고 있는 거야? 흥, 네가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됐는
데? 하고 조소할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불신이 반드시 곧장 종
교의 길로 통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조소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인간
은, 여호와건 뭐건 생각조차 안 하고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오사무 26)
자신과 교류하던 호리키와의 대화에서도 선악, 죄와 신에 관련된 문제가 숙고된다. ““설
마. ……죄의 반의어는 선이지. 선량한 시민. 즉 나 같은 것이지.”/“농담은 그만 두자고. 그
러나 선은 악의 반의어지 죄의 반의어는 아니야.”/“악과 죄는 다른가?”/“다르다고 생각해.
선악의 개념은 인간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아. 인간이 멋대로 만들어낸 도덕이라는 것을 말
로 표현한 거지.”“말이 많군. 그렇다면 역시 신이겠지. 신, 신. 뭐든지 신으로 해두면 틀림없
어.””(오사무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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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한 투쟁을 잘도 계속하고 있다. 괴롭지 않은 게 아닐까? 철저한 이기
주의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회의
를 느낀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편하겠지. 하긴 인간이란 전부 다
그런 거고 또 그러면 만점인 게 아닐까, 모르겠다 […]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이란 것이 알 수가 없어졌고,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웃 사람하고 거의 대화
를 못 나눕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몰랐던 것입니다. (오사무
16-17)

화자 ‘요조’는 특정한 나이를 적시하거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품고 있던 속내를 먼저 고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
에 존재하는 대타자는 루소와 같은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 자연적인 본성 같은
것들이 아니다. 이 내면의 대타자는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의문 자체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다르게 구별짓는 자의식
은 끝없는 불안을 야기하며, 다만 무난해 보이는 ‘익살’을 연기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제 본성은 장난꾸러기 같은 것하고는 도대체가 정반대의 것이었습
니다. 그 당시 이미 저는 하녀와 머슴한테서 서글픈 일을 배웠고 순결을 잃
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가운데서도 가장 추악하고 천박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
러나 저는 참았습니다. 그것으로 또 한 가지 인간의 특질을 알게 됐다는 생
각까지 들었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만일 제가 진실을 말하는 습관에 길들여
져 있었다면 당당하게 그들의 범죄를 아버지 어머니한테 일러바칠 수 있었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입니다. 인간에게 호소한다. 저는 그런 수단에는 조금도 기대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호소해도, 어머니한테 호소해도, 순경한테 호소해
도, 정부에 호소해도 결국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의 논리에 져버리는 게
고작 아닐까.8)

8) 이러한 화자의 생각은 사람들의 행위 전반을 위선으로 읽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진다. “죄의
반의어가 법이라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며 시치미를 떼
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형사가 없는 곳에 죄가 꿈틀거린다지”(오사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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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이 편파적일 게 뻔해. 필경 인간에게 호소하는 것은 헛일이다. 나는
역시 아무것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참고, 그리고 익살꾼 노릇을 계속해
갈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사무 25-26)

그러나 이러한 익살 연기는 중학교 동창이 다케이치와 한 여인과 동반 자살에
실패한 후 취조하던 검사에 의해 정체가 노출되었다는 생각을 받게 되면서 “생애
연기 중 대실패의 기록”(오사무 73)으로 두 번째 수기에 기록된다. 이는 세 번째
수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화자가 스스로의 인간으로서의 자격에 관해 고민하
게 만든다. 무명 만화가로 생활하면서 마약에 중독되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면
서 결국 화자는 스스로의 인간다움에 대해 ‘실격’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이젠 저는 죄인은커녕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결코 미
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친 적은 없었습니다. 아아, 그렇지만 광인들
은 대개 그렇게들 말한다고 합니다. 즉 이 병원에 들어온 자는 미친 자, 들어
오지 않은 자는 정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
여기에 끌려와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가도 저는 여
전히 광인, 아니 폐인이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혀 있겠죠.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오사무 131)

이는 일종의 파국인데, 스스로 인간으로서 붙잡으려고 했던 내면적 고민, 죄
의식조차 자신을 규정해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고
민,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든 결국 화자는 광인, 정신 이상자, 폐인으로서
비인간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파국에 머무르는 것은 오히려 ‘인간 실격’
의 상황 때문이 아니다. 자신이 불신하고 조소했던 보통 사람들이 표출하는 삶
의 모습 자체가 ‘인간’임을 구성한다는 것을 직시했음에도, 사회적 시선에 따라
자신을 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질적 인간다움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 / 제가 지금까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의 세계
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 모든 것은 그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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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뿐입니다”(오사무 134). 어쩌면 이 깨달음이 훨씬 더 유효할 것이다. 인간은
인간다움의 자리를 거쳐 가는 자리들을 그저 지나가는 존재임을 통해 오히려
다른 가능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자이 오사무의 후예인 무라타 사야카는 후루쿠라 게이코의 입
을 빌려 그 알 수 없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거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다. 3할은
이즈미 씨, 3할은 스가와라 씨, 2할은 점장, 나머지는 반년 전에 그만둔 사사
키 씨와 1년 전까지 알바 팀장이었던 오카자키 군처럼 과거의 다른 사람들
한테서 흡수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말투에 관해서 말하자면, 가까운 사람들의 말투가 나에게 전염되어 지
금은 이즈미 씨와 스가와라 씨의 말투를 섞은 것이 내 말투가 되어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 내 말투도 누
군가에게 전염되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전염하면서 인간임
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야카 35-36)

앞서 고백이 지닌 주체에 대한 규범화(normalization)의 작용에 대해 논의했
는데,

인간실격 과

편의점 인간 은 이러한 진정한 인간이라는 정상성

(normality)의 문제를 정상에 따르도록 만드는 작용(normal-iz-ation)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9) 우리는 정해진 사회적 기준, 규준에 의거하여 자신의
인간다움을 설명하려 들거나 혹은 특정한 준거들만이 진정하게 옳은 것이라 판

9) 이러한 정상성의 문제는 푸코의 실제적인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이기도 했던 캉길렘에 의
해 Essai sur quelques problèmes concernant le normal et le pathologique(1943)을 통해 먼
저 의학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이후에 Nouvelles réflexions concernant le normal et le
pathologique(1966)이 덧붙여져 Le normal et le pathologique라는 제목으로 함께 출간되면
서 푸코가 서문을 쓰기도 했다. 이때의 정상의 반대는 단순한 부정으로서 대비되는 비정상
(abnormal)이 아니라, 규범(norm), 규범성(normativité)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상(anormal)이다. 즉, 다루어지는 문제는 정상과 다름이지 잘못됨, 틀림이 아니다. “소위
정상이란 사실은 규범의 표현이다. 어떤 사실이 더 이상 규범을 참조할 필요가 없을 때 그
규범의 권위는 박탈된다. 그 자체로 정상적이거나 병리적인 사실은 없다. 이상이나 돌연변
이는 그 자체로 병리적은 아니다. 이들은 가능한 생명의 또 다른 규범을 표현한다.” 조르주
캉길렘, 여인석 옮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 그린비, 2018, 167쪽.

130

이 성 근

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규정에서 벗어난 주체
의 행동은 위선도 기만도 아닌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사야카 18)라는 질
문의 대상이 되거나 “기분 나빠. 너는 […] 인간이 아니야”(사야카 190)라는 평
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고정성의 존재가 아니라 후루쿠라가 이야
기하는 상호 전염의 병리학을 규범으로 가진 존재들이 아닐까? 여전히 출구는
분명하지 않다. 후루쿠라는 “인간인 것 이상으로 편의점 점원”(사야카 188)이자
“편의점 점원이라는 동물”(사야카 189-90)로서 자신을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이
다. 이는 주체의 내면에 있는 균열, 타자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암
묵적으로 규정된 ‘인간다움’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편의점과 (생존
자체가 목적인) 동물성이라는 두 축에 대한 의존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타인
들에게 위선과 기만으로 비치는 고백은 사회적 개인들 각각이 자신의 정상성,
인간다움을 확인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위에
비추어 자신을 확인하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이러한 것이다의 적극적
인 방식이 아닌, 어떤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부정적인 방식이라
는 점에서 끊임없이 불완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도록 만든다.

VI. 위선과 기만을 탈출하는 진정성,
이상(李箱)의 어떤 포즈10)에 대한 고백
지금까지 주체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감추고 드러내는 고백의 유형을 다루었
다. 그러나 위선과 기만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연관성을 거론했을
10) 사실 날개 의 에피그램과 ‘포즈’의 문제는 이미 많은 한국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사
를 일일이 정리해 언급할 수 없을 만큼 풍부히 다루어졌다. 이들을 충분히 제시해주는 것
이 분명한 도리이겠지만, 문학 연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흐름 내에서
문학 연구와는 달리 주제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양해를 구한다. 다만, 이것이 이상에
대한 연구 초기에서부터 “十九世紀”라는 이상의 시대의식과 연결되어 “봉건적 관습ㆍ제
도 및 의식 일반”, “당대 모더니즘문학의 전위성과 한계”에 관한 것으로 제시된다는 점에
서 유사한 논의의 궤적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두고 싶다. 이상, 김윤식 엮음, 李
箱문학전집 2, 344쪽, 주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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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위선과 기만의 동기, 결과와 평가를 위한 윤리적 기준을 분명하게 보이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상(李箱)의 단편 소설 날개 를 여는 유명한 에피그램이
주는 시사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문학사적인 영향 관계나 직접적
인 활동 시기를 고려하여 이상(李箱)의 작품들에 외재적 접근과 이해를 취한다
면, 이상(李箱)의 화자들 역시 사소설(私小說)적인 고백의 주체로 읽힐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다자이 오사무의 작가화자-주체에 가까워 보일 것이다. 그
러나 주목할 것은 날개 의 에피그램에 담긴 권고들이다. 이는 무라타 사야카
가 전달해주는 현대의 주체들과는 다른 지점에서 주체들의 진정성 드러내기와
감추기에 관계한다.
굿바이. 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하는 아이러니
를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위트와 패러독스와…….
그대는 자신을 위조하는 것도 할 만한 일이오. 그대의 작품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기성품에 의하여 차라리 경편(輕便)하고 고매(高禖)하리다.
19세기는 될 수 있거든 봉쇄하여 버리오. 도스토옙스키 정신이란 자칫하면
낭비인 것 같소. 위고를 불란서의 빵 한 조각이라고는 누가 그랬는지 지언(至
言)인 듯싶소. 그러나 인생 혹은 그 모형에 있어서 디테일 때문에 속는다
거나 해서야 되겠소? 화(禍)를 보지 마오. 부디 그대께 고하는 것이니…….
(테이프가 끊어지면 피가 나오. 생채기도 머지않아 완치될 줄 믿소. 굿바이.)
감정은 어떤 포즈. (그 포즈의 소(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지나 모르겠소.)
그 포즈가 부동자세에까지 고도화할 때 감정은 딱 공급을 정지합데다.
나는 내 비범한 발육을 회고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을 규정(規定)하였소.
(이상 84-85)

‘아이러니’, ‘위트’, ‘패러독스’는 모두 겉으로 보이는 상황 이상의 의미 맥락
에서 드러나는 것들이다. 그리고 정규적인 규범에 그치지 않는 일상은 항상 정
확한 고정값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과소나 과잉에 의해 의미를 발생시킨다.
‘인간’이라는 기성품조차 그 본질의 불투명함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의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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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간’이란 기
성품의 형태를 한 존재들이고, 그에 속하지만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개별 주체
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체가 되는 일은 새로운 것의 창조가 아닌 일종의 위조
이지만, 인간의 존재는 그 근원을 바꾸는 새로운 탄생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
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새로움은 기존의 것에 새로움을 더하는 위
조이다. 같은 논리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모형이기에 인간됨이라는 본질
의 ‘디테일’에 기대는 것은 ‘인간 실격’의 실패한 연기에 이를 뿐이다.
이 실패한 연기의 결과가 결국 위선과 기만으로 귀결된다. 드러낼 수 없는 진
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고백과 행위는 결국 ‘진실 말하기’가 아닌 ‘진실처럼 보
이게 하기’라는 연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러한 연기를 취하기
이전에 특정한 주체로서의 반응,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자기에 대한 (호오를 비
롯한 여러) 감정을 지닌다. 따라서 연기 이전에 연기를 대하는 ‘포즈’가 먼저 발
생한다. 이러한 포즈가 부동자세로 고정될 때, 우리의 자기 관계는 반성을 멈추
어버리고 대타자들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 주체의 자기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자기 인식은 그것을 어떤 (대
타자의) 시선에 결합시키고 분리시킬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는 이
과정에 동반되는 절차적 행위로서의 고백을 위선과 기만이라는 복합적인 평판
의 형성과 관련하여 다루었지만, 수많은 현재의 회고록과 자서전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를 자기 과시의 시선에 결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는 더더욱 타인을 향한 성찰-고백이라는 특유한 절차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
어야 한다. 위선과 기만 역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포즈’의 한 극(極)으로
서 존재한다. 서로 다른 타자들이 서로 다른 극에 따라 무수히 많은 관계를 맺
어갈 뿐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
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날개 115)라는 이상
의 고백은 아직 유효하다. 다만 우리의 주의가 더 필요한 사실은 이 절뚝거림이
어떤 한 개인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라는 점이다. 위선은 한 개인의
내면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의 시선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의 행위와 태도를 위선 혹은 기만이라고 판단하는 저마다의 즉각적인 반
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때에야 우리는 우리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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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 대해 절뚝거리고 있고, 그 절뚝거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감당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진정성은 고백과 함
께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고 갱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위선과 기만을 직
시할 때 얻게 되는 교훈이다.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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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과 기만 그리고 ‘고백’하는 주체들
—고백이 드러내는 관계 맺기의 규범화 양상들
국문초록

이성근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정함과 관련해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
는 위선과 기만이라는 태도를 검토한다. 그러나 이때의 비판은 개인마다 상이한
기준과 수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명명은 사실 특정한 행위와
모습에 대한 인식, 판단과 평가를 거쳐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함을 해쳤
다고 평가되는 위선자는 어쩌다 타인을 속이게 된 이가 아니라, 의도를 지니고
공정함을 가장하는 인물로 비난받게 된다. 따라서 실제 위선과 기만은 그 자체
가 독립적인 대상으로 실재한다기보다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인식, 판단과 평가
가 집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위선과 기
만이라는 평가의 발생을 먼저 한 개인의 ‘고백’이라는 행위에서부터 살피려 한
다. 진정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고백 역시 단순히 개인의 양심이나 심정을 드러
내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특정하게 주지하는 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셸 푸코가 지적했던 것처럼 고백의 과정은 개인
주체들과 사회적 기준과 구조들이 관계를 맺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는
일괄적인 공정함을 논하지만, 이는 각 구성원들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
에서의 판단임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백의 형식으로 진술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루소 및 근현대 소설 텍스트들을 확인한다. 이는 위선, 기만
과 관련하여 고백이라는 기제가 개인의 내면적 진정성 표출과 그에 관한 규범
화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양상들을 함께 보여줄 것이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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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고가 완결된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될 수 있도록 논문 초고를 면밀히 읽어주시고 아
낌없는 도움과 귀한 가르침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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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미국 흑인 여성 작가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대표작 중 하
나인 솔로몬의 노래 (Song of Solomon)에 나타난 희생양 메커니즘과 사회적
폭력에 대한 극복 의지가 기독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낙원 (Paradise)이나 자비 (A Mercy)와 같은 소설에서 종교로서 기독교를
비판할 때도 모리슨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근본정신이 흑인들의 삶을 정신적으
로 지탱하고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게 해 준 원동력으로서 그려낸다. 특히 기독
교가 설파하는 “급진적인” 사랑의 정신은 피해자 자신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힘을 부여함으로써 무기력해진 희생자에게 훼손당한 통합성과 주체성을 회복
시킨다.
국내에서도 토니 모리슨 소설에 대한 종교적, 특히 기독교적 관점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권혁미 교수는 적대적인 백인 주류 미국 사
회에서 인종적, 성적으로 가장 연약한 존재인 흑인 소녀가 겪는 아동 학대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룬 모리슨의 첫 소설과 마지막 소설을 신앙적 관점에서 비교
연구한 토니 모리슨의 신앙 여정: 가장 푸른 눈 (The Bluest Eye)과 신이여
이 아이를 도우소서 (God Help the Child)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서 한평생
“소유욕에서 벗어난 관대한 사랑”(Stave 4)의 신앙을 간직하고 이를 기독교인들
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촉구하여 긍정적인 정신적 변화를 이끌어온 모리슨이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이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에서 제시한
‘존재 양식의 신앙인’(37)이었다고 평가한다.1) 이러한 비폭력적인 사랑과 용서
의 정신은 지배 사회가 흑인에게 가한 폭력으로 파괴된 흑인 간의 관계를 회복
시키고 인종 간, 인종 내부의 폭력이 연쇄적으로 증폭되는 것을 종식 시킬 수
있게 한다. 모리슨 작품은 희생양 메커니즘과 같은 사회적 폭력을 극복하게 하
는 기독교 정신과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읽을 때 더욱 풍부하게 읽을 수 있다.
1) 권 교수는 가장 푸른 눈 (The Bluest Eye)과 같은 모리슨의 초기 작품에서는 이러한 사랑
과 베풂의 기독교 정신을 위배하고 주로 자기가 지닌 것을 고수하려는 데 몰두하는 ‘소유
양식’(Having Mode)의 기독교인들을 등장시켜 강하게 질타하지만, 후기작에서는 기독교의
정신을 온전하게 구현하는 인물을 통해 프롬이 제시했던 대로 ‘존재 양식‘(Being Mode)의
신앙을 실행하는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37)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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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은 한 대담에서 흑인들에게 기독교가 갖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에는 그것을 아주 흥미로운 종교로 만드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
은 특별히 흑인들에게 흥미로운 뭔가를 알려 줍니다. 정신적으로 중요한 것
은 사랑과 관련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계속 분노를 품은 채로 그런 삶을
견뎌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네
뺨을 치거든) 다른 쪽 뺨을 대라—으로 인해,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승화시
키고,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초월적인 사랑, 그 특성은 신약 성경이
그토록 흑인 문학에 적절한 이유입니다—(신의) 어린 양, 희생자, 죽임당하지
만 살아나는 그 연약한 존재 말입니다.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116-17)

흑인들은 분노와 복수심이 억압자뿐 아니라 자신의 정신까지도 파괴하지 않
고 파괴적인 감정을 초월하는 길을 성경의 무죄한 희생양의 고난과 승리와 동
일시함으로써 자신의 고통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모리슨이 말
하는 “죽지만 살아 있는 어린 양”(“the lamb that dies but nevertheless lives”)은
사람의 육신을 죽일 수 있어도 그들의 삶이 남긴 메시지와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에 남긴 흔적을 지울 수는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물론 모리슨은 기독교만이 흑인들의 억눌린 삶에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힘
과 위안을 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찰스 루아스(Charles Ruas)가 모리슨이 자주
소설의 틀과 모티프로 사용하는 기독교와 아프리카 민속(folklore)의 공통점에
대해 질문하자, 교회의 비유와 아프리카 민속 둘 다 흑인들이 현실의 고통을 견
디게 하고 위안을 주었다(Conversations 116)고 말한다. 모리슨이 작품 타르 베
이비(Tar Baby)에서 주요 모티브로 활용한 바 있는 찔레 토끼(Briar Rabbit)같은
트릭스터(trickster) 민담 인물은 지배자를 속이고 그 우둔함과 권위를 조롱하고
위계질서를 일시적으로 전복시킨다. 정면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약자들이
억압자에 대해 승리감과 통쾌함을 맛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아프리카적 주술은 흑인들에게, 복수심이나 앙갚음을 초월하
는 도덕적인 고결함과 고상한 인격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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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이 물리적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지배자를 기지와 우월한 지성으로 물리치
는 트릭스터보다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함으로써 자비와 사랑의 정신의 희생양
이 흑인들에게 더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흑인 교회의 공동체 정신과
시민권 운동 시기 동시대인 마틴 루터 킹 목사(Reverend Martin Luther King
Jr.)의 비폭력 저항 운동 등 역사적으로 흑인 교회의 업적을 직접 지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모리슨이 1977년에 발표한 세 번째 소설 솔로몬의 노래 (Song of Solomon)
는 데드(Dead)라는 한 가족의 가족사를 통해 시공간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 역사의 시작인 노예 제도에서부터 현대 시민권 운동(Civil Rights Movement)
이 한창이었던 1960년대까지의 역사를 다룬다. 이 소설에서 모리슨은 타인의
소유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폭력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낼 단초를 암시한다.
미국 사회 내의 희생당하고 핍박받은 희생양에 대해 천착해 온 모리슨의 작품
세계에서 솔로몬의 노래 는 경쟁적 모방 욕망으로 인한 희생양의 발생과 같은
폭력의 회로(cycle)를 넘어설 가능성을 제시한다.
잰 펄만(Jan Furman)이 편집한 토니 모리슨의 솔로몬의 노래에 대한 사례
연구집 (Toni Morrison’s Song of Solomon: A Casebook)은 솔로몬의 노래 의
출판(1977)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20년간 이루어진 네 가지 연구 동향을 정
체성에 대한 탐색, 신화와 민속(myth and folklore), 서술 기법에 대한 영향, 역
사적 관점으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집약하고 있다. 사실 현재까지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는 발전적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더욱 세련되고 면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소설에 대한 초기 비평은 민속,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 젠더에 대한 재현,
신화적 요소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다가 점차 모리슨이 사용하는 서술 기법, 문학
사에서 그녀의 위치 등으로 옮겨갔다. 성장 소설의 틀을 갖춘 솔로몬의 노래
의 초기 비평의 중심적인 주제는 “흑인으로서의 정체성 찾기”였다. 예를 들어 발
레리 스미스(Valerie Smith)는 “밀크맨은 자아에 대한 서구적, 개인주의적인 관
념의 구속을 깨고, 정체성에 대한 집단적인 관념의 풍요로움과 복합성을 받아들
인다”(40). 도로시 리(Dorothy Lee)는 솔로몬의 노래 에서의 이름의 “이중 효
과”(“dual effect”)에 대해 논의하며, 그 이름들은 “독자의 시각을 신화적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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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넓혀주고 동시에 미국 흑인의 역사적인 고충에 대한 반어적인 논평을 제공한
다.”(66)고 지적했다. 신화와 민속 비평의 대표 주자인 마이클 어쿼드(Michael
Awkward)는 밀크맨 데드의 “초월을 향한 원형적인 탐색”(Lee 64)은 솔로몬의
노래 를 특징짓는 아프리카 중심적이고 여성주의적인 정치학이라는 이념들을
새겨 넣은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Awkward 68). 모리슨의 서술 기법 연구
는, 모리슨이 코넬 대학에서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와 버지니아 울프
(Virginia Woolf)에 대한 석사 논문을 썼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서구 백인 모더니
즘 작가의 문제의식과 서술 기법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과, 그녀가 성장한 아
프리카계 미국인의 구술 문화 전통의 영향을 주로 받았다는 연구로 양분되어있
는 듯하다. 예를 들어 존 듀발(John N. Duvall)은 사냥을 다룬 포크너의 소설 내
려가라, 모세여 (Go Down, Moses)를 참조하며 “모리슨의 소설은 사냥이라는 남
성 중심적인 세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극의 실마리를 거부하는 식으로 포크너
의 소설을 교정한다”(114)고 주장한다. 듀발은 “ 내려가라, 모세여 의 로스 에드
먼즈(Roth Edmonds)가 그의 현조부(great-great-great-grandfather)의 근친상간적
인 인종간 성적 결합—아이삭(Isaac)이 의절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행위였던—을
반복한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비극인 반면, 솔로몬의 노래 는 세대 간의 반
복이라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밀크맨은 궁극적으로 데드 가와 가부장
적인 사회 구조의 파괴적인 순환에서 벗어난다”(114)고 평가한다. 한편 모리슨
의 서술 기법을 아프리카적 구술 문화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는 윌렌츠(Gay
Wilentz)는 솔로몬의 노래 를 유럽-미국적인 담론의 한계를 넘어선 문학으로
평가함으로써, 주류 사회로의 동화나 급진적 분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모리
슨이 아프리카적 가치, 특징,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138).
솔로몬의 노래 를 희생양 발생이라는 사회적 폭력의 극복을 집중적으로 다
룬 대표적인 초기 비평가로 로이스터(Philip Royster)가 있다. 그는 소설의 주인
공 밀크맨(Milkman Dead)이 스스로 가족과 주변 인물들이 자신을 담보로 삼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거나 어떠한 명분을 위해 자신을 이용한다는 피해 의식과
무의식적인 희생양 역할에서 벗어나 공동체에 통합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
석했다. 그러나 로이스터는 ‘희생양’(“scapegoat”)이란 용어를 너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며 이 용어에 대한 엄밀한 학문적인 선행 연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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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없이 개략적인 비평에 머물고 있다. 그는 밀크맨의 무의식적 피해 의식
과 희생양 역할을 초월하도록 먼저 역할 모델이 되어 준 그의 고모 파일럿(Pilate
Dead)의 핵심적인 공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본고가 다루는 흑인 공동체
내 폭력과 희생양 만들기의 종식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에 나온 연
구 중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는 로라 듀벡(Laura Dubek)의 전해 주시오!: 토니
모리슨의 솔로몬의 노래 에 나타난 유산과 자유를 위한 투쟁 (“Pass It On!:
Legacy and the Freedom Struggle in Toni Morrison’s Song of Solomon”)이 있다.
듀벡은 솔로몬의 노래 가 주된 배경으로 삼고 있는 1960년대 후반 킹 목사의
비폭력 저항 모범과 스토클리 카마이클(Stokely Carmichael)과 다른 젊은 투사들
이 고취하는 블랙 파워의 미래상은 점점 더 불화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소설이 자유를 위한 투쟁의 교차로라는 영역에 참여한다고 지적한
다(92). 그녀는 이 소설을 모리슨의 자유의 찬가를 부르는 “시민권 소설”(“civil
rights novel” 93)이라고 지칭하며, 모리슨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저항방
식과 대립하여 “거리에서의 투쟁”을 지향했던 말콤 X(Malcom X)의 정치적 관
점에 미묘한 비판을 가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을 초월하여 도덕
적인 감화력으로 가해자의 항복을 이끌어내는 킹의 방식을 지지한다고 주장한
다. 듀벡은 스스로의 이타적인 희생으로 밀크맨을 감화시키고 변화를 이끌어 낸
파일럿을 킹이 꿈꾸었던 “사랑의 공동체”(“Beloved community”)의 중심과 주변
모두에 자리잡게 한다(107)고 주장한다. 듀벡의 연구는, 약자들이 이타적이고도
자발적인 자기희생으로 인종주의적 사회에 만연한 희생양의 발생과 같은 폭력
의 종식을 다루는 본 연구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타적이고 자발적인 자기희생
정신이 출현한 동시대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바탕 위에서 본고는 모리슨과 동시대에 미국에서 활
동하며 선망(envy), 질투(jealousy)와 같은 경쟁적 욕망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
특히 희생양 만들기(scapegoating)를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 극복 방안을 연구한
프랑스 문학평론가이자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논의에 힘입어 모
리슨이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희생양 현상의 원인과 양상, 초월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죽임당하지만 부활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리슨
의 관심은 무죄한 속죄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한 성서, 특히 복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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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희생양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그 동력을 무력화시켰다는 지라르의 주장과 공
통점이 있다.
지라르는 인간 사회의 희생양 발생의 원인과 그 극복 방안을 모방 욕망
(mimetic desire)에서 찾는다. 지라르는 ‘모방’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인간 욕망에
서 비롯된 경쟁의 본질에 접근하며, 경쟁은 외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일어나
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특히 모방적 욕망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에, 욕망
이 대상에서 발원한다는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달리 타인의 욕망이 나의
욕망을 촉발한다고 주장한다(김진식 ⅸ). 즉, 지라르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욕망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나의 내부에서 생겨난 감정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빌려온 감정이라고 주장한다(김모세 36). 이러한 점에서 지라르는 욕망을 매개
자(mediator) 혹은 모델(model)이라고 하는 제 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상과의
관계로 정의한다.2)
프레드 스미스(Fred Smith)는 지라르의 모방 욕망과 인간 사회 내의 갈등과
폭력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모방적 욕망은 자주 상호적이다. 두 사람이 하나의 공통된 대상에 대한 타인
의 욕망을 모방하며 서로에게 욕망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욕 강
한 모방적 욕망(acquisitive mimetic desire)은 갖고자 하는 욕망 뿐 아니라, 타
인과 같아지고자(to be like the other) 하거나 심지어 타인이 되고자 하는(to
be the other) 갈망을 포함한다. 이것이 모방적 욕망이 자주 사랑과 증오의 관
계로 진화하는 이유이다. 개개인은 타인처럼 되고자 하지만 동시에 그 타인
이 될 수 없으므로 그를 미워한다. 타인처럼 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좌절감은 갈등적인 폭력을 더하게 된다. 이것은 형제나
자매, 친구들, 동료들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자주 일어난다. 모든
모방적인 욕망이 폭력을 낳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 강한 욕망(acquisitive
2) 이 욕망의 중개 현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욕망의 모델과 욕망의 주체 사이의 정신
적 거리가 매우 멀어서, 그 욕망이 모방 욕구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현상이며 지라르는
이것을 ‘외적 중개’(external mediation)라고 부른다. 이 경우 매개자는 훌륭한 모범
(example)이며 욕망의 주체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모방하듯 존경하며 모방한다.
반면 ‘내적 중개’(internal mediation)의 경우 주체가 모델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가 가
까워 모델은 그를 경쟁자로 바라보고 선망과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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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e)만이 경쟁과 갈등을 만들어낸다. 지라르의 이론에서 대상을 독점적으
로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모방적 욕망은 “대상에 대한 소유와 향유에 대한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포함한다. (32-33)

지라르는 나아가 인간의 모방 욕망에서 비롯된 경쟁과 선망, 질투가 희생양
을 만들어 내며, 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종결짓는 것 역시 모방 욕망을 비폭력적
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소유욕 강한 모방적 욕망에서
경쟁과 갈등과 폭력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모방이론을 종교 인류학에 적용
하는데, 처음에는 고대 종교에 다음에는 기독교 성서에 적용한다. 모방적 욕망
에서 경쟁이 생겨나고, 모방적 경쟁의 갈등이 폭력을 낳고, 폭력을 해소하는 방
책이 ‘희생양’(bouc émissaire)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지라르 이론의 전체 골격이
다. 물론 모든 인간 사회가 이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지만, 지라르는 인간
의 역사가 대체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주장한다(김진식 6). 지라
르의 이론이 토니 모리슨 소설에 나타나는 희생양의 발생과 같은 사회적 폭력
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유용한 요인 중 하나는 그가 모방 욕망과 그
로 인한 모방 경쟁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희생양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흑인 종교학자이자 지라르 연구자인 티오퍼스 스미스(Theophus H. Smith)는
킹과 인종주의를 치유하기 위한 흑인의 종교적 탐색 (“King and the Black
Religious Quest to Cure Racism”)이라는 글에서 인종적 폭력과의 대면을 그리
스도와 그의 고통 혹은 고난과 동일시하는 의식화된 기회로 변모시키는 것은
미국에서의 노예들의 종교 시대부터 1960년대의 킹 목사의 운동까지 확장된다
(231)고 주장하며 흑인 기독교를 킹의 시민권 운동의 배후의 주요한 원천으로서
다루고 있다. 그는 인종적인 핍박을 뒤집는 동시에 핍박자를 변모시키는 힘으로
서 킹의 종교적 유산을 탐색하며, 그 힘은 흑인 종교 내의 모방의 수행의 전통
(performative tradition of mimesis)에 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는 킹의 흑인 그
리스도교적 유산의 핵심적인 면모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을
실천하는 오랜 전통에서 유래된, 모방적인 특징이었다고 진단한다. 갈등을 일으
키는 무의식적인 모방(conflictual mimesis)과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킹
의 모방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며 희생을 초래하지 않는 “선한 모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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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은 유작이 된 자긍심의 근원 (The Source of Self-Regard)이라는 선집
에서 시민권 운동의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게 바치는 헌
사”(“Tribute to Martin Luther King”)를 포함시켰다. 그녀는 이 글을 “저는 그의
사명에 응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름 지은 대로, 그의 담대한 믿음 말입
니다. 우주적인 비가를 형제애의 시편으로 변모시키고 덧붙이고자 했던 그의 기
대 말입니다. 그는 사회적인 해악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행위
를 일상적이고, 평소에 실천하는 것으로, 또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
다.”(190)라고 끝맺는다. 모리슨은 흑인들이 현세에서 당한 억울함과 고통에 대
해 내세에서 받을 위로를 핑계로 제도화된 인종주의와 같은 사회적 불의를 정
당화하며 피해자들에게 인내만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 땅에서 신적
인 정의(divine justice)가 실현되는 신의 왕국(Kingdom of God)을 이루어가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민권 운동의 지도자 킹의 삶과 그 유산에 경의를 나
타내는 것이다.
토니 모리슨은 1981년 찰스 루아스와의 대담에서 소설의 문체(style)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솔로몬의 노래 라는 소설 제목이 환기하는 성경적인 함의에
대해 언급한다.
찰스 루아스: 솔로몬의 노래 를 읽기 시작했을 때, 킹 제임스 역 (성경)이
(모리슨 소설의) 문체의 중추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니 모리슨: 성경은 내가 읽는 여러 책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
의 일부입니다. (Converstaions with Toni Morrison 97)

물론 모리슨은 다른 여러 대담에서는 소설 제목의 ‘솔로몬’은 서구 독자들에
게 익숙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로 끌려왔다
가 그 억압을 끊고 하늘에 올라 다시 고향 아프리카로 날아가 버린 전설 속의
아프리카인이자 주요 작중 인물들의 직계 조상인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지칭한
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여기서 모리슨은 자신의 소설 솔로몬의 노래 라는 제목
이 환기하는 성서적 함의에 대해 ‘성경은 내 삶의 일부’라고 매우 확고하게 긍정
한다. 기독교는 흔히 ‘책(성경)의 종교’(the religion of the Book)라고 불릴 만큼
성경에 대해 최고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작가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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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성경의 영향력에 대한 인정은 이 소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희생양 발생
등 흑인 사회 내의 폭력을 극복하려는 의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해준다.

II. 소유욕 강한 모방 욕망에 의한 경쟁과 상호 폭력
솔로몬의 노래 에 등장하는 흑인들은 물질과 부에 대한 탐욕으로 타인을
착취하고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백인과 같은 것”(266)이라고 말한다.
주인공 밀크맨의 아버지 메이컨 데드(Macon Dead)는 자신이 소유한 집의 세입
자인 베인스 부인(Mrs. Baines)이 생활 보조금으로 손주들을 부양하는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호소하며 밀린 월세의 기한을 미루어달라고 호소하자 매몰차게
그녀의 청을 거절한다. 그 때 현장에 있었다가 훗날 밀크맨의 친구가 된 베인스
부인의 손자 기타(Guitar Baines)는 자기 가족을 쫓아낸 친구의 아버지 메이컨
데드를 “백인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한다”(223)고 비난한다. 물론 소설 전체로
보아 작가 모리슨은 이런 흑백 논리나 단순한 이분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
나 백인 주류 사회가 인종 격리 정책과 제도적, 법적 차별로 소수 인종 중 특히
흑인에 대한 노골적인 핍박과 잔혹한 린치와 같은 폭력을 자행하던 당시 미국
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
메이컨의 아버지이며 밀크맨의 할아버지 메이컨 데드 1세, 제이크(Macon
Dead II, Jake)를 살해한 백인 자산가 버틀러 가(the Butlers)야말로 물질에 대한
탐욕과 극도의 시기심으로 타인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강탈하는 극도로 폭력적
인 백인의 전형이다. 제이크(Jake)는 해방 노예로서 맨손으로 자신의 농장인 ‘링
컨의 천국’(“Lincoln’s Heaven”)을 일구었지만, 인근의 백인 자산가 버틀러 가
사람들의 속임수로 재산을 빼앗기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다 자식들이 보는 앞
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다. 버틀러 가문 사람들은 그 군의 절반을 소유한 자산
가들이었지만 제이크의 땅이 중간에 끼어 있어 방해된다고 여겨 그 땅을 탐내
어 문맹인 제이크를 속여 계약서에 서명시켜 빼앗으려다 제이크가 저항하자 그
를 무참히 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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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이크의 자녀인 메이컨 데드 2세(Macon Dead II)과 파일럿(Pilate
Dead) 남매는 이 엄청난 상실과 고통 앞에서 상반된 길을 택한다. 메이컨은 사
랑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던 아버지를 잃은 후 무력감과 불안감을, 아버지를 살해
한 백인 살인자처럼 물질적 축적과 타인에 대한 착취로 해소하려 한다. 아버지
가 살해당한 후 동생 파일럿과 함께 인근 동굴에 숨어 있다가 뜻밖에 금 덩어리
를 발견한 그는 금이 보장해 줄 것 같은 생명과 안전과 안락함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다.
메이컨의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황금 덩어리는 생명과 안전, 사치(“life,
safety, and luxury” Song 170)로 보인다. 메이컨에게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줄 수 있는 ‘생명’이자 백인의 폭력에 대한 보호로서의 ‘안전’, 해방 노예를
핍박하고 성공한 흑인의 농장을 빼앗아 누리는 백인들의 ‘사치’를 가능케 하는
상징으로 보인 것이다. 바바라 크리스찬(Barbara Christian)은 메이컨의 가치관
이 “남부에서 경험한 인종주의로 인해 안전에 대해 만족시킬 수 없는 요구를 품
게 된 부상하는 북부 흑인 중산층”을 대표하는 가치관으로서 “더욱더 많은 부
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재산의 획득”(72)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사치’(‘luxury’)에 대한 욕망은 거품 낀 허영심과 속물근성 같은 형이상학적 욕
망3)으로 변질하기 쉽다는 점에서 불길한 암시를 던져준다. 메이컨은 산파 써시
(Circe)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 버틀러 가에 숨어 있으면서 아버지의
재산과 생명을 뺏은 버틀러 가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저택과 같은 소유물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치에 대한 욕망은 파괴적인 경쟁
과 폭력으로 변질하기 쉬운 것이다.

3) 모방 욕망의 형이상학적(metaphysical) 속성은 허영심과 같이 흔히 실제적인(physical) 사용
가치가 없는 대상을 욕망하는 현상, 게다가 없는 가치를 부여하면서까지 그 대상을 욕망하
는 현상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 지라르는 모방의 기본적 속성이 형이상학적인 것에 기반
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 욕망의 모델인 그 사람은 실제로 행복한지 알 수 없음에도
그가 행복할 것이라고 간주하고서 그와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관념적’ 바람이 바로
욕망이다. 즉, 이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존
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욕망이 그것이다(김진식 13). 이것이 모방 욕망, 즉 누군가를 닮고
자 하는 욕망,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
이다. 이 욕망은 타인을 모방함으로써 그와 같은 존재적 위치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 적어
도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다(김모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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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을 보기 전까지 메이컨은 금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품지 않았었다. 자신
과 파일럿이 숨어 있던 동굴에서 발견한 백인 노인을 때려 살해한 것은 아버지
를 죽인 백인들에 대한 복수심 때문으로 암시되어 있다. 그러나 메이컨은 눈 앞
에서 죽은 백인 노인이 지니고 있던 방수포 속에서 황금 덩어리를 발견하자 그
에 대한 소유욕에 사로잡힌다. 그는 정당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메이컨은 아버지의 참혹한 죽음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한 백인 노인은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아무 양심의 가
책도 없이 그의 금덩어리를 차지하려는 메이컨의 모습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복수하려는 광포한 백인과 같은 길에 서 있는 셈이다. 결국 메이컨은
금을 차지하려 하다 이를 저지하려는 동생 파일럿과 싸우고 결별하기까지 한다.
사실 그가 하나뿐인 동생에 대해 아들 밀크맨에게 “독사”(54)라고 비난하는 이
유는 그녀가 후에 그 동굴로 돌아와 그 금을 독차지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메이컨이 밀크맨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타인의 소유에 대한 탐심이 어떻
게 친남매 사이에 적대감과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과 폭력을 유발하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밀크맨이 파일럿의 집에 방수포 덩어리가 있으며 파일럿이 그것을 자
신의 “유산”(“inheritance”)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말해주자, 메이컨은 그것이 파
일럿이 낚아채 간 금이라고 믿고 파일럿의 집을 약탈하라고 지시한다. 이렇게
타인의 소유를 탐하고 독점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모방 경쟁과 갈등,
폭력을 유발한다.
물론 눈앞에서 아버지가 해방 노예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인 보호도 받
지 못하고 자산가인 백인에게 재산과 생명을 무참하게 빼앗기는 끔찍한 만행을
본 메이컨이 그와 같은 인종적인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며 자기 보호 본능이다. 메이컨은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물질이라고 여겨 이를 추구하지만, 그의 자연적인 필요는 거품 낀 형이상학적
욕망으로 변한다. 메이컨은 미시간 주로 이주하여 초기에는 가난한 흑인들이 사
는 ‘사우스사이드’(Southside)에서 흑인들과 어울려 지냈지만 은행의 백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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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며 부동산 임대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면서 흑인과의 친교가 백인과
의 거래를 통해 더 큰 부를 축적하는 데 방해가 되자 의식적으로 사우스사이드
의 흑인들을 멀리하게 된다. 메이컨은 백인의 사업 방식으로 부동산을 축적해서
임대 수입이나 가격 변동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백인과의
거래가 더 큰 부를 축적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메이컨은 자신이 임대
하는 집의 임대인으로 들어오는 가난한 흑인들의 사정을 전혀 배려해주지 않고
매정하게 착취함으로써 자신의 소유 욕망을 충족하고자 한다. 즉, 메이컨의 소
유 욕망은 결과적으로 백인을 모방함으로써 변질된 것이다.
자신이 임대하는 집에 세입자로 들어올 만한 유일한 고객인 가난한 흑인을
상대로 주택 임대업을 하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몰인정하게 변해가는 메이컨
은, 인종주의 서열의 사다리의 최하층에 있는 흑인이 유일하게 호락호락한 상대
인 동족을 착취하면서 ‘핍박을 당한 자가 억압자’가 되는 경로를 밟는다. 이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은 엄청난 트라우마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통
스러운 기억을 대면하기를 계속 회피하며 묻어버리려고만 한 결과 오히려 무의
식적으로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억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스(Deborath
Guth)와 같은 비평가는 기타의 가족과 같이 월세를 낼 수 없는 가난한 세입자들
을 몰인정하게 내쫓는 메이컨의 행동에서 메이컨과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집에
서 내쫓은 원수와의 유사성(580)을 지적한다. 그러나 메이컨과 그의 원수와의
유사성의 시발점은 복수심으로 무고한 백인 노인을 죽이고 그 노인이 가졌던
금에 대한 그의 욕망이 탄생한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밀크맨과 기타가 메이컨의 계획대로 금을 탈취할 모의하는 중에 밀크맨이 수
컷 공작새를 보고 가 왜 날지 못하는지 궁금해하자 기타는 “너무 많은 보석이
달린 꼬리가 마치 ‘허영’과 같이 공작새를 땅에 붙들어두고 날지 못하게 한다.”
(Song 179)고 대답한다. 물론 기타도 타인의 소유를 탐내어 훔칠 방법을 모의하
는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공작새가 날지 못하는 원인이
‘허영심’ 때문이라는 그의 지적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허영심과 같은 형
이상학적 욕망은 메이컨을 비롯하여 소설 속의 인물들을 탐욕과 폭력의 사이클
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
한편 어렸을 때 메이컨과 유사하게 아버지가 백인 소유 제재소 공장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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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횡사한 후, 이후에 메이컨에 의해 할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 거
리로 내몰린 기타는 백인에게 폭력으로 복수하는 길을 택한다는 점에서 백인에
게 아첨하여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메이컨과는 대척점에 있는 듯 보인다. 윌렌
츠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두 상반되는 접근 방식인 주류
사회로의 동화 혹은 급진적 분리주의가 소설에서는 메이컨과 기타라는 두 인물
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144). 기타는 백인이 흑인을 살해하고 법적으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경우, 같은 방식으로 가능한 한 유사한 백인 대상을 무작위로
골라 살해하는 비밀 결사단 “칠일단”(“Seven Days”)의 일원이 된다. 기타의 원
래 목적은 흑인과 미국 원주민(Native American)과 같이 법적, 실질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백인의 잔혹한 폭력을 저지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기타는 밀크맨에게 칠일단과 관련한 그의 일이
“밀크맨의 아이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낳는 것”(160)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타를 비롯한 “칠일단”의 복수는 범죄자가 아닌 무고한 사람을 대상
으로 벌인다는 점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
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칠일단”은 흑인 소녀의 무고한 죽음에 대
해 백인 소녀를 살해하는 것처럼, 흑인이 죽임을 당한 같은 요일과 같은 범주
내에서 그 죽음을 복수할 것을 고집한다. 기타가 저지르는 살인은 백인이 먼저
휘두르는 무차별적인 폭력의 악순환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피해를 본 백인들의
분노와 폭력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상호 폭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분노와 폭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킹(Martin Luther King Jr.)이 자유를 향한
행진 (Stride Toward Freedom)에서 지적한 대로 “눈에는 눈으로 갚는 옛 방식
으로는 모든 사람의 눈이 멀게 될 것”(“The old law of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184) 것이다. 그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Loving Your
Enemies”)이라는 설교에서 “폭력의 궁극적인 약점은, 그것이 하락하는 소용돌
이이며, 그것이 없애고자 하는 바로 그 대상을 낳는다는 데 있다. 사실 폭력은
증오를 커지게 할 뿐이다.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는 것은 폭력을 증대시키고, 이
미 별이 없는 밤에 더 깊은 어두움을 더한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빛
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사랑만이 그렇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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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리슨은 소설 전체에서 킹이 주장한 비폭력적 사랑의
정신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비평가들은 궁극적으로 칠일단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욕망은 결국 백인
의 힘을 휘두르고 그들이 지배하듯이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즉 백인 집단을 모
방하려는 욕망이라고 지적한다. 파농(Frantz Fanon)은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The Wretched of the Earth)에서 “식민지 지배자의 세계는 피지배자들을 배제
하면서 동시에 시기심을 자극하는 적대적인 세계이다. 우리는 피지배자들이 언
제 지배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꿈꾸어 왔는지 보아 왔다. 식민주의자가 되
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꿈꾸는 것이다......피식민 주체는 억압
자가 되기를 꿈꾸는 피억압자이다”(15-16)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종주의 사회에서 극심한 억압을 당하고 있는 흑인 사회에 만연한 폭력은
흑인 공동체를 억압하는 백인 사회에 대한 대조적인 방식의 모방 욕망에 의해
더욱 격화된다. 흑인들이 의식적으로 백인 주류 사회의 물질적 탐욕과 물리적
힘에 대한 욕망을 모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백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물질적 번
영과 권력을 누리며, 흑인과 같은 소수 인종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보고
그 위력을 절감하며, 효과적으로 보이는 방식을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 생존
수단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메이컨은 무의식중에 백인 사회의 물
질적 탐욕을, 기타는 물리적 폭력성이라는 백인 주류 사회의 폭력성을 따라가고
있다. 즉, 메이컨은 가해자와 같이 타인의 소유를 착취함으로써, 기타는 가해자
와 동일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어린 시절 겪은 인종적 폭력에 대한 무
력감을 극복하고 백인과 같은 지배자의 지위를 차지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사람이 흑인 공동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흑인들 대부
분은 이 두 극단 사이의 스펙트럼의 어느 지점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별다른 삶의 목적이나 신념 없이 복잡하고 비극적인 가족사와 기타와 같은
가난한 흑인들의 주 관심사인 정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밀크맨 또한
금에 대한 아버지의 욕망에 영향을 받는다. 밀크맨에게 있어서 파일럿이 지니고
다닌다는 금은 자신의 답답한 현실에서의 탈출을 가능케 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파일럿이 가지고 있다는 금이 가족의 비극적인 역사나 인종 문제와 같이
자신을 둘러싼 개인적, 사회적 문제에서 도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수단이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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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긴다. 즉,
그가 추구하는 자유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가족, 공동체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자유이다. 그러나 그의 무관심한 개인주의는 그에게 어떤 삶의 목표나
사회적 의미를 줄 수 없는 공허한 것이다.
이제까지 메이컨이 갖고 있던 백인의 소유에 대한 모방적 욕망과 백인의 폭
력에 대한 기타의 모방이 경쟁과 갈등, 경쟁자 간 상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았다. 즉, 메이컨과 기타는 둘 다 어릴 때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백인의
핍박을 경험하고 그러한 인종적 폭력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백인의 전유물
이었던 물질적 부와 물리적 힘을 각각 갖고자 욕망했다. 처음에는 어릴 때 경험
한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무력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자
그 수단으로서 물질과 힘을 갈망했었다. 그러나 수단이 목적인 것처럼 변하면서
그들은 점점 가해자인 백인의 물질적 탐욕과 무자비한 살인과 같은 폭력을 닮
아간다.
그러나 사실 대조적인 면에서 가해자의 폭력성을 모방하는 둘 사이에는 깊은
갈등과 적의가 존재한다. 기타는 어릴 때 월세가 밀린 가난한 세입자인 자기 가
족을 몰인정하게 내쫓은 메이컨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으며, 메이컨은 기타
와 같이 가난하고 반항적으로 보이는 흑인 청년을 경멸한다. 가해자인 백인의
핍박에 대해 대조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던 메이컨과 기타는 파일럿의 금을 탈취
하려는 데는 손을 잡는다. 즉, 둘의 목적은 다르지만 방법은 같으며, 그 방법의
폭력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금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허사가 되자
둘의 일시적 담합은 끝나고 메이컨과 기타 사이의 갈등이 전면에 드러난다. 그
것은 기타가 메이컨에 대해 쌓아왔던 원한을 그의 아들인 밀크맨에게 대신 쏟
아내어, 빈약한 증거만으로 금을 독점한다고 속단하고 죽이려 쫓아다니는 데에
서 볼 수 있다. 즉, 기타가 밀크맨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것은 기타와
메이컨 간의 갈등이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기타와 밀크맨의 최후
대결을 벌이게 되고, 무고한 파일럿이 기타가 밀크맨을 향해 발사한 총알에 밀
크맨 대신 맞아 죽으며 피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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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모방 경쟁과 폭력에 의한 희생
기타는 린치 등 군중의 폭력의 희생양인 흑인과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나무(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희생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흑인들의 정
서를 알지만, 자신은 그러한 순교자적 정서에서 거리를 두고자 하는 모습을 보
인다.
“아, 예수님.”
“그 사람도 북부인이야. 이스라엘에 살았지만 심장은 북부인이지. 그의 피 흘
리는 심장으로 보자면. 그의 근사하고 작은, 오래 된 피흘리는 붉은 심장말이
야. 남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네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건 그저 그들이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지. 남부 사람들은 그런
데 팍 공감하거든. 목매다는 사람도 그렇고 목매달리는 사람도. 하지만 북부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잘 알아서...” (115)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종교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흑인 기독교인들이 빌리
홀리데이(Billie Holiday)가 부른 “이상한 열매”(“Strange Fruit”)의 가사에서 묘
사된 것과 같이 성난 군중에 의해 살해당하고 밧줄에 목이 감겨 나무에 매달린
린치의 희생자인 흑인들의 모습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한 예
수와 동일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성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선언하며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온 인류의 죄로 인한 저주
를 대신 담당하고 죽은 구속자(Redeemer)라고 선언한다.4) 죄 없이 나무에 목매
달린 동족을 보며 흑인들은 그들처럼 죄없이 나무에 매달린 예수를 기억하고
공의로운 신은 결국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믿었다.
기타가 말하는 남부 흑인은 킹 목사가 속했던 흑인 민권 운동 조직인
SCLC(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남부 그리스도교 지도자 회의)
4)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 신명기
21:23 개역개정 성경)와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
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
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24 개역개정 성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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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빗대어 말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는 케네디 대통령 등 민권 운동에 공감했던
자유주의적인 백인들을 불신하고, 투쟁이 거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북부 도시 젊은 하층 흑인 중심의 블랙 파워와 같이 법적, 제도적 제한을 초월한
무장 투쟁 정신에 대체로 동조한다. “예수의 피흘리는 붉은 심장”은 북부 사람
의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예수를 핍박받던 가난한 유대인들을 모아 평등한 공
동체를 결성하고 당시 로마 제국이나 정치 지도자 등 억압적인 기득권 중심의
사회를 전복시키려 한 무력 투쟁의 전사와 같은 상으로 전유(appropriate)한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숫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155) 자기 손으로 복
수를 감행하는 기타는 예수와 같이 수동적으로 보이는 자기 희생과 대속적 고통
(redemptive suffering) 및 그의 본과 가르침대로 신에게 심판을 맡기고 복수심을
포기하라는 킹 목사와 같은 많은 흑인들의 비폭력 저항을 일종의 패배주의적인
(defeatist) 무력한 순교자 콤플렉스(martyr complex)로 여기고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킹 목사 또한 비겁함은 폭력처럼 나쁜 것이므로 합법적 평화 집
회나 행진을 하는 도중에 폭행을 당했을 경우, 굴욕감을 느낀다면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방어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비폭력 저항의 최종 목표는 정당 방위
까지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고귀하고 사심없는 희생으로 가해자를
감화시켜 스스로 굴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The Papers of Martin
Luther King, Jr. Volume III 430). 이로 보아 인종 격리와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흑인 기독교의 비폭력적 저항에 대한 기타의 이해는 실상과 거리가 멀다.
메이컨과 기타, 나아가 밀크맨와 같이 대조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추
구하는 것은 결국 파일럿이 갖고 있다고 믿은 금이며, 힘이 약한 여성들이 사는
집에 침입하여 금을 도적질하여 그 이윤을 나눠 갖기로 한다. 파일럿의 금을 빼
앗아 올 방법을 논의하면서 그들 사이에서는 파일럿의 집에 방화하는 이야기까
지 나눈다. 메이컨과 기타, 두 흑인 청년이 자유, 힘,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
로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약자인 친척 여성들을 폭행하려는 모순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밀크맨과 기타는 금이 “자유의 냄새, 아니면, 정의, 아니면 호사스러운 부, 아
니면 복수라고 믿는다”(185). 모리슨은 타인의 소유를 탐내고 약탈하려는 밀크
맨과 기타에게 있어 이 금덩어리가 갖는 의미가 본래 백인 노인의 소유였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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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탐냈던 메이컨에게 가졌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암시한다. 메이컨에
게 백인의 소유였던 금과 같은 재물이 유일한 “자유”이며 “사치”의 상징이며 인
종주의라는 사회적 불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점은 두 사람에게도 동
일하다.
후에 “발은 바닥에서 떨어진 채로 나무에 기대어 있는”(185) 기타와, “자루의
목을 묶고 있는 밧줄을 끊어버리려 하는”(185) 밀크맨은 성난 군중에 의해 살해
당하고 밧줄에 목이 감겨 나무에 매달린 린치의 희생자인 흑인들과 그 목에 감
긴 밧줄을 풀어주려는 사람의 모습을 동시에 연상시킨다. 밀크맨이 기타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실제로는 파일럿의 아버지이며 밀크맨의 할아버지인 제이크의
유골인 황금 자루의 목에 감겨 있는 철사를 끊으려 버둥거리는 모습은, 기타가
후에 밀크맨의 뒤를 밟아 그의 목에 철사를 감아 살해하려 하는 훗날에 대한 복
선으로 볼 수 있다.
파일럿은 고아이며 가난한 흑인 여성인데다 전형적인 희생양의 징후로 지적
되는 신체적인 기형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사회의 희생양으로서 파일럿의 징
후는 “매우 정교하게 사회화된 흑인 사회의 경계 내에 겨우 속한”(149) 파일럿
의 경계선적 위치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녀가 어딜 가나 흑인 사회에서도
추방되고 소외되는 이유는 신체적 결여(lack)인 “배꼽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이 신체적 불구 때문에 그녀는 흑인 사회 어디서도 내부자로 받아들여지지 못
한 채 사회의 주변부에서 살아간다. 결혼, 사교 생활, 종교 생활을 함께 할 수
없으며, 오빠 메이컨과 같은 “정상 가족”을 이룰 수도, 가난한 흑인 공동체인 사
우스사이드 흑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도 없다.
솔로몬의 노래 에서 파일럿에게 배꼽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녀를 자신의 일원으로 받아주었던 이주 노동자(pickers)들은 파일럿의 신체적
기형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방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파일럿이 화를 내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받아야 할 몫보다 많
은 몫을 주어 보내며, 공포(terror)와 함께 연민(pity)을 느낀다(Song 144). 파일
럿을 추방하는 이들은 파일럿이 배꼽 없음을 보고 공포와 연민을 느끼지만 이
들이 느끼는 연민과 공포의 감정은 파일럿의 태생적 결함과 같은 “타인의 고통”
에 대한 사심없는 공감이나 죄없이 고난을 받는 사람을 돕거나 이웃의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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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려는 마음이나 의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죄 없이 고통당하는 파일럿이 자
신에게 끼치는 불편한 감정에서 해방되고자, 또 무지에서 비롯된 미신적 공포
때문에 그녀를 자신들의 사회에서 추방해버릴 뿐이다.
르네 지라르는 신화와 오이디푸스 왕 (Oedipus Rex)과 같은 그리스 비극을
읽으며 고대의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는 오이디푸
스가 현대적 의미의 죄인은 아니라도, 테베의 역병에 책임이 있는 인간 희생양
(bouc émissaire)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폭력과 성스러움 121).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역병이나 홍수, 흉년 등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혼란
스러운 사회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들에게 인신 제사로 바치기 위해 준비해두고
있던 외국인, 포로 등의 인간 희생양(“catharma”)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 카타르
마라는 말에서 카타르시스(“catharsis”)가 유래했다. 파일럿과 같은 사회의 희생
양이 군중에게 불러일으키는 공포와 연민이, 카타르시스의 원재료이지만 최종
적으로는 건강하게 해소해야 할 감정이라는 점에서 지라르의 지적은 파일럿이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과 공통점을 지닌 고대 사회의 희생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윌렌츠는 “파일럿이 배꼽 없이 태어났다는 점은 다른 종교적인 인물처럼 그
녀를 자신의 공동체에서 분리시키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녀에게 마법을 부리는
여성(conjure woman)으로서의 특별한 특권을 허용해준다”(145)고 지적한다. 그
는 파일럿이 가진 신비한 능력이 그녀에게 아프리카적 가치와 유산을 전해주는
여자 조상(“female ancestor”)으로서 힘과 권위를 부여해준다고 본다. 그러나 배
꼽이 없이 태어난 파일럿이 평생 겪는 방랑과 추방에 대한 고통에 대한 묘사를
볼 때, 이러한 윌렌츠의 단면적인 평가보다 지라르가 밝힌 고대의 “신격화된 희
생양”( 폭력과 성스러움 206)에 대한 미신적인 두려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
확하다. 물론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위기나 무질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도
적으로 파일럿이라는 대체 희생물을 만들어내어 박해하고 추방해서 사회 구성
원간의 화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체적 불구를 가진 사람을 재앙을
불러오는 불길한 존재로 보고 사회에서 추방하며 동시에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
진 존재로 여기며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파일럿은 고대 세계의
희생양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섬에서 나온 후 전국을 방랑하다가 오빠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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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미시간 소도시에 정착한 후에도 사람들은 파일럿을 꺼리면서도 신비한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여기고 가난한 밀주업자인 그녀를 두려워한다.
파일럿은 신체적 기형 때문에 사회에서 추방과 배제를 당하는 희생양이기에
3대 여성 가정을 이루며, 이러한 모계 가정은 모이니한 보고서 (“Moynihan
Report”) 등에 의해 흑인들의 빈곤과 범죄 등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자
신들의 윤리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신체적, 정신적 장
애 때문에 사회에서 추방당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잔 윌리스(Susan Willis)는 파일럿의 자연 친화적인 비축적(non-accumulation)
적인 삶의 방식이 메이컨이 대변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한
전복적이고 대안적인 공동체(687)로 여기며 파일럿이 이룬 3대 여성 가정을 가
족 이기주의에 빠진 가부장적 핵가족에 대한 대안적인 이상향으로 미화하지만,
파일럿도 딸 레바(Reba)도 원해서 여성 삼대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다. 파일럿
의 경우 어느 남자도 그녀의 배를 보고 난 후에는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았고, 지
능이 떨어져 남자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레바는 성인 남성의 동등한 동반자가
되기 힘들다. 파일럿과 딸 레바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때문에 이른바 “정상 가
족”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뿐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직업 시장
에서도 철저히 제외당한다. 작가는 이렇게 힘들고 고립된 상황에서 매춘과 같이
타락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올곧고 꿋꿋이 지켜나가는 파일럿의 인격
의 강인함을 그려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불의에 휩쓸리는 것에 저항하
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흑인 개인의 주체적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IV. 자발적 자기 희생을 통한 폭력 극복
작가 모리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서술자는 파일럿이 당한 수많은 거절과 상
처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타인에 대해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이유를 아버지와 오
빠에게서 12년 동안 아낌없는 보살핌을 받았고 자연 속에서 동물들, 가축들을
돌보았던 경험이 바탕이 되어 고난을 겪은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갖도록 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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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파일럿은 자신에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을
찾는 구도의 여정에서 일차적 모델이 되었던 것은 어릴 때 자신에게 자상하게
대해준 아버지와, 매정하게 변하기 전에 12년 동안 자신을 다정하게 돌봐준 오
빠였다. 아버지와 오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파일럿 자신도 자기에게 맡
겨진 농장 동물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던 경험은 파일럿이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자기 중심적인 좁은 의미의 “자아 실현”(self-actualization)을 넘어, 타
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기희생(self-sacrifice)을
할 수 있는 이타적인 존재가 되도록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타적인 사
랑은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상주의적이고,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파일럿의
삶의 태도가 결국 자기중심적이었던 밀크맨을 감동하게 만들어서 결국, 파일럿
이 보여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염려, 아낌없는 돌봄과 베풂의 모범을 밀크맨이
따르게 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보다 더 넓은 의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한다.
배꼽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인간 사회에서도 소속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된 파일럿은 세속적인 타인의 욕망이 아니라 삶과 존재의 본질과 자아를 성찰
한다. 영점(zero)에서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파일럿은 “나는 언제 행복하고 언제
슬프며 그 차이는 무엇일까? 살아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이 세상
에서 진짜란 뭘까?”(149) 등 본질적인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살고 싶
은지 결정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결정하는”(149) 과정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
와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리하여 파일럿은 소설에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조화시키는 성취와
성숙을 이룬다.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화자는 파일럿 자신이 이방인(alien)
으로서 겪었던 소외와 추방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처지에 대한 연민이 그녀
를 성숙시켰다고 말한다(149). 또한 파일럿은 세상에서의 편리를 위한 처세술은
부족하지만, 삶과 인간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한다. 그녀는 삶의 구도자적
과정을, 즉 비본질적인 것들을 쳐내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삶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아간다.
그녀가 배꼽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인어라고 부르는 남자들과 그녀의
발자국을 쓸고 그녀의 집 문에 거울을 달아 놓는 여자들”(150)처럼, 신체적 기
형을 가진 파일럿이 재앙을 불러온다고 믿는 원시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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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럿에게 상처를 준다. 지라르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연적 재앙이나 사회적 갈
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 희생양이 사람들을 단합시켜 사회 분열을 봉합한 후
에는 그 공을 희생양에게 돌리며 신비한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폭력과 성스러움 416). 과연 사람들은 배꼽이 없는 파일럿이 “살가죽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와 50야드 밖에서도 덤불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잘 익은 황색 순
무로 능히 탈바꿈할 만한 능력을 지닌 사람”(94)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치유자
로서의 파일럿의 역할은 공동체에 의해 화합의 매개체로 신성화 된 고대의 희
생양과는 다르다. 그녀의 초자연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체험적으로
획득한 자질인 “원숙함과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염려”(149)가 그녀에
게 중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일럿이 술꾼과 싸움
꾼들과 같이 거친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중재자가 될 정도로 권위
를 가지게 된 것은 그녀의 신체적 기형이 불러일으키는 위압적인 공포에서 기
인한 것이 아니라 파일럿이 역경 속에서 평정심과 차분함을 유지해 왔기에 주
변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김명주 교수는 여성과 성스러움: 토
니 모리슨의 솔로몬의 노래 연구 에서 그리스도적 인물(Christ figure)로서의
파일럿에 대해 초자연적인 탄생과 초인적인 능력 등 남성적 요소뿐 아니라, 자
신을 타인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봉사하는 여성적인 의미의 메시아(194)로서
의 면모가 공존한다고 분석한다. 김명주 교수가 지적하듯이 그리스도적 인물로
서 파일럿은 압도적인 힘과 권위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권세자로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굴복하는”(“surrender”) 여성적 성스러움을 구현하
는 메시야로서 돋보인다.
파일럿의 이 같은 태도는 직계 가족만을 가족 구성원으로 제한하는 가부장적
핵가족의 배타적 가족 이기주의에서 확대된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파일럿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녀가 주류 사회가 강요하는 외적 기준으로부터 독립적인 자기 존중감을 가졌
기 때문이었다. 파일럿의 손녀 헤이거(Hagar)의 비극적인 죽음은 일차적으로 주
류 사회가 은연중에 강요하는 백인 중심의 외모 지상주의 가치관과 결혼을 인
생의 성공으로 여겨, 남자가 주는 사랑 외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한
그녀 자신의 자긍심의 부족이 원인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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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은 “타고난 치유자”(“natural healer”)였고, “말다툼하는 술꾼들과 싸우
는 여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때로 평화의 중재자가 되기
도 했는데 그 평화는 싸움의 당사들과 같지 않은 누군가가 봉사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다.”(Song 151)라고 묘사되어 있다. 파
일럿은 예수의 유명한 설교인 산상수훈(“The Sermon on the Mount”)의 팔복
(The Eight Beatitudes)의 하나인 ‘화평케 하는 자’(“peacemaker”)를 연상케 하는
“평화를 중재하는”(mediated a peace) 자로서 “섬긴다”(“minister”)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적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잘 구현한다.
대표적인 예로 파일럿은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Luke 23:34, New
International Version Bible)라고 그의 아버지에게 대신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은혜를 모르는 조카 밀크맨과 그의 친구 기타가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자신의
“유산”을 도적질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사법 체계가 보장하는
정의를 뛰어넘는 용서와 자비를 조건없이 베풀어 준다. 파일럿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금덩어리라고 오인한 그 유골 주머니를 도둑질한 기타와 밀크맨
과, 최초에 이 도적질을 지시한 오빠 메이컨이 그녀에게 사과하거나 그녀의 도
움을 간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주저없이 이들을 위해 백인 경찰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이야기를 꾸며 내는 등 굴욕적인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파일럿은 기
타와 밀크맨을 풀어주기 위해 그들이 훔친 유골 덩어리가 광분한 백인들에게
린치를 당해 죽은 자기 남편의 유골이라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조카와 조카 친
구의 석방을 이끌어낸다. 파일럿은 남편의 유골을 방수포 자루에 담아 늘 간직
하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5) 물론 이 같은 헤이거의 비극을 개인의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헤이거는 백인 중심 가부
장제 사회가 인종주의적, 성차별적으로 요구하는 백인 여성의 외모라는 타인의 욕망의 대
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스스로를 파괴하기에 이른, 가장 푸른 눈 의 피콜라(Pecola)
와 같은 희생자이다. 모리슨은 자신의 후손을 도시의 소비주의 문화에서 지켜낼 수 없는 파
일럿 가정의 이 실패에 대해 이 3대 여성 가정이 아랫대로 내려갈수록 아버지나 오빠 등
남성의 양육과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라고 지적한다(Conversations 144).

기독교적 관점에서 솔로몬의 노래 에 나타난 희생양 메커니즘 극복 의지 연구

161

“성경은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시잖
아요.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이지요. 우리는 진실로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였답니다.” 그녀는 애원했다. 심지어 눈망울마저도, 그녀가 이야기를 계속하면
서 심지어 눈망울마저도, 커다랗고 졸리는 그 나이든 눈망울마저도 작아졌다.
“그래서 그냥 제 근처에 그이를 두기로 했던 거예요. 죽을 때 같은 구덩이에
묻어달라고. 그러면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함께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손에 손을 잡고서 말이에요.”
밀크맨은 경악했다. 파일럿은 이름을 지을 때말고는 성경을 들여다보지도 않
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장과 절까지 짚어가며 정확하게 인용을 했던 것이
다. (Song 206-07)

상황에 적합한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정통한 것으로 보아, 파일
럿은 배꼽이 없이 태어났다는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공통의 종교 생활”에 참
여할 수는 없었지만, 성경의 근본 정신만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파일럿이 자기 오빠가 죽인 백인 노인의 뼈를 어딜 가나 지니고 다니며 자기
집 한 가운데에 매달아 두는 것은 그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였다. 그녀는 “생명은 생명이야. 소중하지. 그리고 자기가 죽인 사람은 제 몫이
야. 그들은 어쨌든 마음 속에 늘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 그 뼈를 어딜 가나 가는
곳마다 같이 지니고 다니는 게 좋아. 그렇게 하면 정신이 자유로워지니까”(208)
라고 말한다. 사실 자신의 죄를 상기시켜주는 그 유골을 늘 갖고 다니며 집 한
가운데에 걸어 두고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날마다 고행을 하는 것과 같이 괴
롭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기타는 이것을 “일종의 미친 자기 처벌”(224)이라고
비하한다. 그러나 이처럼 자학적으로까지 보이는 파일럿의 기억과 속죄는 모리
슨이 미국이 빠져 있다고 비판한 “국가적 기억상실증”(“national amnesia”, 토
니 모리슨: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고통 (“Toni Morrison: The Pain of Being
Black” 65)에서 벗어나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하는 희생양 만들기를 끝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모리슨은 미국이 노예 제도와 소수 인종에 대한
핍박과 학대 등의 국가적 범죄와 부끄러운 역사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힘과 성
취에 도취해 있다고 비판했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
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인종주의적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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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에 대한 참회와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의식적인 기억과 기념 행위가 부재
하기 때문이다. 파일럿의 행동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탓이
오”(mea culpa)라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을 상기시킨다.
후에 파일럿은 남부에서 고향에 돌아온 밀크맨에게 헤이거가 그에게 버림받
아 상심해 죽은 것을 깨우쳐준다. 파일럿이 백인 노인의 뼈를 지니고 다니는 것
을 어리석다고 비웃었던 밀크맨도 자신에게 이용당하고 결국 세상을 떠난 헤이
거의 머리칼을 늘 지니고 다니며 그 죽음을 기억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자기 손
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밀크맨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먼저 밀크맨에게 자신
의 잘못을 깨닫게 할 기회를 주고 그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자 곧장
풀어주는 모습은 심판보다 자비를 우선시하는 파일럿의 관대함을 보여준다. 파
일럿의 자비는 밀크맨에게 자기 죄를 더욱 통렬히 깨닫고 뉘우치게 하며, 자신
의 허영심에 의해 희생된 헤이거의 머리칼을 늘 지니고 다니며, 자신의 과오로
타인에게 입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기리고 기념하는 자발적인 뉘우침을 이
끌어낸다. 그는 파일럿의 모범을 따라, 자신이 공모한 타인의 억울한 죽음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박해자였음을 기억한다.
밀크맨의 정신적 각성, 혹은 회심은 금을 찾아 남부에서 파일럿의 과거 자취
를 쫓다가 금에 대한 탐색이 자기 조상과 가족사에 대한 탐색으로 바뀌면서 서
서히 진행된다. 밀크맨이 금을 찾으려는 시도를 단념하고 파일럿의 행적을 따라
가는 것은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금으로 대표
되는 아버지의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파일럿을 새
로운 모델로 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라르가 “회심한다는 것은 자
신이 박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을 우리 욕망의 모델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회심은 결국 우리
를 스캔들과 영원한 불만족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나쁜 유형의 모델을 ‘그런 줄
도 모른 채 모방하고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문화의 기원 138)
그의 정신적 ‘회심’은 조상의 고향 샬리마(Shalimar)에서 노인들과 함께 한
사냥 과정에서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된다. 밀크맨은 이전에 이렇게 같은 목적을
갖고 협력하며 서로에게 동등하게 대해주는,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가져
본 적이 없었다. 사냥 중 동료들로부터 고립되어 타고난 감각만으로 길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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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는 이제껏 해 본 적 없는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 각성의 순간은 밀크맨이, “개성”(“personality”)이라는 이름으로
극도의 개인주의를 추구해 왔으면서도, 자신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인
노인이 가졌던 금을 ‘되찾아서’ 소유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생각을 아무 의문 없
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깨닫는(Song 277) 회심6)의 순간이며, 스스로 가족사의
희생물이라고만 생각해왔던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파일럿은 기타의 광적인 폭력에 희생당하면서 울분과 복수심을 품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알았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했을 것이라는”(336) 비폭력적인
사랑의 정신을 끝까지 품고서 밀크맨의 팔에 안겨 세상을 떠난다. 밀크맨은 그
런 파일럿의 정신을 이어받아 친구였던 자신을 죽이려는 기타에게 오히려 적극
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주어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종식시키고자 한다. 원
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며 살다가 끝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양인 파일럿을
계승하여 무자비한 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악순환을 종식시키고자 자신의 생
명을 노리는 원수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 주는 밀크맨의 기타를 향해 “날
아가는” 행동에서 마지막 희생양인 그리스도적인 인물의 면모가 완성된다.
파일럿의 죽음은 밀크맨을 대신해서 기타의 총알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도 원
한이나 분노, 복수심이 없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는 면에서 대속자
(Redeemer)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시킨다. 파일럿은 자신의 집에서 금을 훔쳐
오려 무단 침입하고 그녀의 하나뿐인 손녀 헤이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 제
공자인 밀크맨 대신에 증오와 탐욕에 눈먼 군중과도 같은 기타의 총을 맞고 죽
는다. 이런 의미에서 폴라 기딩스(Paula Giddings)는 파일럿이 최종적으로 밀크
맨의 대속자가 되었다고 말한다(11). 파일럿의 희생의 수혜자가 된 밀크맨은 존
재하지도 않은 금에 대한 광적인 탐욕과 살기에 눈이 먼 기타의 증오심에서 풀
어주기 위해 파일럿의 본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기로
한다. 그는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었던 기타를 처음으로 “여기, 형제여! 내가 보
여요?”(Over here, brother man! Can you see me?)(341)라고 부르며, “내 목숨을
원해?.....그게 필요해? 자, 여기 있어”(You want my life? . . . You need it?
6) 맹목적으로 시류를 추종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내부에서 나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
간을 지라르는 ‘회심’(conversion)의 첫 단계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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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337)라고 외치며 그가 서 있는 맞은편 고원으로 몸을 던진다. 소설의 결
말은 “북극성과 같이 빠르고 밝게 그(밀크맨)는 기타를 향해 질주했으며 그들
중 누가 살의를 품은 자기 형제의 팔에 영혼을 내놓을 것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
았다”(337)라는 모호함을 남긴 채 끝난다. 캐서린 카 리(Catherine Carr Lee)는
“많은 비평가들은 밀크맨이 고원에서 뛰어내리기 바로 전에 기타가 자신의 소
총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주목하지 못했다”(59)는 사실을 지적한다. 루비아노
(Wahneema Lubiano)를 비롯한 많은 비평가들은 결말의 모호함에 대해, 작가가
기타가 과연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밀크맨의 진심을 알고 마음을 열었는지
에 대해서 열린 결말로 남겨둔다고 본다. 분명 기타는 밀크맨에게 “나의 친
구”(My man), “나의 가장 친한 친구”(My main man) (Song 337)라고 화답하지
만, 이 시점에서 그의 본심이나 속내에 대한 서술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파일럿의 희생으로 목숨을 구한 밀크맨이 무고한 희생양
을 만들어 내는 기타의 광기와 살의를 끊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파일럿의
본을 따라 자신을 죽이려는 기타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이라
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에 옮겼다는 것이다. 듀발의 말대
로 밀크맨이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자신과 자기 사랑을 초
월할 수 있는 파일럿의 능력인, 그녀의 비상(flying)이다”(131).7)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기타를 눈먼 증오와 광기에서 자유롭게 해 주고 싶었던 밀크맨의
결의와 의지는 기타의 반응과는 별개로 그리스도적인 인물인 파일럿을 본받은
밀크맨의 급진적인 인격적, 정신적 성숙의 최종적인 증거를 보여준다. 모리슨은
희생양 메커니즘의 실체를 폭로한 마지막 희생양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을
통해 폭력의 연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암시하고 있다. 밀
크맨이 기타를 형제로 보고 그를 향해 날아가는 ‘타자를 향한’ 비상(flight)은 희

7) 파일럿과 그 본을 따르는 밀크맨은 지라르가 “인간의 희생제의적 과정에 자기 자신을 내
어주어 인간의 죄를 감당하고 더 이상의 희생 제사를 종식시킨 신(God)”이라고 표현한 예
수와 매우 닮아 있다. 밀크맨이 “자신의 영혼을 내어준다”(“give up his ghost”)는 표현이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내어 놓은(“gave up the
ghost”) 적극적 자기 희생에 쓰인 표현과 같다는 사실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He [Jesus]
said, It is finished: and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the ghost.” John 19:30. King James
Version of the Holy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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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양 만들기의 폭력을 종식시키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이다.
파일럿이 기타의 총에 맞아 죽고 밀크맨이 기타를 향해 ‘날아간’ 1963년은
킹 목사가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라는 주제의 연설을 했던 해이기도 하다. 모리슨은 결말에서
희생양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self-sacrifice)을 파일럿과 밀크맨 두 인
물에게 나누어 보여준다. 지라르는 문화의 기원 에서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폭력을 제3의 희생양에게 돌리는 고대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희생
과 타인을 죽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기독교적 의미의 자
기희생을 대비시킨다. 전자가 타인을 죽이는 희생이며, 후자는 타인을 죽이지
않기 위해, 즉 타인을 죽이는 그런 의미의 희생에 가담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하
다면 자신의 죽음마저 받아들이는 희생이다. 지라르는 인류 역사는 첫 번째 의
미에서 두 번째 의미의 희생으로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문화
의 기원 131-32). 지라르는 그리스도는 무고한 희생양이었지만, 죄인을 구원하
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이 희생양이 되도록 내어 줌으로써(“He allowed
himself to be killed to save others”) 그리스도에 와서는 희생양과 희생의 의미
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변화되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파일
럿이 평생 그리스도적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양으로서 그리스도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면, 그녀의 사랑과 용서를 유산으
로 물려받아 적극적으로 원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 그를 파멸의 길에
서 구원하고 더 이상의 무의미한 폭력으로 인한 희생을 끝낸 마지막 희생양 그
리스도의 자기 수여(self-giving)와 자기 희생(self-sacrifice)은 밀크맨이 그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킹으로 대표되는 비폭력주의 민권 운동가들이
주장했던 대로 “악을 선으로 갚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파일럿과 그
녀의 본을 따르는 밀크맨과 같은 인물은 기타와 같이 증오로 눈먼 가해자를 감
화시키고 자발적으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작가 모리슨은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양이 된 사람들이 먼저 가해자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원수
사랑의 실현을 통해 인종 내부의 갈등으로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는 폭력의 사
이클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을 피력한다고 볼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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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현경

본 논문은 토니 모리슨이 자신의 문학을 포함해서 흑인 문학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정신이라고 본 희생양의 고통과 승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모리슨의
세 번째 소설 솔로몬의 노래 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적 관점에
서 희생양 메커니즘과 그 극복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르네 지라르와 현대
미국사에서 주요 희생양이었던 흑인들의 시민권 운동 시기 비폭력 저항 정신과
의 공통점을 통해 지라르의 연구가 가질 수 있는 탈역사성을 극복하고 모리슨
작품을 흑인 현대사의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자 한다.
솔로몬의 노래 에서 모리슨은 폭력과 배제를 겪지만, 가해자들까지도 이해
하며 사랑으로 폭력에 비폭력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적인 희생양의 면
모를 가진 인물을 창조한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 중 파일럿과 밀크맨에게는 신
으로서 인간의 희생 제의적 과정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인간의 죄를 감당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특히 파일럿의 자기 희생
적 죽음은, 기타에 대한 밀크맨의 복수가 아니라 기타를 자신의 형제로 보고, 그
를 향해 날아가는 ‘타자를 향한’ 비상을 가능케 만든다는 점에서, 희생양 만들
기의 폭력을 종식시킨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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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Shin-hee. “A Study of a Metaphysical Desire in Edith Wharton’s “Bunner
Sisters”.” Literature and Religion 27.1 (2022): 171-89. Print.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metaphysical desire of Edith Wharton’s
“Bunner Sisters”. In some novels, Edith Wharton allows the female characters to
get a glimpse of the social atmospher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ies through the illusion of marriage. Her “Bunner Sisters” novel
depicts the appearance of the mainstream of New York in the late 19th century
when emerging rich people were in full swing. Evelina’s fantasy of marriage is
frustrated by patriarchal husband Ramy’s violence and drug addiction, and she
eventually dies of illness after losing their child. Above all, her conversion to
Catholicism is considered a change by her sister, Anne Eliza. Evelina remains a
dying stranger in her sister Anne Eliza’s arms. Evelina feels fortunate that her
conversion shows the possibility of reuniting in heaven with a child who passed
away a day after birth. In other words, for her, the child acts as a mediator for the
metaphysical desire to reach God, but is shocking to Aliza and highlights the gap
between them. However, love is universal. As a result, the metaphysical
perspectives of various perspectives shown in this work are re-examined.
Keywords: “Bunner Sisters”, Metaphysical Desire, Life, Conversion,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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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대 사회에서 명품에 대한 열망이나 대도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아파트에
서 거주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욕망의 삼각형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문학
비평가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모방욕망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어떤 대상을
욕망할 때, 지라르는 욕망과 ‘매개자((mediateur)’사이의 관계가 있으며 ‘내적 매
개(mediation interne)’와 ‘외적 매개(mediation externe)’가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지라르는 “모방의 기본적 속성이 형이상학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르네
지라르 46)고 정의한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욕망은 많은 소설작품의 인물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 미국 작가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 1862-1937)의 소설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워튼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
지 많은 작품을 집필하였지만, 그 중 그녀의 초기작품이지만 뒤늦게 출판하게
된 중편소설 버너 자매 (“Bunner Sisters”)1)는 당시 뉴욕의 모습을 근접하게
느낄 수 있는 소설로 간주할 수 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꿈을 안고 발을 디딘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에 터를 잡았다. 다만, 상류층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사람
들은 뉴욕의 변두리에 터를 잡았고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노렸다. 작품의 주인
공인 버너 자매 역시 형이상학적 욕망을 안고 뉴욕 변두리에서 작은 가게를 운
영한다. 미국의 건국의 시초는 1620년 청교도인들이 미국의 동북지역 매사추세
츠주 플리머스(Plymouth, Massachusetts)에 정착으로 볼 수 있다. 서서히 뉴욕은
기존 정착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꿈을 찾아 이주해 온 사람들의 터가 되었으
며, 버너 자매 역시 그곳에 속해 있다.
이처럼, 19세기는 뉴욕에 새로운 부류들이 주를 이루는 데 이른바 신흥부자
들의 등장이다. 그들은 상류층 대열에 합류하기 위하여 무단한 노력을 하는데,
그 방법은 지적인 면을 과장하기 위하여 서재를 만들어 읽지 않은 책들로 빼곡
하게 장식하거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과시하기도 한다. 그들의 이러한 형이상
학적 욕망의 대상은 바로 상류층의 계급습득과 물질 그 자체이다. 이는 미국 초
1) 이디스 워튼의 중단편집 징구와 다른 이야기들 (Xingu and Other Stories)에 처음으로 소
개된 중편소설로 뉴욕 스크라이브너(Charles Scribner’s Sons) 출판사에 의해 1916에 출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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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근본적인 종교적 이념을 무색케 한다.
버너 자매 에서 주인공 에블리나(Evelina)의 결혼에 대한 환상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로 좌절되고 종교적인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온다. 이로 인하여
버너 자매의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고 언니 앤 엘리자(Ann Eliza)에게 동생은
낯선 사람으로 간주된다. 에블리나의 불행의 원천은 남편 허먼 래미(Herman
Ramy)의 폭력, 약물복용과 불륜이다. 성경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 에베소서 5:25),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27)에 의거하면 래미는 종교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 지라르는 “폭력은 완전히 욕망할 만한 것, 신의 자족,
즉 폭력이 계속 불가지의 것이고 난해한 것일 때만 그렇게 보이는 <멋진 모든
것(Belle totalite)>의 시니피앙(signifiant)”(223)이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이디스 워튼의 버너 자매 의 인물에 나타난 형이상학적 욕망을 고
찰해 본다.

II
인간이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체가 욕망하는 대상은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인 것이지만, 그 대상을 향한 욕망 자체는 물질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인 것”(김모세 & 서종석 32)이다. 이렇듯이 욕망은 욕구와 추상적
사랑의 요구 사이의 불일치를 기반으로 하며 욕구 그 자체와 욕구를 받아들이
는 사람의 지불능력사이의 괴리에 기인한다(김현주 79)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욕망은 많은 소설작품 속에서 많이 다뤄지는데, 이디스 워튼의 몇몇
작품들에서는 여자주인공들이 남편과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동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엿보인다. 특히, 여름 (Summer)의 로열 채러티(Royal Charity)와 환락
의 집 (The House of Mirth)의 릴리 바트(Lilly Bart)에서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같으면서 다른 양상을 지니는데, 형이상학적 욕망을 지닌 유사성과 상반
된 가정환경 출신이라는 차이점이다. 워튼은 환락의 집 을 통해서 “자신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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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뉴욕 상류층에 만연해 있는 병폐를 낱낱이 드러내고”( 환락의 집 235)
있는 반면에, 여름 에는 사회적 비주류계층의 인물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향
한 강한 욕망이 잔재해 있다. 우리는 각 작품의 인물들에게서 19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반 당시 미국의 사회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욕망의 이론을 살펴보자면 프랑스의 문학평론가로 욕망의 삼각형으로 널리
알려진 르네 지라르의 욕망에 대한 정의를 들 수 있다. 그는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을 “‘매개자’인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상과의 관계로 정의”하는데, 그
것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대상을 모방하여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승시
키려는 욕망”(르네 지라르 르네 지라르 , 36-46; 정신희 233-34 재인용)이라고
정의한다. 일례로, 여름 의 채러티는 변호사 로열 씨(Mr. Royall)의 도움으로
미개하고 비천한 삶만이 허락하는 산(Mountain)을 벗어나 노스도머(North
Domer)에서 살면서 도시 청년 하니(Harney)를 만나면서 넓은 세상으로 전진을
꿈꾼다. 또 다른 인물로는 환락의 집 의 뉴욕 상류층 출신 릴리는 부친의 사업
이 실패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강등되지만 끊임없이 재기를 노린다. 이러한 양
상들은 그들의 욕망이 끊임없이 뉴욕의 주류에 향해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상적인 모델을 모방이 성공적이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모방은 “존재
의 위상이지만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존재의 의미, 즉 차이마저 상실”(김
모세 & 서종석 45)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류층을 향한 욕망은 버너 자매들에게도 드러난다. 그들은 평안
한 일상에서 시계라는 매개체로 인하여 잠재된 욕망이 서서히 드러나며 일상이
요동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작품 버너 자매 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버너 자매는 뉴욕시가 활기 없는 시절에 스타이브센트 광장(Stuyvesant
Square) 근처 여성들의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주 작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
는 뒷골목의 초라하고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한다. 그들의 가게는 우울한 마음을
위안하는 곳이고 항상 깔끔하다. 자매는 그런 깔끔한 가게에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한다. 그들은 먹고 살 만큼 벌고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꺼내는 성직자 같은
검은 실크 옷으로 알뜰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간다2). 버너 자매 주변에는 재봉
2) 낡은 검은 실크 옷은 그녀의 어려운 삶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호
(Mayflower)를 타고 미국 땅에 정착한 근면, 검소, 절약의 청교도의 근본이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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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미스 맬린스(Miss Mellins), 호킨스 부인(Mrs. Hawkins), 허먼 래미, 그리고
호치뮬러 부인(Mrs. Hochmuller)과 딸 린다(Linda)가 있다.
하지만, 버너 자매의 평온한 삶은 지루한 삶이 된다. 변화없는 삶에 지루한
버너 자매에게 활력을 불어줄 사건은 언니 앤 엘리자가 자매가 틈틈이 저축해
둔 돈을 동생 에블리나의 생일 선물로 니켈 탁상시계를 구입한 일이다. 그녀가
탁장시계를 구입할 정도로 동생을 향한 사랑이 크다. 또한 그 선물로 인하여 앤
엘리자는 쾌락과 흥분을 느낄 정도이다.
버너 자매에게 미지의 세계, 즉 환상은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
째로, 뉴욕의 번화가이다. 그녀의 그러한 흥분은 늘 일감으로 인하여 가게에
얽매어 있다가 혼잡한 거리를 활보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그녀가 브로드웨이나
3번가를 돌아다니면서 봤던 다채로운 것들에 대한 기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
는 것은 단조롭고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욕망이 잠재되어 있음을 시
사한다.
두 번째로, 앤 엘리자가 시계를 구입한 일이다. 시계를 구입하기 전, 그들이
시간을 알기 위해서 광장으로 뛰어나가 시계탑을 보러 다니는 수고를 덜게 되
고 똑딱 거리는 시계소리는 심장소리와 같아서 그들에게 활력을 준다. 시계로
인하여 시계가게 주인 미지의 남자(허먼 래미)에 대한 호기심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환상이다. 독일계 미국인 래미는 가게는 먼지가 가득하고 혼자 가게를 운
영하므로 어려움이 많다는 푸념을 하고 버너 자매의 가게를 부러워한다. 버너
자매에게 그는 어딘가 병약해 보이지만 똑똑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일 거라고
추측한다. 버너자매와 래미의 연결고리가 된 탁상시계는 미지의 세계로의 전진
과 멈춤으로 인한 절망을 동시에 지닌다.
세 번째로, 자매에게 또 다른 미지의 사람은 퍼프소매 블라우스를 입은 숙녀
이다. 그녀는 자매에게 가장 품위 있고 흥미로운 여성이다. 그들의 평범한 삶은
영속적이지 않고 화려한 삶의 갈망은 사치가 아니라 “기회를 찾을 권리”라고
앤 엘리자는 생각한다.
앤 엘리자는 동생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질투심을 갖고 있다. 자매 사이에 래
미를 두고 앤 엘리자는 동생에 대한 질투를 하지만 래미가 그녀에게 청혼을 하
자 승리감을 느끼고 결국 동생 에블리나에게 기회를 준다. 앤 엘리자는 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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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블리나의 결혼자금에 자신의 돈을 보태고 부부는 타 지역으로 떠나면서 자매
사이는 거리가 멀어진다. 동생의 소식이 끊기면서 앤 엘리자는 호킨스 부인의
도움으로 래미가 일하는 직장에 방문하지만 그가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퇴사하
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던 중 에블리나가 앤 엘리자 가게로 돌아오면서
그녀가 겪었던 남편의 약물중독으로 인한 폭력, 가난, 아이를 잃고 가톨릭 신자
가 되었음을 밝힌다. 그녀가 가톨릭 신자가 된 계기는 아플 때 호치뮬러 부인이
가톡릭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고 그곳에서 신부와 수녀의 따뜻한 보살
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개종은 언니 앤 앨리자에게는 종교를 배반한 것
으로 간주된다. 또한, 에블리나가 겪은 결혼생활은 독신인 앤 앨리자에게는 알
수 없는 세계로 인식될 뿐이다. 그들은 결국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멀어진
다. 결국 앤 엘리자는 자신의 욕망을 에블리나를 향한 사랑으로 덕을 베풀었던
것이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으로 이끌게 된 것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즉 그녀의
착한 행동으로 인하여 동생 에블리나는 남편의 폭력과 불륜 그리고 태어난지
하루만에 사망한 딸로 인하여 개종을 겪게 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그녀는 덕
을 쌓아야 축복을 받는다는 종교적 신념에 갈등을 일으킨다.
작품에서 그들의 욕망은 래미라는 독일계의 남성으로 대체된다. 버너 자매
앤 엘리자와 에블리나의 가게는 아주 작고 “거의 사양할 운명인 샛길”(a
side-street already doomed to decline 5)의 지하실에 있지만, 비전이 없어 보이
는 골목의 짙은 회색 분위기와는 다르게 생기있고 따스함이 있어 희망이 남아
있음을 드러낸다. 그들은 조화를 판매하고 다른 여성들을 위해 바느질 삯으로
살아간다. 언니 앤 엘리자가 동생 에블리나의 생일 선물로 시계를 구입하는데,
그것은 자매에게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매개체가 된다. 시계는 새로
움, 신세계, 즉 그것은 미래를 의미하는 반면 제자리를 맴도는 정체를 암시하기
도 한다. 또한, 그것이 미지의 세계로의 전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은
루이스 캐롤(Lewis Carroll)의 동화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1865)에서 토끼가 회중시계를 꺼내 보는 모습을 보
고 쫓다가 앨리스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앨리스가 시계
를 따라 이상한 나라를 경험하면서 성장을 하였다면, 버너 자매에게 시계는 그
들의 일상을 전복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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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버너 자매에게 일상을 전복시키는 영향을 준 계기는 시계의 고장이다.
시계의 고장은 그들의 희망의 멈춤, 즉 좌절로 시사된다. 이로 인하여 자매와
시계 수선공 래미와의 인연이 시작된다.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버너 자매는 독일계 이민자인 래미가 일에 긍지와 책임감
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래미는 버너 자매에게서 평안을 찾고자
한다.
“어쨌든 당신은 정말 편안해 보여요,” 라고 래미가 말했다. 그의 불룩 튀어나
온 눈빛이 은근한 부러움으로 장면의 모습들을 세밀하게 모으는 듯했다. 그
는 “난 좋은 가게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가게에 늘 혼자라면 마음이 편
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You look real comfortable, anyhow,” said Mr. Ramy. His bulging eyes
seemed to muster the details of the scene with a gentle envy. “I wisht I had
as good a store: but I guess no blace3) seems home-like when you’re always
alone in it.4) (26)

이처럼, 래미가 버너 자매에게서 평안을 느끼고 그녀들은 그에게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다. 이는 단순히 그의 외향적인 모습에서 비롯된다. 그의 외모와 더
불어, “버너 자매들이 래미 씨에게 이끌린 것은 교육이다”(One of the factor that
the sisters attract Mr. Ramy is an education(“A Study of Gender” 48). 이것은
버너 자매들은 이디스 워튼의 여름 의 채러티가 하니(Harney)와의 첫 조우에
서 느끼는 상황과 유사하다. 환락의 집 의 릴리 바트는 어머니로부터 여성의
외모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게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믿고 따른다. 여성으로서
독자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릴리는 교환과 거래대상으로 삼아야 한
다는 것을 인식한다(구은숙 10). 한편, 버너 자매 의 래미는 그녀들의 활기찬
3) 본래 place이다. 작품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로써 당시 미국에 온 이민자들의
영어발음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의 저자는 표준어로 번역하였음을 밝
힌다.
4) Wharton, Edith. Bunner Sisters. New York: Akasha Publishing .Com, 2008. p. 26. 앞으로
본문 인용 시 페이지만 표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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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력을 이유로 그의 호감을 드러낸다. 이로써, 그들이 서로를 의지하는 생활
에서 결혼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꿈꾸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다음은 모방욕
망과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모방 욕망이 타자의 속성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상승
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즉 타자의 것을 빼앗고, 타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타자를 희생시킴으로써 자기의 존재 위상을 높이려 하는 것이라면, 이 문제
의 해결은 타자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모델, 즉 성서 속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델을 모방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Girard
Mensonge Romansque 330; 김모세 & 서종석 49 재인용)

앤 엘리자가 동생 에블리나를 위해 경제적·정신적으로 희생하지만, 에블리나
는 자신의 딸을 위해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한다. 작품 후반부에서 버너 자매의
재회 장면은 그들 정신적 세계― 종교적 세계―의 큰 간극을 드러낸다. 김진숙
이 “대화 형식의 고백은 무의식에 숨겨진 과거의 기억을 일깨우고, 억압된 기억
을 개인이 알아차리고 정신을 진정시키는 기능”(35)을 한다고 언급하였듯이, 에
블리나는 자신이 겪은 불행과 개종을 언니 엘리자에게 고백한다. 에블리나는 병
든 채 남편에게 벗어나 언니 앤 엘리자와의 재회에서 자신이 가톨릭 신자가 되
었음을 고백한다. 엘블리나의 개종은 그녀가 어렸을 때 언니 앤 엘리자와 주일
에 교회에 다녔던 그녀로서는 굉장한 결심이고 파격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그녀
의 결심은 비극적인 결혼생활에서 비롯된다. 그녀의 삶은 성서 내러티브에 등장
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다양한 삶의 기로와 선택을 보여(강옥선 2)주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여성이 아닌 남성을 통해서 사회적 종교적 혈통을 설정하고자
했던 희생 제사는 “여성의 출산능력을 초월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대비책이었
다”(Exum 118; 강옥선 12 재인용)음을 시사한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 안에 내재된 변화의 가능성과 그 근본조건으로서
의 정념은 실존적 변화의 조건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Brisch & Iris 12; 이상
범 405 재인용) 되는데 그러나 에블리나의 경우는 다르다. 그녀의 독립적인 행
동은 정체성 확립의 발현이다. 다음 장에서는 버너 자매의 종교적 관점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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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르네 자라르는 “욕망하는 주체와 매개자 사이의 거리가 극복 할 수 없을 정
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즉 “매개자가 추종자의 세계 밖에 있는 경우를
‘외적 매개’라고 명명”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신자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경
우가 그렇다”( 르네 지라르 58-59)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
든 것은 종교이다( 문화의 기원 162)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디
스 워튼의 작품들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교회의 역할은 형이상학적 욕망의 매개
이다. 본 작품에서도 그렇다. “ 버너 자매 는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었지만, 이번에 그들은 기도서를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 두었다(The Bunner
sisters were habitual church-goers, but for once they left their prayer-books on
the what-not...)(36)”라는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게다가 신은 에블리나가 그렇게 좁은 삶 속에서 비통해 하도록 의도하지 않
았다. 상황들의 원래 계획안에서, 그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일요일에는
비단옷을 입고, 교회 서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작성이었다. 지금까지 그
녀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아주 거만한 야망과 정성스럽게
고데를 한 머리카락에 비하여 그녀는 아직 앤 엘리자만큼 눈에 띄지 않거나
인기가 없는 상태였다. [···] 한때 그녀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유쾌한 청년이
동생 버너 양을 몇 번 수줍게 방문했었다. 그것은 그 후 몇 년 전이었고, 그
는 그들의 시야에서 빠르게 사라졌다. 그가 에블리나의 환상을 가지고 떠났
는지 어땠는지를, 앤 엘리자는 결코 알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그
녀의 누이동생에게 절묘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Besides, Evelina had not been intended by Providence to pine in such a
narrow life; in the original plan of things, she had been meant to marry
and have a baby, to wear silk on Sundays, and take a leading part in a
Church circle. Hitherto opportunity had played her false; and for all her
superior aspirations and carefully crimped hair she had remained as obscure
and unsought as Ann Eliza. [···] Once a pleasant young man she taught in
Sunday-school had paid the younger Miss Bunner a few shy visi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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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years since, and he had speedily vanished from their view. Whether
he had carried with him any of Evelina’s illusions, Ann Eliza had never
discovered; but his attentions had clad her sister in a halo of exquisite
possibilities. (17)

이와 같이, 에블리나에게 교회는 남편을 만나 화려한 결혼생활을 실현시켜줄 장
소로 그려진다. 또한, 앤 엘리자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밋빛 인생을
가능하게 해 주실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에블리나의 결혼은 정한 날에 이루어졌다. 결혼식은 저녁에 버너 자매가 참
석한 교회 예배당에서 거행되었고, 결혼식이 끝난 후에 참석한 몇 안 되는
하객들은 결혼 만찬이 그들을 기다리는 버너 자매의 지하실에 모였다.
Evelina’s marriage took place on the appointed day. It was celebrated in the
evening, in the chantry of the church which the sisters attended, and after it
was over the few guests who had been present repaired to the Bunner Sisters’
basement, where a wedding supper awaited them. (65)

에블리나가 교회에서 결혼식 거행한 것은 그녀의 종교적인 면을 드러낸다. 이
것은 후에 그녀가 가톨릭으로의 개종이 앤 엘리자에게 종교에 대한 배신으로
인식되는 바탕이 된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교회 탑”과 “불행”은 에블리나의 커
다란 변화를 암시한다. 버너 자매에게 다이얼이 있는 교회 탑은 ‘외적 매개’로
볼 수 있다.
그녀의 시선이 가게의 텅 빈 창문 위의 얼룩진 “버너 시스터즈”에 잠시 머물
렀다; 그리곤 시선은 광장에 가득한 나뭇잎으로 이동했다. 그 위에 앤 엘리자
가 니켈 시계를 사기 전에 자매들을 위해 시간을 표시해 둔 다이얼이 있는
교회 탑이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알 수 없는 삶의 장면이었던 것처럼 그것
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즉 그녀는 참견 잘하는 사
람들이 풍문으로 들은 그들의 불행에 동의하는 오직 냉담한 연민만을 스스로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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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eyes rested a moment on the blotched “Bunner Sisters” above the
empty window of the shop; then they travelled on to the overflowing
foliage of the Square, above which was the church tower with the dial that
had marked the hours for the sisters before Ann Eliza had bought the
nickel clock. She looked at it all as though it had been the scene of some
unknown life, of which the vague report had reached her: she felt for
herself the only remote pity that busy people accord to the misfortunes
which come to them by hearsay. (105)

앞서 언급하였듯이, 앤 엘리자와 에블리나 사이의 간극은 에블리나의 결혼생
활과 개종이다. 결혼생활을 겪지 않은 앤 엘리자에게 에블리나의 비참한 결혼생
활의 이야기는 낯섦 그 자체이며, 에블리나의 개종은 앤 엘리자에게 또 다른 거
리감을 준다.
“나 로마 가톨릭 신자야, 언니.”
“에블리나—오, 에블리나 버너! 로마 가톨릭 신자라고? 네가? 오, 에블리나,
네 남편 때문이니?”
에블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가 종교가 없었던 것 같아. 그는 그것에
대해 말한 적이 없거든. 그러나 있잖아, 호치뮬러부인이 가톨릭 신자였어. 내
가 아팠을 때 그녀는 의사에게 나를 로마 가톨릭 병원에 보내게 했어. 거기
수녀님들이 나한테 잘해주셨고 신부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을 걸어주곤 하셨
는데 그가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난 미치지 않았어. 그는 모든 상황을 수월
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
“I’m a Roman Catholic, Ann Eliza.”
“Evelina—oh, Evelina Bunner! A Roman Catholic—YOU? Oh, Evelina, did
He make you?”
Evelina shook her head. “I guess he didn’t have no religion; he never spoke
of it. But you see Mrs. Hochmuller was a Catholic, and so when I was sick

정 신 희

182

she got the doctor to send me to a Roman Catholic hospital, and the sisters
was so good to me there—and the priest used to come and talk to me; and
the things he said kep’ me from going crazy. He seemed to make everything
easier.” (99)

에블리나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계기는 그녀 자신이 가장 나약할 때 자신의
곁에서 위로와 기도를 해준 성직자의 모습에 신뢰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종교
적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갈등을 하기 전에 자신의 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직자 신부이며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수월해 질 수 있음을
확신한다. 반면에, 앤 엘리자에게 올바른 종교란 자신이 믿어왔던 것으로 가톨
릭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앤 엘리자는 에블리나의 “목에 걸린 작고 검은 자루
같이 생긴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종의 부적”으로 인식하고 동생을 목욕시
키거나 옷을 입힐 때 손가락이 그것에 닿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또한 그것은
그녀에게 동생 에블리나와 멀어지게 한 “사악한 도구”(Ann Eliza now
understood that the little black bag about her sister’s neck, which she had
innocently taken for a memento of Ramy, was some kind of sacrilegious
amulet, and her fingers shrank from its contact when she bathed and dressed
Evelina. It seemed to her the diabolical instrument of their estrangement)(100)
로 간주된다.
“오, 얘야,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앤 엘리자가 울부짖었다. 그녀는 “가
톨릭 신자들이”—본질적으로 충분히 폐단의 흔적인—그것을 믿는다는 것 외
에는 가톨릭 종교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그녀의 영적 반항은 그녀
를 종교적 신념의 형식적인 부분에서 해방시키지 못했다. 변절은 그녀에게
항상 마음이 단순한 사람들이 그들의 사상을 돌리는 죄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러고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에블리나는 말을 계속했다. “그는 아기에게
바로 세례를 줬어. 그래서 아기는 천국으로 갈 수 있었어. 그리고 그 후에 말
야 나는 가톨릭 신자가 되어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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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모르겠구나—”
“아기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지 않아? 만약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었을 거야. 이해를 못하겠어?”
“Oh, sister, how could you?” Ann Eliza wailed. She knew little of the
Catholic religion except that “Papists”? believed in it—in itself a sufficient
indictment. Her spiritual rebellion had not freed her from the formal part of
her religious belief, and apostasy had always seemed to her one of the sins
from which the pure in mind avert their thoughts.
“And then when the baby was born,” Evelina continued, “he christened it
right away, so it could go to heaven; and after that, you see, I had to be a
Catholic.”
“I don’t see—”
“Don’t I have to be where the baby is? I couldn’t ever ha’ gone there if I
hadn’t been made a Catholic. Don’t you understand that?”

에블리나의 개종은 지라르가 명명한 ‘외적 매개’의 하나로 그녀는 세상을 떠
난 딸이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기재이다. 즉 하느님과 가까이하고자 하
는 수단이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버너 자매 사이의 간극을 초래하는데 앤 엘리
자는 분신 같은 동생 에블리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앤 엘리자는 말문이 막힌 채 앉아 손을 빼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에벨리나
의 마음에서 소외된 자신을 발견했다.
“난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라고 에블리나가 몹시 흥분하여 주장했다.
앤 엘리자는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에블리나가 자신의 품에서
이방인으로서 죽어간다는 느낌만 느낄 수 있었다. 래미와 태어난 지 하루 된
아기는 그녀를 그녀의 여동생과 영원히 헤어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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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Eliza sat speechless, drawing her hand away. Once more she found
herself shut out of Evelina’s heart, an exile from her closest affections.
“I’ve got to go where the baby is,” Evelina feverishly insisted. Ann Eliza
could think of nothing to say; she could only feel that Evelina was dying,
and dying as a stranger in her arms. Ramy and the day-old baby had parted
her forever from her sister. (100)

에블리나의 이러한 욕망은 아직 결혼과 출생에 경험이 없는 앤 엘리자에게는
공감을 주지 못한다. 즉 에블리나의 남편 래미와 아기는 자매 사이의 장벽으로
볼 수 있다. 욕망은 결여에서 나온다(핑크 85). 에블리나가 아이를 잃은 후 그녀
는 사후세계에서 아이와 재회는 자신이 가톨릭 신자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
다. 그리스도교는 로마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등 세 전통으로 구분되는
데,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의례로는 ‘세례’와 ‘성만찬’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유아를 공통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유아세례’를 인정하는데, 이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앙을 확언한다(유요한 91). 에블리나의 자식에 대
한 사랑은 개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양상은 유요한이 언급하였듯이, “한 여성
이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순간, 개별적 인간인 동시에 보편적 어머니로 규정”
(유요한 254)됨을 시사한다.
삼일 후에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에블리나는 칼바리 묘지에 묻혔고 수동적인
관람자 앤 엘리자는 그녀의 지난날의 마지막 거부인 냉정한 무관심으로 지켜
본 반면에, 신부는 전심전력을 다하였다.
The funeral took place three days later. Evelina was buried in Calvary
Cemetery, the priest assuming the whole care of the necessary arrangements,
while Ann Eliza, a passive spectator, beheld with stony indifference this last
negation of her past. (105)

앤 엘리자는 동생 에블리나와의 사이에 심리적 거리감이 있지만 그녀의 장례
를 가톨릭으로 치러준다. 이것은 앤 엘리자의 동생을 향한 사랑이고 그녀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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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의 체험을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녀가 종교적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녀가 동생 에블리나를 위해
돈과 집안의 모든 물건을 모두 팔 정도의 동생에 대한 깊은 사랑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
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신
명기 15:7-8)는 성경 말씀의 실천으로 보인다. 버너 자매의 형이상학적 욕망은
변두리지만 뉴욕의 삶에서 드러나며 같았지만 달라진 종교적 신념에서 드러나
있다.

IV
본 연구는 이디스 워튼의 버너 자매 에 나타난 형이상학적 욕망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디스 워튼이 여러 작품에서 표현한 형이상학적 욕망은 주로
사회적 신분 상승에 초점을 둔다. 그녀는 상류층 사교계에 입문의 경험부터 남
편의 병간호를 위해 시골 마운트(Mount)에서 생활을 바탕과 1차 세계대전이 한
창이던 때에 프랑스에서 머물면서 봉사활동을 경험으로 상반된 공간적 배경의
작품들을 집필하였다. 이는 뉴욕의 상류층의 여성에서 시골의 여성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다.
워튼의 몇몇 소설 작품들에서 등장하는 교회는 순수한 목적이 아닌 그저
주인공들이 대상(object)에 도달하기 위한 매개체에 불과하다. 이러한 측면은
당시 미국에서 무엇보다도 기독교적인 종교의식이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
한다. 그러나 버너 자매 의 주인공들인 버너 자매는 다르다. 그들은 같음에
서 다름으로 거리감이 생기지만 신을 향한 형이상학적 욕망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여성들에게 사회적 계급의 상승의 매개는 주로 결혼이다. 특이한 사실
은 그들의 희망이 좌절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은 환락의 집 의 릴리, 버
너 자매 의 에블리나, 그리고 여름 의 채러티에게서 드러나는데, 결국 그들의

186

정 신 희

욕망은 좌절된다. 모방 욕망에 빠진 주체는 대상에 환상의 가치를 부여한다. 하
지만 그 대상은 실제로는 ‘허무’로 가득할 뿐이다(김모세 & 서종석 46).
특히, 위 세 소설 작품들에서 기독교적인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릴리와 채러
티의 종교에 대한 수동적인 모습과는 달리 버너 자매은 능동적이다. 이에 반하
여, 에블리나는 결혼 후 건강을 잃었을 때 호치뮬러의 부인이 도움으로 그녀는
가톨릭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그곳에서 신부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안정을 찾
는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세례받게 한다. 아이를 잃은 에블리나는 천국
에 있는 아이와 재회의 가능성을 굳게 믿는다. 그 이유는 자신이 아이와 마찬가
지로 가톨릭 신자이기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에블리나는 자신의 의지로 개종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지라르의 삼각형 욕망에서 신(God)에 도달하는 매개체가 교회라는 것
을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가톨릭으로의 개종의 고백은 언니 앤 엘리자를 당황
하게 하고 종교적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시킨다. 에블리나가 가정, 아이, 본래
자신의 기독교적 종교를 잃은 것은 당시 미국사회의 물질만능시대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미국건국의 이념을 무색케 함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
대에서도 보이는 양상일 수도 있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것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
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
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16)는 성경 말씀이 있다. 결론적으로, 앤 엘리자
가 믿고 있는 선을 베풀면 복을 받는다는 종교적 신념에 회의를 느끼지만 그
녀가 추구한 형이상학적인 욕망과 에블리나의 형이상학적인 욕망의 공통점은
사랑이다.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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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신희

본 논문은 이디스 워튼의 버너 자매 에 나타난 형이상학적 욕망에 대한 고
찰이다. 워튼은 몇몇 소설작품들에서 주로 여성 인물들이 결혼의 환상을 통해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
서 다루는 버너 자매 는 그녀의 첫 소설작품이면서 신흥부자들의 등장이 한창
이던 19세기 후반 뉴욕의 비주류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에블리나의 결혼에 대
한 환상은 가부장적인 남편 래미의 폭력과 약물중독으로 좌절되고, 결국 아이를
잃고 병들어 세상을 떠난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가톨릭으로의 개종은 앤 엘리자
에게 변절로 간주되고 에블리나가 언니 앤 엘리자 품 안에서 죽어가는 이방인
으로 남는다. 에블리나는 자신의 개종은 태어난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아이
와 천국에서 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녀에
게 있어서 아이는 신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형이상학적 욕망의 매개역할을 하
면서, 또한 그것은 엘리자에게 충격적이고 그들 사이의 간극이다. 하지만, 자매
에게 공통적인 점은 사랑이다. 이로써, 본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관점의 형이상
학적 관점이 재조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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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골의 죽은 혼 에 나타난 결여와 거짓말의 악마성
홍 대 화

Hong, Daehwa. “The Demonic Nature of Privation and Lies in Gogol’s Dead
Souls.” Literature and Religion 27.1 (2022): 191-214. Print.
Abstract: The Fathers of the Western and Eastern Orthodox Churches see evil as
a privation. In Dead Souls, Chichikov, Manilov, Sobakevich, Plyuskin, and
Chichikov’s superiors reveal their demonic nature through the ‘lack’ of external
characteristics, passion, soul, and emotions, etc. Also, almost all of the characters
are burdened with lies. Lies have been understood as a devilish quality and a tool
for revealing one’s demonic nature, not only in Russian Orthodox Christianity, but
also in Christianity. Dead Souls depicts a world in which there is no ‘virtue’ and
‘good’. It is a world where lies and fraud are rampant. All the characters are
engulfed with the fear that they might be deceived, so they lie in order not to be
deceived, not to suffer harm, and furthermore, to follow their greed and desires to
gain something more. The author challenges the reader to take a spiritual leap to
a higher level by showing the lowest step in the Russian Orthodox stairway to
spiritual perfection.
Keywords: Evil, Privation, Demonic, Lie, Dead So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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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고골의 작품세계에서 악과 악마는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이자, 테마이다. 고
골은 평생 자신의 내면과 사회 속에 있는 악마와 싸운 사람이고, 자신과 사회의
정화를 자신의 예술의 최종 목적으로 상정했던 작가이다. 그러므로 그가 인간
을 지배하는 ‘악’을 첨예하게 인식하고 또 그것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려고 한 것
은 당연한 일이다. 고골의 죽은 혼 에 드러난 ‘악’과 ‘악마’의 문제에 대해서
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다루어왔다. 메레지콥스키는 고골의 “흘레스타코프와
치치코프를 가면을 쓰지 않고 꼬리 연미복을 입은 진짜 자기 모습의 악마”라고,
“영원하고 보편적인 악, 불멸의 진부함이라는 악의 두 의인화”(Merezhkovsky
59)라고 칭한다. 그는 치치코프의 악마성은 인생의 보다 높은 의미와 소명을 생
각하지 않고, 지상에서의 편안한 삶, 즉 그만의 흔들림 없이 확고한 지상 왕국
구축에만 목표를 둔 데서 온 것이라고 해석한다(Merezhkovsky 81). 모출스키는
“고골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악마가 사람들에게 꿈을 보내 그들을 따분함, 속물
성, 괴로움의 마법에 빠트린다는 것이다,”라고 규정한다. 고골이 죽은 혼 에
관해 쓴 에세이를 인용하면서 모출스키는 고골이 이 작품에서 자신 안에 있는
가능한 모든 추악함을 등장인물들에게 나누어주었고, 이를 통해 러시아를 깨우
려고 했다고 지적한다(Мочулский 38). 나보코프(Nabokov)는 치치코프를
“박봉에 시달리는 악마 대리인, 죽음의 나라 하데스에서 온 세일즈맨, 사탄 주
식회사에서 온 ‘우리 미스터 치치코프’라고 부르며, 태평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공포에 시달리고 썩어가는 중개상일 뿐이다,”라고 규정한다(원문강
조). 그리고 그는 치치코프의 속물근성을 악마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본다(나
보코프 56). 바이스코프(Вайскоф)는 코로보츠카에게서 러시아 민속의 바바
야갸와 마녀의 모티브, 소바케비치에게서 숲의 악령을 발견한다(Вайскоф
372-74). 바이스코프는 죽은 혼 의 등장인물들에게서 영지주의적 모티브로 타
락한 천사들의 특질을 발견하기도 한다(Вайскоф 382-83). 애덤 와이너는
죽은 혼 에서 묘사되는 지주들이 러시아 민속의 악마적인 존재들인 카셰이,
레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피카레스크 소설의 주인공과의 관련성, 서술자에게
서 치치코프와 공유되는 악마적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푸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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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Putney)는 러시아 정교 전통에서 악을 ‘선의 결여’로 보는 개념이
고골의 작품 전반에 걸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며 이를 치치코프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고골의 죽은 혼 에 내재해 있는 수많은 악과 악마성
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크리스토퍼 푸
트니가 치치코프에게 적용해서 분석한 ‘선의 결여, 비존재’로서의 악의 개념을
다른 등장인물들에게까지 적용하고, 이 선의 결여를 메우는 악으로서의 ‘거짓
말’이 등장인물들에게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결여’로서의 악마성
고골 연구자인 크리스토퍼 푸트니는 ‘러시아 정교의 전통에서 악마는 결여,
불완전함, 현존보다는 부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정교회에서
“악은 텅 빔으로, 악마는 텅 빈 존재로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성
어거스틴(St. Augustine)으로부터 시작된다(Putney 147). 그는 초기 기독교 전통
의 악마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일반적으로 서구 교회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지
만, 악과 악마에 대한 문제에서는 동방 정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성 어거스
틴은 이렇게 말한다. “악은 본성이 없다. 악이라고 불리는 것은 선의 부재이
다.”(Putney 147) 이 결여는 “완전한 무라기보다는 존재 성분이 최소화된 한정
된 무존재”로 여겨졌다(러셀 1 226). “존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비존재
에 의해 잠식되는 것이 악인데, 예를 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날지
못하는 새 등”이다(존 프레임 192). 이러한 견해는 창조주인 하나님에게서 악의
출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면제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제해종 149). 비잔틴의
위(爲)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도 “악은 부족함, 결핍, 약함, 과실이며,
무의미하고, 추하고, 생명이 없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완전하고, 실재하지 않
으며, 이유 없고, 불확실하고, 황폐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혼란하고, 부조화
하며, 애매하고, 음울하며, 실체가 없고, 그 자체로는 어떤 존재도 결코 소유하
지 못한다”라고 정의한다(러셀3 37). 다마스쿠스 요한은 “창조물에 존재하는 모
든 악은 그들 자신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 창조된 선의 결여”라고 보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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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의 결여가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유의지
의 독립적 활동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러셀3 42). 동방정교의 계승자
로 자처하는 러시아 정교도 이러한 악의 개념을 계승했고, 고골의 죽은 혼 에
는 이러한 악의 개념들이 도처에서 관찰된다.
푸트니는 치치코프의 첫 등장 장면에서 부족함, 채워지지 않음, 결여로서의
악을 발견해낸다(Putney 223-24).
반개 사륜마차에는 용모가 빼어나지 않지만, 추하지도 않고, 너무 뚱뚱하지
도 너무 마르지도 않은 한 신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늙었다고 하기도 그렇
다고 아주 젊다고 하기도 뭣했다. (고골 9)
В бричке сидел господин, не красавиц, но и не дурной наружности, ни слишком толст, ни слишком тонок; нельзя
сказать чтобы стар, однако ж и не так, чтобы слишком молод. (Гоголь 9)

위의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치치코프는 이름도 없이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만
독자들에게 소개되는데, 저자는 그의 외모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형용사를 쓰지
않고, 형용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런 서술방식은 ‘~이 아니
다,’라는 뜻의 부정사 ‘ни’로 말미암아 주인공을 그 명확한 특징이 없는 ‘빈 공
백’으로 만든다. 이런 ‘특징의 결여’로 인해 처음에 그의 도시 방문은 아무런 소
란도, 특별한 일도 동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되지 않는 치치코프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온 도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캐고자 하는 난장판, 악마의
장난에 말려들게 된다(Putney 224). 도시의 관료들은 치치코프의 정체를 알 수
없을 때마다 “악마만 그가 누군지 알 것이다,”라고 되뇌곤 한다.
이러한 ‘결여’로서의 인물 묘사는 마닐로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자
는 마닐로프의 외모에 대해 묘사할 때, 선이 굵은 인물들은 묘사하기 쉽지만,
“세상에는 첫눈에는 서로 엇비슷해 보여도 잘 살피면 평소엔 잘 보이지 않던 많
은 미세한 특징들이 드러나는 신사들이 많다”(고골 32)라고 말한다. 첫눈에 엇
비슷해 보이는 신사라서 그 특징을 잡아낼 수 없고, 그 특징을 잡으려면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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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예리해진 시선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치치
코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자로부터 마닐로프의 외모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
다. 마닐로프의 결여성은 그의 말, 열정, 행동에서 모두 드러난다.
이 신사들을 초상화로 그리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야 그 모든 섬세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특징들을 드러낼 수 있다. (고골 32)
эти господа страшно трудны для портретов. Тут придется
сильно напрягать внимание, пока заставишь перед собою
выступить све тонкие, почти невидимые черты, (Гоголь 33)
이들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이도 저도 아니고, 속담 표현대로 하면 도시에 사
는 보그단도 되고, 시골의 셀리판도 된다. 마닐로프도 그들 부류에 넣어야 할
것이다. (고골 32)
Люди так себе, ни то ни сё, ни в городе Богдан ни в селе Селифан, по словам пословиц. Может быть, к ним следует
примкнуть и Манилова. (Гоголь 33)
그에게서는 어떤 생생한 말도, 심지어 사람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면
거의 누구에게서나 들을 오만불손한 말도 기대할 수 없었다. (고골 33)
От него не дождешься никакого живого или хоть заносчивого
слова, какое можешь услышать почти от всякого, если коснешься задирающего его предмета. (Гоголь 34)
누구에게나 열정의 대상이 있는 법이다.[…] 한마디로 저마다 자기 것을 갖
고 있는 법인데, 마닐로프는 아무것도 없었다. (고골 33)
У всякого есть свой задор.(Сокращ.)...словом, у всякого есть
свое, но у Манилова ничего не было. (Гогол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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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 얼굴생김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열정도 없고 내용
이 있는 말도 하지 못하고, 뚜렷하게 하는 일도 없고, 그의 집에는 뭔가가 항상
부족한 ‘빈 존재’로 그려진다. 그는 농지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고, 하는 일 없
이 부유하며 공상으로 세월을 보낸다. 저자는 그에 대해
처음 대화할 때는 “참으로 유쾌하고 선량한 사람이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할 말이 없어지고, 세 번째에는 “뭔가 뭔지 악마
나 알 거야!”라며 멀리 거리를 두게 된다. 멀어지지 않으면 죽고 싶을 만큼
따분해질 것이다. (고골 33)
В первую минуту разговора с ним не можешь не сказать: какой приятный и добрый человек! В следующий за тем минуту нечего не скажешь, а в третью скажешь: чёрт знает, что
такое! и отоёдешь подальше; если ж не отоёдешь, почувствуешь скуку смертельную. (Гоголь 34)

라고 말한다. 마닐로프의 ‘빈 모습’은 이렇게 악마와 연결된다. 마닐로프에게 있
어서 이 ‘빈 공백’을 채우는 유일한 특징이 ‘달콤함’이다. 이 달콤함은 그의 목
적 없는 ‘거짓말’과도 연결되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논할 것이다.
소바케비치에 대해서도 ‘결여와 빈 공백’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나온다. 소바
케비치에게서 영혼의 결여는 무표정으로 드러난다.
그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라도 나타나면 좋으련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몸뚱어리에는 영혼이란 게 아예 없거나, 있어도 있어야 할 그곳이 아니라, 마
치 불멸의 카세이처럼 산 너머 어딘가에 아주 두꺼운 껍질에 갇혀 있어서,
그 영혼의 밑바닥에서 무슨 일이 있건 표면에는 아무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고골 141)
Казалось, в этом теле совсем не было души, или она у него
была, но вовсе не там, где следует, а как у бесмертного кощея, где-то за горами и закрыта такою толстою скорлупо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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что всё, что ни ворочалось на дне ее, не производило решительно никакого потрясения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Гоголь 143)

소바케비치의 표정 결여는 그의 영혼의 부재 혹은 감금과 연결되고, 나중에
는 죽은 농노거래 장면에서 ‘악마나 잡아가라’는 말과 호응하며 악마성을 얻게
된다(고골 146).
플류시킨도 ‘결여’로 표현된다. 우선 그는 외모에서 몸의 형태와 성별이 ‘결
여’된 존재로 나온다. 그리고 이 결여는 감정의 결여로 연결된다. 플류시킨이 옛
친구를 생각하면서 얼굴에 잠시 감정 비슷한 것을 드러냈을 때, 저자는 그것을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수면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비유한다.
이 목석같은 얼굴에 갑자기 어떤 따뜻한 빛이 스쳐 지나가고,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어떤 창백한 반영이 드러났다. 그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예기치
않게 다시 수면에 모습을 드러내자 강가에 몰려 있던 군중이 기쁨의 함성을
내지르는 것과 같았다. […] 모든 게 잠잠해지고 난 이후에 아무런 응답 없이
잠잠해진 수면은 더 공포스럽고 더 공허해진다. (고골 177).
На этом деревянном лице вдруг скользнул какой-то теплый
луч, выразилось не чувство, в какое-то бледное отражение
чувства, явление, подобное неожиданному появлению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вод утопающего, произведшему радостный крик в
толпе, обступившей берег. […] Глухо всё, и ещё страшнее и
пустыннее становится после того затихнувшая поверхность
безответной стихии. (Гоголь 180)

그 후 저자는 그의 죽음을 예견하며 그의 노년을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차갑고
무감각한 모습으로 그린다.
무덤이 그보다 더 자비로울 것이니, 왜냐하면 무덤에는 ‘여기 한 사람이 묻혀
있도다!’라고 적히는 반면, 비인간적인 노년의 차갑고 무감각한 모습에서는
아무것도 읽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골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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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гила милосерднее ее, на могиле напишется : здесь погребен человек! но ничего не прочитаешь в хладных, бечувственных чертах бесчеловечной старости. (Гоголь 182)

인간적 감정이 결여된 그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탐욕과 인색함이고, 이로 인해
그는 상인들에게서 인간이 아니라, 악마라는 욕을 듣는다.
그는 자신의 가내수공업 제품들을 사려고 온 상인들에게 점점 더 완고해지
고, 상인들은 흥정에 흥정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자는 악마지 인간이 아니라
고 말하고는 그에게서 돌아섰다. (고골 167)
неуступчивее становился он к покупщикам, которые приезжали забирать у него хозяйстве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покупщики торговались, торговались, и наконец брсили его вовсе,
сказавши, что это бес, а не человек. (Гоголь 169)

이렇게 플류시킨에게서 형태와 성별의 결여는 감정과 인간성의 결여로 연결되
고 그의 탐욕과 인색함과 결합되면서 악마성을 띄게 된다.
있어야 할 것들의 ‘결여’를 보이는 다른 인물로는 치치코프의 상관인 늙은
서기도 들 수 있다. 이 늙은 서기는 냉담함과 강경함의 화신으로 소개된다.
그는 단 한번도 어떤 일에든 관심을 보인 적이 없고, 단 한번도 술에 취해서
취중에 맘껏 웃어 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 도적이 술에 취했을 때 빠지는 거친
유쾌함에 빠진 일도 없고, 그의 얼굴에 그런 것 비슷한 어떤 기색도 보인 적이
없었다. 그에겐 정말 아무것도,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없었으니, 모든 게 없다는
것 자체가 가장 끔찍한 뭔가가 있었다. […] 단지 간간이 보이는 곰보 자국들과
그것들을 때려 박아 생긴 듯 오목하게 팬 부분들 때문에, 그의 얼굴은 사람들
표현으로 ‘악마가 밤마다 콩을 탈곡하며 지나간 얼굴’들에 속했다. (고골 320)
хоть бы раз показал он в чем-нибудь участье, хоть бы напился пьян и в пьянстве рассмеялся бы; хоть бы даже предалс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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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икому веселью, какому предается рабойник в пьяную минуту; но даже тени не было в нем ничего такого. Ничего не
было в нем ровно : ни злодейского, ни доброго, и что-то
страшное являлось в сем отсутствии всего. […] Одни только
частые рябины и ухабиты, истыкавшие их, причисляли его к
числу тех лиц, на которых, причисляли его к числу тех лиц,
на которых, по народному выражению, чёрт приходил по ночам молотить горох. (Гоголь 329)

아무 기색도 없는 얼굴, 선도, 악도, 유쾌함도, 관심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
체에서 끔찍한 뭔가를 발견하는 저자는, 그의 얼굴에 난 곰보자국을 ‘악마의 자
국’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그에게 악마성을 부여한다.
죽은 지방검사 또한 영혼의 결여를 보여준다. 서술자는 그가 죽자, 사람들이
“고인이 겸손해서 결코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에게도 정말 영혼이 있었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고골 293)(узнали, что у покойника была, точно,
душа, хотя он по скромности своей никогда ее не показыв
ал)(Гоголь 300)는 말로 서술자는 산자의 영적 죽음이라는 주제를 압축해서
전달한다. 이렇게 결여의 모티브는 자연스럽게 죽은 혼 의 거대한 주제로 확
대된다. 주지하다시피, 고골의 외투 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표와 기의
간의 불일치, 어긋남이다. 살아 있을 때는 죽은 자처럼 조용하던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가, 죽은 후 살았을 때보다 더한 존재감으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데
(홍대화1 66-69), 이러한 기표와 기의의 어긋남은 죽은 혼 에서도 그대로 계승
된다. 죽은 농노들을 산 자로 둔갑시켜서 돈으로 환산하려는 시도는 죽은 자에
게 산 자의 표징을 주는 것이고, 살아 있는 등장인물들의 영적 죽음은 산 자에
게 죽은 자의 표징을 주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이러한 기표와 기의의 어긋남은
마땅히 있어야 할 존재의 ‘결여’로서의 악의 주제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산자에게는 영혼이 결여된 반면, 죽은 자에게는 육신이 결여되어 있고, 남은
것이라고는 이름과 기록뿐이다. 그런데 이 죽은 농노들이 소바케비치의 죽은 농
노 판매 장면과 치치코프의 죽은 농노 정리 장면에서 부활한다(나보코프 79).
소바케비치는 죽은 농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았을 때 했던 일들을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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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함으로써 그들을 마치 산 자처럼 취급한다. 농노들이 살았을 때 가진 기술
이 현재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 치치코프의 상상 속에
서도 죽은 농노의 삶은 다시 복원된다. 그러나 이들 죽은 농노들의 살아생전의
삶도 지주들 못지않게 영혼이 죽은 모습이다. 예를 들어 구두장이 농노는 독일
인 장인에게서 기술을 잘 배워서 처음에는 제대로 된 구두를 만들어서 돈을 벌
지만, 곧바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해서 망하고 만다. 다른 농노들도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뇌물을 받아먹거나,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은 존재들로 그
려진다. 죽은 농노들이 산 자로 그 삶이 부활되어 묘사되지만, 그들이 살았을 때
의 삶도 사실은 영혼이 죽은 자의 모습인 것이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는 각 인물들의 묘사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질(열정, 감정, 선과 형태, 성, 영혼, 인간성 등)의 ‘부재’와 ‘결여’를 통해 ‘악’
과 ‘악마성’이 묘사되고 있다.

III. 거짓말의 악마성
이 작품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질들이 사라진 곳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악은 거짓말이다. 러시아 정교를 비롯한 기독교 문화에서 거짓말은 악으
로 규정되어왔다. 우선 성경에서도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 규정된다(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
이라( 요 8:44). 물론, 성서에서 등장하는 거짓말이나 잠정적인 거짓말들은 광
범위하게 정당화된다(대표적인 예가 신명기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일 것이다. 롯
은 정탐을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쫓는 동족을 거짓말로 따
돌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거스르고, 악을 따르는 “거짓된 의도”에
기반을 둔 거짓말은 무조건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간주된다.
베테티니는 거짓말에 대한 작은 역사 에서 교부들의 거짓말에 대한 견해들
을 정리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성 어거스틴은 426~427년 사이에 거짓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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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라는 글에서 수백 년 동안 서구사회에서 통용되는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제공해주었다. 성 어거스틴에 따르면 거짓말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한 것으
로 모든 종류의 의도적인 거짓말은 죄악이라고 규정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거짓
말을 하는 이유를 여덟 가지로 정리한다. 누군가를 종교적으로 개심하게 하기
위해, 순전히 악을 행하기 위해, 속이는 일을 즐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누군가
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흥미를 돋우기 위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음란한 모욕이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베테티니
36-37). 그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베테티니 42).
설사 생명을 위해서라고 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현명한 처신과 침묵으
로 거짓말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정의한다(베테티니 161).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거짓말을 “진리에 거스르는 죄”라고 정의하고, 거짓말
을 “유용한 거짓말, 재미로 하는 거짓말, 위험한 거짓말”로 분류한다(베테티니
44-45). 토마스 아퀴나스는 탐욕의 일곱 딸로 배신, 사기, 속임수, 거짓맹세, 불
안, 폭력, 마음이 강퍅해짐을 듦으로써 거짓말이 탐욕에서 나온다고 본다(베테
티니 90). 리용의 이레니우스도 십계명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지 않고, “거
짓된 증언”을 거부하라고 한 것에 주목한다. 자기가 보거나 들은 바와 달리 말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되게 말하는 것이 금지된
다는 말이다(베테티니 81-82). 거짓말 안에는 거짓증언, 맹세, 악의적인 판단, 중
상, 모략, 위선, 감언이설, 명예욕, 허풍, 비밀의 누설 같은 것도 포함된다(베테
티니 88).
고골의 작품세계에서 거짓말과 사기는 흔히 나오는 소재이다. 이 소재는 고
골의 후기작으로 오면 올수록 더욱 더 플롯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
편의 드라마 결혼 , 검찰관 , 도박사 가 가장 대표적 예이다(홍대화2). 로
트만은 고골 작품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요소를 ‘모든 것이 거짓이고, 모
든 것이 꿈이고,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 다르다’고 보는 고골 특유의 현실인식
에서 찾는데, 이런 인식이 이 작품에서도 만연해 있다(Lotman 41). 이 작품에서
는 이런 인식이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에게서 보인다. 거짓말은 이들의 탐심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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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인물들의 탐심의 정도는 뒤로 갈수록 강화된다.
마닐로프는 노즈드료프처럼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거짓말을 하는데, 그의 첫
거짓말은 그의 영지가 도시에서 15베르스타 가량 떨어져 있다고 한 것이다. 그
런데 실상 그의 영지는 30베르스타나 떨어져 있어서 치치코프는 그의 영지를
찾느라고 곤혹을 치른다(Adam Weiner, 75) 이후 마닐로프의 거짓말은 긍정적
인 말들로만 가득 찬다. 일종의 에티켓을 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
고만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많다. 치치코프와 마닐로프 사이에 인사치레로 하는
도시 관료들에 대한 대화는 과장된 호의로 가득 찬, 정말 속마음과는 전혀 상관
없는 허위와 위선의 거짓말이다. 상대방과 제3자에 대해 가장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이 마닐로프의 특징인데, 이러한 지나친 달콤함 때문에 그는 오히
려 상대방에게 환멸과 혐오감을 준다. 마닐로프는 치치코프에게 죽은 농노가 왜
필요한지 전혀 묻지도 않고, 큰 탐욕을 부리지도 않고, 세금만 나가는 농노를 거
저 주겠다고 흔쾌히 거래에 응한다. 그는 탐심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
인다. 마닐로프는 나중에 치치코프가 죽은 농노를 구입했다는 사실에 대해 침묵
함으로써 치치코프의 사기에 가담한다. 그는 관료들이 치치코프의 정체에 대해
물을 때 그에 대해 최대의 찬사를 하며 거짓말을 한다. 마닐로프는 치치코프에
대한 자신의 몽상에 빠져 그와 함께 시골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꿈을 꾸는
데, 현실과 동떨어진 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생
각하는 자기기만에 푹 빠져 있다.
코로보츠카도 뒤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에 비하면 거짓말에서 약하다. 죽은
대장장이에 대해 “그 사람 속에서 불이 났다,”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든지
“푸른 불꽃이 그의 몸에서 나와 죄다 타고, 또 타더니 석탄처럼 시커메졌어요,”
라는 말은 과장에 가까운 의도가 없는 거짓말에 해당된다. 코로보츠카에게는 오
히려 치치코프가 죽은 농노를 사기 위해 다른 농산물들도 관청납품을 위해 사
겠다고 거짓말을 한다. 코로보츠카는 ‘죽은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종교적 두려움, 혹시 속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죽은 농노를 선뜻
팔지 못한다. 결국 다른 물건들도 팔아주겠다는 말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속았
을지도 모르고 손해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시내로 나와
사제부인에게 사정을 털어놓음으로써 치치코프를 곤경에 빠트린다. 팔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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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파는데,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은 코로보츠카의 내면에 숨은 탐심을
역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속을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은 코로보츠카만이 아
니라, 뒤로 갈수록 점차 인물들 사이에서 더 강화되어간다.
노즈드료프는 그야말로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쟁이다. 그의 거짓말에는 특별
한 이유도 목적도 따로 없다(고골 99). 그는 사기 도박꾼으로 무엇이든 내기에
걸고, 온갖 말을 떠벌리며 허풍을 떤다(샴페인을 17병이나 마셨다는 둥, 이웃
숲이 자기 것이라는 둥, 수말을 1만 루블에 샀다는 둥, 치치코프를 마치 이전부
터 알았던 것처럼 구는 등).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데, 치치코프
가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거짓말이야!”라는 말을 외치고 본다. 노즈드료프는
치치코프가 사기를 치려 한다는 것을 빌미로 자기 물건까지 판돈으로 걸어 사
기도박을 하려고 하고, 결국 장기 도박으로 치치코프를 속이려 하다가 실패한
다.
노즈드료프는 규모 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버릇이 있는데, 그의 탐심은 그의
도박중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노즈드료프가 작품에서 유일하게 치치코프에게 죽은 농노를 사는 이유를 꼬치
꼬치 캐묻고, 또 치치코프의 사기에 연루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목
적 없는 거짓말에 사로잡혀 말도 안 되는 도시의 소문에 다 맞장구를 치지만,
그 목적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치치코프의 사기행각(죽은 농노 구입)을 만
인에게 폭로하고, 또 시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치치코프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그는 자신이 천하의 거짓말쟁이이
므로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다.
소바케비치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믿을 만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인 듯하다. 소바케비치는 치치코프와 만났을 때 마닐로프와는 달리 도시의
관료들에 대해 혹평으로 일관한다. 그는 치치코프의 인사치레를 위한 질문들에
관청소장은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요, 현지사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강도요, 우
체국장은 사기꾼이라고 욕한다. 모두 속거나, 속인다는 것이다. 소바케비치는
죽은 농노가 치치코프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최대한의 이익
을 얻기 위해 애쓰는데, 이는 치치코프의 사기에 가담하는 대가의 금전적 크기
를 가늠하기 위한 행위이다. 이를 위해 그는 죽은 자들을 살아 있을 때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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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죽은 농노인데도 마치 살아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함
으로써 멀쩡하게 눈을 뜨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는 노즈드료프
못지않은 거짓말쟁이다. 다만 소바케비치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거짓말을 한다
는 점에서 노즈드료프와 다르다. 그는 여자 농노를 치치코프의 죽은 농노들 사
이에 교묘히 끼워 넣기도 한다. 치치코프의 약점을 잡아 최대의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소바케비치는 가장 계산적인 탐심을 갖고 영지를 탄탄하게 일구
는 인물이다. 그 계산에 따라 소바케비치는 나중에 치치코프가 산 것은 살아 있
는 농노라고 딱 잡아뗀다.
플류시킨은 저장강박장애이다. 누군가가 잠시 놓아두고 간 물건이나 쓰레기
를 모두 집으로 가져오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다. 노즈드료프가 목적
없는 거짓말쟁이이듯이, 플류시킨은 목적 없는 수집광이다. 그는 군인은 전부
도박꾼에 사기꾼이고, 관리들은 뇌물만 밝히는 작자들이라고 보고, 함께 사는
농노들도 모두 도둑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거짓말은 주인 없는 물건을 훔치고는
자기 것이라고 딱 잡아떼는 데서 나타난다. 목적 없는 탐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
말을 하는 것이다. 또 그는 코로보츠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을
까 하는 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그는 자녀들마저도 의심해서 의절할 정
도로 탐심과 인색함, 의심증에서 최정점에 서있다. 그는 탐심을 위한 탐심, 인색
함을 위한 인색함으로 인해 농노와 영지를 제대로 관리하기는커녕 집 전체를
구멍으로 바꾸어버리는 가장 비인간적인 존재로 저자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
도시의 관료들 역시 이런 저런 악과 거짓말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관청소장
은 자기 맘대로 집무시간을 늘이고 줄이고, 치치코프의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줘
서 다른 사람에게 세금이 더 돌아가게 만드는 직권남용의 달인이다. 경시총감은
상인들에게서 두 배나 뇌물을 받지만, 받은 만큼 죄를 물지 않게 해줘서 오히려
신임을 얻는다. 이들 또한 치치코프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얻지 않을까 하는 두
려움에 괴로워한다. 이들은 치치코프가 자신들의 죄를 폭로하여 심판에 이르게
할 자인지, 아니면 모두를 속일 위조지폐범 혹은 도둑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없
어서 고통스러워한다.
이렇게 지주들과 도시 관료들 모두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에 사기꾼, 도
둑이라는 가정 하에 속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 속이거나 속지 않으려는,

고골의 죽은 혼 에 나타난 결여와 거짓말의 악마성

205

손해 보지 않으려는 계산으로 살아간다.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적인 인물인 주막
의 여주인(노즈드료프가 술값을 깎을 줄 알고 미리 4배나 값을 높여 부른다) 그
리고 죽은 농노들마저 속임수의 달인으로 나온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속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속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작품 전체를 관통한다. 이
처럼 세상은 거짓에 둘러싸여 있고, 거짓으로 돌아간다는 의식은 등장인물들 모
두가 공유하는 것이고, 그건 작가 고골의 의식이 투영된 결과이다.

IV. 치치코프의 거짓말과 사기
죽은 혼 은 의도적인 사기행각을 플롯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도박
꾼 을 계승한다. 치치코프는 죽은 농노를 산 후 국가를 속여서 국가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려는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이 사기 행각에 사실상 지방 도시 N의 지
주들과 공무원들이 연루된다. 그는 검찰관 의 흘레스타코프와는 정반대이다.
흘레스타코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검찰관으로 오인되어 사기꾼에 뇌물수수
자가 되지만, 치치코프는 자발적으로 명확한 목적을 갖고 사기를 치기 때문이
다. 치치코프는 작중 인물들 중 그 누구보다도 거짓말의 목적이 가장 뚜렷한 인
물이자, 가장 큰 거짓말쟁이이다.
치치코프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할 뿐 아니라, 가
장 정직한 척 사람들을 속여서 신임을 얻어낸 후에는, 그 신임에 기대어 가장
큰 사기를 친다. 그의 욕망의 절제, 자기희생, 강한 부인, 불굴의 의지는 외투
의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를 계승한다. 그의 관청 일처리에서의 탁월함, 민첩함,
영민함, 통찰력, 엄청난 인내심, 정중, 살인적 냉담함, 정직함, 청렴결백함, 사심
없는 근무태도는 “상관조차 이놈은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고골 329)(Даже
начальство изъяснилось, что это был чёрт, а не человек:)
(Гоголь 338)라고 탄식할 정도로 사람을 속이기에 완벽하다. 그는 원하는 것
을 얻기 위해 전인격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역할에 몰입한다. 그가 목표로 하는
삶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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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에게 돈을 위해 돈을 모으는 기질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수전노
근성과 인색함도 없었다. 그것들이 그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의
눈앞에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고 마차와 훌륭히 설비되고 장식된 집과 맛있
는 정찬 등 온갖 풍요를 누리는 삶이 어른거렸을 뿐이고, 그런 것이 끊임
없이 그의 뇌리를 맴돌았던 것이다. 결국 나중에 때가 될 때 이 모든 기쁨
을 맛보기 위해, 바로 그것을 위해 코페이카를 모아야 했고, 그전까지는 자
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인색하게 굴었다. […] 부와 만족의 냄새가
풍기는 건 뭐든지 그에게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
(고골 319)
Но в нем не было привязанности собственно к деньгам для
денег, им не владели скряжничество и скупость. Нет, не они
двигали им, ему мерещилась впереди жизнь во всех довольствах, со всякими достатками, экипажи, дом, отлично устроенный, вкусные обеды, вот что бепрерывно носилось в голове
его. Чтобы наконец, потом, со временем, вкусить обеды, вот
что беспрерывно носилось в голове его. Чтобы наконец, потом,
со временем, вкусить непременно всё это, вот для чего береглась копейка, скупо отказываемая довремени и себе и другому. […] И всё, что ни отзывалось богатством и довольством,
производило на него впечатление, непостижимое им самим.
(Гоголь 327)

치치코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 내기 위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맞춰준다. 그러나 일단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단칼에 상대방을 배신한다. 그의
학교 스승도, 관청의 상관도 그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나를 속였구나!(“Наду
л, сильно надул...”(Гоголь 327), “Надул, надул, чёртов сы
н!”(Гоголь 331)라고 탄식한다. 치치코프는 세무서에서 밀수업자들과 결탁해
서 크게 사기를 치다가 들켜 쫓겨나자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처럼 사기를 쳐도
아무 일이 없는데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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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과부를 강탈하지도, 누구를 집 밖으로 몰아내지도 않았어. 남는 잉여 자금
을 활용했을 뿐이고, 모두 거두는 데서 거둔 것뿐이야. 난 이용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용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왜 다른 이들은 번영하는데, 나는
구더기처럼 지내야 해? 이제 난 뭐야? (고골 333)
я не ограбил вдову, я не пустил никого по миру, пользовался
я от избытков, брал там, где всякий брал бы; не воспользуйся я, другие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бы. За что же другие благоденствуют, и почему должен я пропасть червем? И что я
теперь? (Гоголь 343)

치치코프는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모두가 사기를 치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치치코프가 처음에 계획에 없던 노즈드료프에게서
도 죽은 농노를 사자고 결심한 이유는 그가 “다른 치들보다 더 나쁠 건 뭐야,
다 똑같지”(고골 96)(“Чем же он хуже других? такой же человек”)(Гоголь 97)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행각이
발각되었을 때, 요령이 좋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자신만 빠져나가지 못
하는 것에 억울함을 느낀다. 그가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모두가 공범이라는 인
식 때문이다.
거짓으로 가득 찬 인간의 추함을 묘사함으로써 저자가 궁극적으로 독자들에
게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자는 서정적 일탈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토로한다. 그것은 독자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다. 인간의 영적 성장의 계단에
대한 이야기는 코로보츠카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처음 나온다. 저자는 먼저 코로
보츠카와 마닐로프 부인을 비교한 후 코로보츠카가 영적으로 그렇게 낮은 단계
에 있는 걸까 라고 반문한다.
코로보츠카든, 마닐로프 부인이든, 살림을 잘 하든, 잘 하지 못하든, 그들을
지나치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 놀랍게 지어져서, 즐거운 일이 순식간
에 슬픈 일로 바뀔 테니, 만약 그 앞에 오래 서있기만 하면 그 즉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지 모를 일이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테니, 됐
다, 정말 코로보츠카는 인간에게 주어진 무한한 완성의 사다리에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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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곳에 서 있는가? (고골 81)
Коробочка ли, Манилова ли, хозяйственная ли жизнь или не
хозяйственная—мимо их! Не то на свете дивно устроено: веселое мигом обратится в печальное, если только долго застоишься в голову. Может быть, станешь даже думать: да
полно, точно ли Коробочка стоит так низко на бесконечной
лесниц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Гоголь 83)

이 질문은 러시아 정교에서 말하는 영적 완성의 계단 개념을 상기시킨다. 러
시아 정교에서 영혼의 완성은 계단에 비유된다. 요한 레스비츠니크(Иоанн
Лествичник)가 6세기에 계단 이라는 저작에서 영적 완성에 이르는 30개
의 계단을 논하는데, 이 계단들은 5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가장 낮은 그룹이 세
상의 허망한 일과의 싸움이고, 그 다음 그룹이 진정한 복을 향해 가는 길에서
느끼는 비애이고, 그 이후 차례로 악덕과의 싸움, 금욕적 삶에서 장애의 극복,
영적인 삶, 즉 길의 완성단계(세 가지 선의 결합)가 온다.1) 가장 낮은 그룹에서
가장 아래 단계는 ‘세속적인 삶과의 단절’이다. 저자는 이 계단을 상기시킴으로
써 자신의 인물들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리고 코로보츠카를
상류 사회에 살면서 해외의 정치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줄 사교계 인사를 기다리
지만, 자기 영지는 돌보지 않아 파산 직전인 그녀의 언니와 비교함으로써, 영지
의 살림에 열심히 몰두하는 코로보츠카가 과연 그녀의 언니보다 영적인 단계에
서 아래에 있을까라고 반문한다. 저자는 두 사람 모두 같은 영적 수준이라고 말
하는 듯하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영지 살림을 아주 잘 하는 과부인 코로보츠카
가 의심이 많고 한번 머리에 들어온 생각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 외에
(Соколов 336)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라는 독자들의 의구심에 정교
적 관점을 제시하는 듯하다. 저자는 코로보츠카의 집에서 뱀 소리를 내는 시계
소리를 도입해 그녀가 나오는 첫 장면부터 그녀가 악마의 손아귀에서 자유로울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실 소바케비치도 견실한 영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1) 요한 레스비츠니크의 영적 성장의 30계단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시오.
https://azbyka.ru/otechnik/Ioann_Lestvichnik/lestvitsa-ili-skrizhali-dukhov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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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이들이 영지를 잘 관리한다고 해도 이들은 ‘세속적인 삶과의 단절’이라
는 영적 성장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치치코프가 “어떤 존재인지 한 가지 특징을 들어, 즉
도덕적인 자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결론을 내려달라”(고골 337)(Но потребуют, может быть, заключительного пределения одной чертою: кто же он относительно качеств нравственных?)(Гоголь 347-48)는 독자의 주문을 상정하며 스스로 그 질문에 답변하
고 있다. 저자는 치치코프가 비열한이 아니라, ‘주인’, ‘구매자’라고 규정한다.
‘소유’가 모든 것의 죄라는 것이다(Соколов 327). 소유욕으로 말미암아 ‘깨끗
하지 않다’라고 일컬어지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현상의 원인
을 인간의 ‘욕망’으로 해석한다(Buchanan 234). 저자는, 인간의 욕망은 저열한
것이든 광대한 것이든, 자라나서 인간으로 하여금 고귀하고 성스러운 의무를
망각한 채 그것에 복종하게끔 만들고, 나중엔 인간의 지배자가 되어 버린다고
주장한다(고골 338)(И не раз не только широкая страсть, но ничтожная страстишка к чему-нибудь мелкому разрасталась в рожденном на лучшие подвиги, заставляла его позабывать великие и святые обязанности и в ничтожных
побрякушках видеть великое и святое.)(Гоголь 348). 이 말은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이다. 결국 등장인물들은 세
속과 단절되지 못한 채 저열한 욕망에 사로잡힌, 영적 차원에서 가장 낮은 단계
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 낮은 영적 단계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질들의 결여
와 거짓말, 도박, 사기행각 등의 악마성과 연결되어진다. 물론 도시 관료들 사이
에 떠돌게 되는 치치코프에 대한 소문도 다른 차원의 ‘거짓말’에 해당되고, 이
또한 그들의 영적 저열함을 보여주는 방편이 된다. 그러나 ‘소문’의 모티브는
또 다른 차원으로 분석이 가능하므로 따로 다룰 예정이다.
저자는 이렇게 저열한 단계의 인물묘사로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주인공의 등
장을 끊임없이 암시한다. 저자는 “모든 욕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욕망은 인간
이 선택하지 않은 욕망으로 인간에게는 그것들을 거부할 힘이 주어지지 않았고,
보다 높은 섭리에 이끌리고, 그 안에 지상의 위대한 과업을 완수할 운명이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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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있으며, 인간에게 축복을 이루어 갈 것을 요구한다”(고골 338)(Но есть
страсти, которых избранье не от человека. уже родились
они с ним в минуту рожденья его в свет, и не дано ему
сил отклониться от них.)(Гоголь 349)고 말한다. 이 욕망은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욕망들과는 다른 차원의 위로부터, 더 높은 섭리로부터
주어진 근원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치치코프에게도 “천상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먼지로 변하게 할 바로 그러한 욕망이 있을 것”(고골 339)
(И, может быть, в сем же самом Чичикове страсть, его влекущая, уже не от енго, и в холодном 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и
заключено то, что потом повергнет в прах и на колени
человека пред мудростью небес.)(Гоголь 349)이라고 주장하며,
그 욕망에 따른 치치코프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운 선율로
다가올 것이라고 미래의 책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 책은 완성되지 못하고 만다.

V. 결론
고골의 죽은 혼 은 러시아 전반에 내재한 악을 다루며 러시아가 어디로 가
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뇌를 담고 있다. 그는 서구 기독교와 비잔틴
정교회, 러시아 정교에서 바라보는 ‘선의 결여, 부족함,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의
부존재’로서의 악의 개념을 사용하여 작중 등장인물들을 구축해나간다. 죽은
혼 의 치치코프, 마닐로프, 소바케비치, 플류시킨, 치치코프의 상관, 지방검사
등은 외적 특징, 열정, 영혼, 감정 등의 ‘결여’로 악마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거
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거짓말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러시아 정교뿐 아니라,
기독교에서 거짓말은 악마의 자질로, 악마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해되어 왔다.
고골은 평생 자신과 사람들 안에 있는 악과 싸우며 이 문제를 가장 첨예하게 다
룬 작가이다. 그의 작품 세계는 ‘거짓’으로 만연한 세상에 대한 폭로로 가득하
다. 로트만에 따르면, 그는 세상을 기만 위에 세워진 것으로 보았고, ‘마땅히 존
재해야만 하는’ 진실이 ‘부재한’ 거짓으로서의 세계를 그려냈다(Lotman 40).

고골의 죽은 혼 에 나타난 결여와 거짓말의 악마성

211

죽은 혼 은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덕’과 ‘선’이 부재한 세계를 거짓말과 사
기행각이 만연한 곳으로 그려낸다. 등장인물 모두 속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
포에 휩싸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그리
고 더 나아가 자신의 탐심과 욕망에 따라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 상대방이 눈
을 뻔히 뜨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한다. 저자는 러시아 정교에서 이야기하는 영
적 완성의 계단에서 가장 아래 단계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더 높은 단계로의 영
적 도약을 독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고골은 죽은 혼 제1권을 통해
서는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가 어떠한 모습인지 독자에게 전혀 제시하지 못한
다. 그는 자신의 예술에 대해 ‘현실의 가장 추악한 부분을 도드라지게 표현’하
므로 고상한 이상을 이야기하는 예술가에 비해 자신이 많은 지탄을 받는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그는 당대 낭만주의 소설의 고원한 주인공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새로운 문학, ‘다른 차원의 고결함’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언만 할
뿐 그 고결함의 실체를 독자 앞에 제시하지 못한다. 자신과 세상 안에 있는 악
과 거짓을 붙잡아 묘사하는 데는 탁월했지만, 고결함을 그려낼 수 없어서 괴로
워했던 고골은 단테의 신곡 에 따라 죽은 혼 의 제2권과 제3권에서 러시아
의 연옥과 천국을 그려내고자 꿈꾸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미완의 제2부를
스스로 불태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고 만다.
<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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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홍대화

서구 기독교와 비잔틴 정교회의 교부들은 악을 ‘결여’로 본다. 죽은 혼 의
치치코프, 마닐로프, 소바케비치, 플류시킨, 치치코프의 상관 등은 외적 특징,
열정, 영혼, 감정 등의 ‘결여’로 악마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거의 모든 등장인물
들이 거짓말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러시아 정교뿐 아니라, 기독교에서 거짓말
은 악마의 자질로, 악마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해되어 왔다. 죽은 혼 은 마땅
히 존재해야 하는 ‘덕’과 ‘선’이 부재한 세계를 거짓말과 사기행각이 만연한 세
상으로 그려낸다. 등장인물 모두 속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
고,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자
신의 탐심과 욕망을 따라 뻔히 눈을 뜨고서도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 거짓말
을 한다. 저자는 러시아 정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완성의 계단에서 가장 아래
단계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더 높은 단계로의 영적 도약을 독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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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글
13세기 전 세계를 휩쓴 몽골의 침략에서 페르시아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몽골족은 저항군에게 잔혹하기로 특히 유명했다. 끝까지 저항하는 페르시아인
들은 즉각 살해하여 그 머리로 작은 언덕을 만들었다.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영토에 불을 지르고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Behaghy 621). 이 같은 몽골군의 만
행과 침략은 페르시아 문화와 사상에 대변화를 촉발시켰다. 이란의 많은 문학과
예술작품에도 뚜렷이 그 흔적을 남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페즈(Hafez)1)의
시이다.
서구 문화권에서 하페즈는 14세기 페르시아의 대표적 서정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는 통렬한 저항시인이었고, 사회와 종교를 비판하는
시를 많이 썼다. 이를 위해 종교적 상징을 이용한 역설적 시어도 스스로 창조해
내었다. 이 때문에 무신론자 또는 배교자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하페
즈는 배교자도, 무신론자도 아닌, 누구보다 용기있게 자기 목소리를 표출한 신
념의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였다.
은유, 비유, 역설법 등 다양한 문학기법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는 ‘신
비의 혀’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러한 재능은 그를 다른 시인들과 뚜렷이 구별짓
게 하는 위대한 시인으로 만들었다(홍인자 259). 하지만 무엇보다 동시대의 다
른 시인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수피에 대한 그의 관점이었다. 이전의 시
인들과 다르게 수피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루었다.
수피에 대한 인식과 입장 전환은 몽골 침략 이후의 사회상을 대변한다. 하페
즈가 활동하기 전, 즉 몽골침략 전 페르시아 문학에서는 수피와 수피의 상징들
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페르시아를 지배하게 된 이민족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이슬람 왕조’임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엄격
한 이슬람 사회를 지향하면서, 수피와 같은 성직자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문학

1) 하페즈는 시인의 필명이며, 본명은 샴스 알 딘 모하메드(Shams Al—din Mohamed)이다. 중
세 페르시아 시인들은 모두 필명으로 활동하였다. 이 때문에 페르시아 문학과 관련된 저서
와 논문에서도 시인들의 본명이 아닌 필명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필명을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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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어긋난 방향에서 막대한 부작용을 불러
왔다. 사회와 종교의 부패를 초래한 것이다. 몽골왕조의 후원을 받게 된 수피 등
의 성직자들이 사회 기득권으로서 세력을 형성하였고, 그 권력 유지 수단으로
종교와 종파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변질은 곧 하페즈를 선두로 한 시인
들의 사회 비판을 불러 일으킨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식민 통치 하의 지식인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없었다. 직접적인 비
판이나 언급이 불가능했다. 이 통제를 뚫고 자신들의 신념을 설파할 방법으로
시인들은 다양한 문학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메타포와 역설, 풍자 등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페르시아 문학의 경지를 한층 높이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
었다. 13세기 몽골 침략 이후 유행한 시풍인 ‘에럭’(Eraqh)파 시인들이 페르시아
문학사상 가장 완성된 수사법을 사용함으로써, 페르시아 문학의 부흥기를 이끌
었다. 다만, 이러한 시풍의 시들은 감시자뿐만 아니라 종종 독자들도 이해하기
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은희, 신규섭, 신양섭 등의 학자들이 하페즈 시에 나타난 상징
과 은유를 연구했다. 하지만 하페즈 시 자체에 주목했을 뿐 시인의 시에 나타난
시대상과 사회 비판 요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시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
는지에 대해서는 통찰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살펴, 상세히
조명하고 밝히려 한다.
하페즈와 같은 페르시아의 유명 시인들은 시인인 동시에 종교철학을 가르치
는 학자들이었다. 고대로부터 페르시아에서는 어려운 종교철학을 문학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보편적 관습이었다. 페르시아 문학이 종교와 문학의 경계를 자유
로이 넘나들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페르시아 문학과 문학사의 연구
는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종교와 종교철학까지 함께 닿게 된다. 단순한 문학적
아름다움과 미학을 넘어, 그 문학을 구성한 다면적 배경 즉 그 시대상과 사회상,
종교 및 종교철학까지 깊이 파 내려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다시금 순
환하여, 작품에 담긴 시인의 의도와 의미, 시의 뜻을 보다 근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13세기 페르시아의 몽골 침략 배경과 영향을 알아본다.
이어서 당시 저항시인으로 대표되는 하페즈의 작품을 통해 외세의 침입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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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종교 및 문학의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으로는 하페즈의 시들 중 수피
와 관련된 부분과 표현을 선별 발췌하여 사용한다.

II. 하페즈 시에 나타난 수피에 대한 인식 변화
수피에게 변화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몽골족의 출현에 기인한다. 13세기
카라즘(Kharazm) 왕조(AD 1098-1249)가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을 때 몽골이
침략하였다. 통치자 술탄 무하마드 카라즘샤(Muhamad Kharazm Sha)는 유능한
군주로 손꼽히던 인물이다. 비교적 짧은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정복
전쟁을 통해 페르시아의 영토를 현재의 중앙아시아까지 확장하였다. 몽골군은
1219년부터 1237년까지 총 세 번에 걸쳐 이 강력한 군주 술탄 무하마드와 충돌
한다. 1237년 이후 몽골군의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되었고, 1249년 마침내 카라
즘 왕조가 멸망한다(Behaghy 625). 페르시아가 몽골 왕조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이란의 저명한 문학박사 압돌 호세인 자린쿱(Adul hosein Zarinkhub)은 몽골
왕조인 일칸(Ilkhan)왕조(AD 1256-1336)가 집권한 13세기와 14세기를 ‘침묵의
2세기’라 칭한다(Zarinkhub 13). 그만큼 몽골군의 유입은 이란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되었다. 빠른 속도로 이란의 영토를 장악한 몽골군은 모스크, 학교, 도서
관을 파괴하고 지식인들을 처형했다. 이같은 몽골군의 파괴적 행보는 곧 페르시
아 문화와 문학의 퇴보를 야기했다.
페르시아 문학은 전통적으로 왕실과 귀족층의 후원을 받으며 유지, 발전해 왔
다. 하지만 몽골의 등장 후 페르시아 왕조와 귀족층이 몰락했고, 그 결과 수백
년 이어졌던 페르시아 문학의 주제와 양식 등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Safa 302).
몽골의 등장 이전만 해도 페르시아 문학의 작품 주제는 주로 작가 자신의 후
원자를 찬양하는 찬양시이거나 후원자들이 선호하는 서정시가 주류를 이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작가들은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몽골의 지배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 권력에 기대어
부패하기 시작한 종교와 사회를 비판하는 시들이 등장했다. 페르시아 시들을 몽
골의 침략 이전과 이후로 나눌 때, 시 속에서 가장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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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로 수피에 대한 것이다.
수피들이 처음 출현한 것은 8세기 경이다. 당시 페르시아의 수피는 고유의 신
비주의 종교철학 에르펀(Erfan)2)을 이슬람의 유일신 사상에 접목시켜 수행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수피즘을 뜻하는 타싸보프(Tasavof)와 에르펀은 유사
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1세기 신비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싸너이
(Sanai)는 수행 과정인 마너쎄크(Manasek)에 지나치게 심취해 에르펀의 본질을
망각한 수피를 비난하기 위해, 다른 용어를 취했다. 즉, 에르펀 사상을 신봉하지
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어레프와 렌디(Rendi)라는 단어를 신비
주의 종교시의 주요 시어로 사용하면서 점차적으로 수피즘과 에르펀을 분리한
것이다(홍인자 237). 이러한 기조는 몽골 침략 이후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몽골계 왕조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피들과 결탁하여 정권
을 옹호했다. 14세기 이란 남부의 도시 쉬러즈(Shiraz)를 지배한 모자파르
(Muzafar)왕조, 즉 모자파르왕과 그의 아들 쇼저(Shoja)왕 역시 자신들의 정권
유지용 선전물로 수피들을 이용했다. 수피들을 고위직에 등용했으며, 그들을 위
한 대규모의 수도원을 지어 주는 등 권력의 중심에 세웠다. 점차 수피는 고위직
이나 고위 성직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변질되었고, 세속적인 것에서 멀
어져 철저한 금욕과 고행을 통해 신과의 합일만을 추구하던 수피의 사상은 퇴
색되었다(Asdale 314).
이렇듯 하페즈가 활동했던 14세기에 수피들은 위선과 탐욕의 상징이 되었다.
하페즈 역시 이러한 수피들을 비난하며 렌디와 어레프를 사용했다. 렌디는 수피
가 출현한 초기 이슬람시대에 등장해, 수피들과 마찬가지로 신비주의 사상인 에
르펀에 심취했다. 그러나 수피들과는 달리 관습을 타파하고 터부의 경계를 넘나
들었기 때문에 11세기 이전까지도 무뢰배 취급을 받던 존재였다(Halavi 78). 그
2) 한국에는 페르시아 신비주의 종교철학인 에르펀(Erfan)과 이슬람 수피즘이 한국어로 번역
되면서 에르펀과 수피즘 모두 동일하게 ‘신비주의 종교철학’으로 소개되었지만 둘은 신에
게 다가가는 의식에서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다. 에르펀을 추종하는 구도자들인 어레프
(Aref)는 인간이 자기 인식에 도달하여 신을 자신 속에 증명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
신을 잊고 존재의 깊은 내면에서 신을 찾는다. 어떠한 종교의 규율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
에 신성을 모독하고 일신론에 대항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수피즘을 추
종하는 수피(Sufi)들은 철저한 금욕과 고행을 통한 신과의 합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신
규섭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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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 몽고의 침략 후 수피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대조적으로 이
들이 부각되었다. 수피와 몽골왕조의 폭정에 대항하고 세상사에 초연한, 단지
신만을 따르는 신비주의자들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페즈는 자신의 시에서 수
피에 맞서 진정한 에르펀을 실천하는 자들이라고 렌디를 정의했다(Zarinkhub
4). 또한 수피의 상징인 수도복, 수도원, 기도용 카펫 등을 이용해 렌디를 비난
하는 위선적 종교인과 금욕자인 척 가장하는 수피들을 조롱하며 독설을 날렸다.
부패한 수피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11세기 싸너이로부터 시작돼 13세기
와 14세기 몽골 지배 하에 있던 하페즈에 의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뒤
이어 15세기 페르시아 신비주의 종교시인 자미(Jami)의 손을 통해 완성되었다.
‘페르시아의 시성(詩聖)’ 하페즈는 1317년 이란의 남부 도시 쉬라즈에서 태
어났다. 그는 괴테가 사랑한 시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괴테가 하페즈의 시
에서 영감을 얻어 집필했다는 서정시 서동시집 이 유럽과 아시아권에 알려지
면서부터이다. 흔히 하페즈를 서정시인으로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이 시집 때문
이다. 하지만 실제의 하페즈는 주로 페르시아 신비주의 종교철학인 에르펀과 사
회 비판을 주제로 한 시를 썼다. 하페즈가 활동하던 시기 페르시아는 몽골족의
침략으로 인해 직설적으로 사회를 비판하거나 종교철학을 전할 수 없었다. 이러
한 제약을 피하고자, 하페즈는 다양한 상징과 은유를 이용해 부패한 수피를 꼬
집고 어지러운 사회를 지적했다.
하페즈의 시가 사랑받은 것은 문학적 면모만이 아니라 남다른 지식과 철학적
깊이를 담고 있어서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학, 철학, 아랍어를 배웠다. 문맹률
이 높던 당시 사회에서 그는 상당 수준의 교육을 받아 작문에 능통했다.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아 자신의 고향인 쉬라즈의 한 종교학교에서 종교철학을 강의하
기도 했다(Shahbaz 73). 필명인 ‘하페즈’란 이름도 뛰어난 학식으로 부여받은
칭호이다. 그는 평생 이 칭호에 자부심을 가졌고, 자신의 시에서도 수차례 강조
한 바 있다. ‘하페즈’는 ‘꾸란을 암송한 자’에게 주어지는 호칭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꾸란을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절을 해설할 수 있는 최고의 신학자
에게 주어졌던 존칭이기도 하다(홍인자 260). 즉 하페즈는 뛰어난 이슬람 학자
로서 이슬람 교리 및 사상에 능통한 지성이었다. 시를 통해 부패한 사회와 종교
를 통렬히 풍자한 것도 이 같은 지식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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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피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은 영적 수행을 통해 신의 사랑을 찾으려는 믿음과
관행의 한 측면이다. 수피들은 신과의 합일을 최종 완성점으로 삼는다. 이에 이
르는 길은 철저한 금욕과 수행 생활, 즉 자기 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
었다. 수피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그중 8세기 이슬람 제국의 사
치와 향락에 회의를 느낀 일부 무슬림들이 거친 양모 옷을 걸치고 금욕과 고행
을 실천한 데서 유래했다는 학설이 가장 타당성 있어 보인다. 학계의 중론도
그와 같다. 8세기에 시작된 수피즘은 12세기 경 수피 종단으로 발전했다. 김정
위는 수피즘의 발전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눴다. 첫째, 초기 금욕주의 단계, 둘째,
신과의 사랑을 찬미하는 고전적 단계, 셋째, 수피들의 형제적 우호 관계를 다짐
하는 종단의 단계이다(김정위 203). 수피즘이 문학과 접목된 단계는 2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피 시인들은 신에 대한 사랑을 매력적인 서정시의 형태로
노래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언어로3) 무형의 것을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작품
들은 독자들에게 정신적 즐거움과 미적 희열을 주었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삶의 진실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을 수피즘의 세계로 이끌었다. 3
단계인 종단, 즉 세력을 형성하기 전까지의 페르시아 문학작품들은 수피를 속
세의 유혹을 떨치고 청빈한 삶을 택한 구도자로 묘사하고 있다. 페르시아의 대
표적인 수피 시인인 몰러너(Molana)는 자신의 작품에서 수피를 다음과 같이 표
현했다:
신과 직접 소통하는, 신의 말씀을 전하는 수피가 왔네
경전에 갇혀있는 사이비 교도들이 왔네
ﺍﺳﺘﺎﺩ ﺧﺪﺍ ﺁﻣﺪ ﺑﯽ ﻭﺍﺳﻄﻪ ﺻﻮﻓﯽ ﺭﺍ
ﺍﺳﺘﺎﺩ ﮐﺘﺎﺏ ﺁﻣﺪ ﺻﺎﺑﯽ ﻭ ﮐﺘﺎﺑﯽ ﺭﺍ
(“Ghazal 78.” Molana 95)

3) 수피들은 무형인 신의 권능과 아름다움 그리고 창조의 위대함을 설파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치를 이용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멀나머’(Jamalnama)이다. 무형의 것을 꽃, 연인의
몸, 아름다운 색상을 통해 표현한 페르시아 문학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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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수피는 신과 직접 소통하며, 신의 말씀을 전하는 구도자로 묘사된
것을 알 수 있다. ‘틀에 박힌 사이비’로 표현한 존재는 이들과 대척점에 선 순니
파 원리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인은 수피를 옹호한다. 하지만
이 시기를 넘어선 단계, 즉 3단계로 접어들면서 수피들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종
단을 형성하며 부패하기 시작했다. 페르시아에서 수피에 대한 인식변화가 시작
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수피즘은 이슬람을 섬기는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 지역적 특성과 수용 방식
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했다. 페르시아에서 유행하던 수피즘은 이슬람 사상에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인 미트라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유행한 불교의 교리까지 합쳐진 초기 수피즘의 형태였다(Kurai, 236). 이를테면,
수피가 교단에 처음 입문할 때 봉헌식을 치르는데, 그중 아흘레 학(Ahle-haqh)
이라 불리는 수피들의 세례 음식과 목욕 의식(Ghosl-e-Tasarof)은 미트라교의 산
물이다(신규섭 8). 또한 신인합일을 위한 무아의 단계를 의미하는 파너(Fana)는
불교의 열반(Nirvana)에서 왔으며(Khajehgir 119), 수피즘이 빛의 철학으로 발전
한 사상적 모태는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으로 파악된다(유흥태
59). 이 때문에 11세기 이전 페르시아에서는 신비주의 종교철학과 수피즘을 따
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엄격한 공동체 생활과 철저한 금
욕을 통해 신인합일과 인류애를 실천했던 집단이 몽골침략 이후 부패하면서 페
르시아 문학 속 수피는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
하페즈의 시에는 두 종류의 성직자가 등장한다. 하나는 순정한 대사제와 렌디
들이고 다른 하나는 위선적인 성직자들인 수피이다. 하페즈가 역설, 풍자, 은유를
사용하여 이러한 수피 위선자들을 꾸짖은 모습을 어렵잖게 발견할 수 있다.
술잔이 거울과 같이 투명하니,
오! 수피여 와서 붉고 맑은 포도주를 보라.
고위 성직자는 알지 못하니,
장막 안의 비밀은 렌디들에게 물어라.
ﺻﻮﻓﻲ ﺑﻴﺎ ﻛﻪ ﺁﻳﻨﻪ ﺻﺎﻓﻴﺴﺖ ﺟﺎﻡ ﺭﺍ
ﺗﺎ ﺑﻨﮕﺮﻱ ﺻﻔﺎﻱ ﻣﻲ ﻟﻌﻞ ﻓﺎﻡ ﺭ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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ﺭﺍﺯ ﺩﺭﻭﻥ ﭘﺮﺩﻩ ﺯﺭﻧﺪﺍﻥ ﻣﺴﺖ ﭘﺮﺱ
ﻛﺎﻳﻦ ﺣﺎﻝ ﻧﻴﺴﺖ ﺯﺍﻫﺪ ﻋﺎﻟﻲ ﻣﻘﺎﻡ ﺭﺍ
(“Ghazal 8.” Khatibrahbar 11)

전체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수피들이여, 이슬람에서 금하는 포도주를 담는
술잔이 거울과 같이 투명하니, 위선적인 종교 관습에서 벗어나 지혜의 포도주를
보라. 진정한 구도의 길을 가려는 신도들이여, 수피와 같은 고위 성직자는 신에
게 다가가는 길을 모르니, 렌디들을 따르라.
‘거울’은 대표적인 수피의 상징이다. 오직 신만을 비추는 흠 없이 깨끗한 수피
의 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몰러너, 아터르(Atar) 등 몽골침략 이전의 수피 시
인들의 작품에서는 수피의 순정함을 의미했다. 하지만 하페즈의 거울은 다르게
쓰이고 있다. 이를 이슬람이 금기시하는 술잔에 비유하며 수피의 마음보다는 차
라리 포도주를 담는 술잔이 더 투명하다고 수피들을 조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페르시아 신비주의 종교문학에서 포도주는 인간 내면의 영지를 상징한다. 포
도주를 마시며 술에 취하는 행위는 내면의 영지를 통하여 신과 합일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한다. ‘장막 안의 비밀’은 구도자를 위해 신이 안배한 힌트들을 의
미한다. 즉, 위의 시에서 하페즈는 위선적인 수피들에게 부와 명예를 쫓지 말고
오직 내면의 영지에 집중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선적인
수피 성직자들은 신의 뜻을 알지 못하니, 신의 구원을 받으려면 (수피가 아닌)
순정한 렌디에게서 답을 구하라고 독자를 설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심쩍은(Shobhe) 양식을 먹는 우리 도시의 수피를 보아라!
잘 먹는 가축의 허리에 두른 가죽 끈이 길기도 하지.
ﺻﻮﻓﯽ ﺷﻬﺮ ﺑﯿﻦ ﮐﻪ ﭼﻮﻥ ﺍﻗﻤﻪ ﺷﺒﻬﻪ ﻣﯽ ﺧﻮﺭﺩ
ﭘﺎﺭﺩﻣﺶ ﺩﺭﺍﺯ ﺑﺎﺩ ﺁﻥ ﺣﯿﻮﺍﻥ ﺧﻮﺵ ﻋﻠﻒ
(“Ghazal 290.” Khatibrahbar 231)

이슬람에서는 금지된 것, 허용된 것 그리고 의심스러운 것을 각각 하람
(Halam), 할랄(Halal), 그리고 솝헤(Shobhe)로 나눈다. 솝헤는 부정적인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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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다. 확실히 금지된 것으로 정의하기에는 모호한 것들을 의미한다. 위 시에
나타난 ‘미심쩍은 양식’은 청빈한 수피들이라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재물을
뜻한다. 위 싯구들의 의미는 이러하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양식들을 먹은 수피
들은 흡사 잘 먹어 살찐 가축과 같다.’ 중세 페르시아에서의 가축, 특히 말의 허
리에 둘러 안장을 고정하던 가죽 끈을 수피의 수도복 위에 두른 허리띠에 비유
했다. 그리고 부패한 수피를 살찐 가축에 비유함으로써 그들을 조롱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욕을 미덕으로 삼던 수피들은 몽골의 침략 후 새로운 정권
과 결탁하여 세력를 키웠다. 점차 재물과 명예도 탐하였다. 이 시는 그 같은 수
피들을 꼬집은 종교시인 동시에, 성직자들마저 타락하게 만든 사회를 비판한 작
품으로 해석된다.
페르시아 문학박사 마흐무드 메흐르어바런(Mahmud Mehravaran) 교수는 하
페즈 시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속에 숨겨진 여러 결의 다른 목소리들 때문이라
고 설명한 바 있다(Mehravaran 187). 실제로 하페즈의 시는 외양상 종교시지만,
찬찬히 분석하다 보면 무너진 윤리, 부패한 사회 그리고 길을 잃은 종교와 대면
하게 된다. 하페즈는 난세에 종교적 신념을 저버린 수피들에게 때로는 부드럽게
바른길을 권유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비난하며 꾸짖었다. 시의 역할을 사회적
감시, 고발 기능으로 확장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의 악인(Dajal)이고 배교자(Molhed)인 수피는 어디에 있나
독실한 마흐디(Mahdi)의 신도들이 왔으니, 불타 버리라고 전해라
ﻛﺠﺎﺳﺖ ﺻﻮﻓﻲ ﺩﺟﺎﻝ ﻛﻴﺶ ﻣﻠﺤﺪ ﺷﻜﻞ
ﺑﮕﻮ ﺑﺴﻮﺯ ﻛﻪ ﻣﻬﺪﻱ ﺩﻳﻦ ﭘﻨﺎﻩ ﺭﺳﻴﺪ
(“Ghazal 237.” Khatibrahbar 11)

이란인의 90% 이상이 믿는 이슬람의 종파는 시아(Shi’a)파이다. 시아 이슬람
과 수니(Sunni) 이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메시아(Messiah)에 대한 믿음에 있다.
시아파는 마지막 이맘(Imam)인 12번째 이맘 마흐디가 말세에 재림하여 신도들
을 구원한다고 믿는다.4) 악인 ‘다잘’은 이맘 마흐디의 재림 전 나타나 악인들을
이끌며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인물이다. 마흐디는 다잘이 만든 지옥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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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고 신도들을 구원한다. 이 시에서 하페즈는 수피를 이슬람의 배교자이자
악인인 다잘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어레프들을 마흐디의 신도들에 비유하며,
수피들에게 스스로 악행을 깨닫고 산화하라고 이야기한다.
2.2 수도원

수피 교단에 처음 입문하는 수피들은 수도원인 쏘우메(Suome) 또는 컨꺼
(Khangha)에 모여 수도 생활을 한다. 초심자는 영적 스승인 모르쉐드(Morshed)
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인 모리드(Morid)가 된다. 모리드와 모르쉐드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를 넘어 영적 사랑을 나누는 연인 관계로 묘사되기도 한다. 대표적
인 예가 모르쉐드인 샴스 알딘 타브리즈(Shams al din tabriz)와 모리드 몰러너
의 관계이다. 몰러너 외에도 아터르, 네저미(Nezami)와 같은 수피 시인들도 작
품에서 자신들의 모르쉐드와 관련된 내용을 자주 언급하였다. 수피들에게 수도
원과 모르쉐드는 자신들의 뿌리였고, 이러한 수도원들은 몽골의 침략 후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변질되었다(Kanimy 53).
나의 마음은 위선적인 수피의 수도복과 수도원에서 돌아섰다
대사제(Deir-e-Moghan)와 맑은 포도주는 어디에 있나.
ﺩﻟﻢ ﺯﺻﻮﻣﻌﻪ ﺑﮕﺮﻓﺖ ﻭ ﺧﺮﻗﻪ ﺳﺎﻟﻮﺱ
ﻛﺠﺎ؟

ﻛﺠﺎﺳﺖ ﺩﻳﺮ ﻣﻐﺎﻥ ﻭ ﺷﺮﺍﺏ ﻧﺎﺏ

(“Ghazal 2.” Khatibrahbar 3)

하페즈는 위선적인 수피들의 상징인 ‘수도복과 수도원’에서 자신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표현을 통해, 부패한 수피 종단에 대한 환멸을 드러냈다. 대사제
‘데이레 모건’은 하페즈가 창작한 단어이다. ‘데이르’는 이슬람의 고위 성직자를
의미하며, ‘모건’은 조로아스터의 사제 ‘모그’(Mogh)의 복수형이다. 서로 배척
4) 이맘은 공동체의 지도자를 의미한다. 현대 시아파의 다수 종파는 12 이맘파, 통칭 마흐디파
이다. 이들은 4번째 이맘인 알리와 그의 후손을 추종하는 이슬람 시아파의 한 종파로서, 마
지막 이맘인 12번째 이맘 마흐디가 잠시 몸을 피하고 있다고 믿는다. 난세에 자신들을 구
원할 메시아로 재림한다고 믿으며, 그 믿음의 근거로 꾸란 의 Fitan장 2225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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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두 종파의 성직자를 합성하여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존재인 대제를 만들
어 낸 것이다. 하페즈의 시에서 자주 발견되는 역설적 표현 중 하나이다. 포도주
는 하페즈가 가장 즐겨 사용한 메타포로, 그의 시에 항상 등장한다. 위선적인 수
피에게 염증을 느낀 하페즈가 내면의 영지와 영적 스승을 통해 신에게 다가가
기를 소원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어떤 수도원의 문도 열리지 않았으니, 나를 위하여 술집의 문을 열어 주오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이 진실이고, 그 진실은 우리만이 알려 준다.
ﺩﺭ ﻣﻴﺨﺎﻧﻪ ﺑﮕﺸﺎ ﻛﻪ ﻫﻴﭻ ﺍﺯ ﺧﺎﻧﻘﻪ ﻧﮕﺸﻮﺩ
ﮔﺮﺕ ﺑﺎﻭﺭ ﻛﻨﺪ ﻭﺭﻧﻲ ﺳﺨﻦ ﺍﻳﻦ ﺑﻮﺩ ﻭ ﻣﺎ ﮔﻔﺘﻴﻢ
(“Ghazal 363.” Khatibrahbar 467)

술집은 신이 인간에게 준 영지에 취하여 신과의 합일을 이루는 공간이다. 이
러한 하페즈의 술집에 위선적인 수피들은 초대받지 못한다. 역으로, 부패한 수도
원에는 진정한 구도를 원하는 하페즈를 위한 자리 역시 없다. 신의 말씀이 수도
원에 없음이 자명하지만, 맹목적인 신앙에 눈이 먼 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하페즈 시를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기조
가 한때 유행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저명한 페르시아 문학박사들은 하페
즈 시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시에 나타난 ‘술집’, ‘포도
주’, ‘만취’ 등 이슬람 교리에 위배되는 표현들 역시 무조건 종교철학과 연결된
것으로만 봐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위 시에 등장하는 ‘술집’의 경우, 철
학적 의미가 아닌 일반적인 술집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든,
종교와 종파를 넘나드는 하페즈의 자유로운 정신을 표현하는 단어임은 분명하
다. 오랜 세월 유대인과 무슬림이 공존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운영하던 술
집은 불법이 아니었다. 하페즈가 살았던 중세 페르시아에서는 무슬림들이 몰래
술을 마시는 행위가 만연했다. 하페즈는 그러한 성직자들의 위선을 자신의 시를
통해 비판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기반해 이 술집을 일반적인 의
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평판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기
호를 당당히 밝히는 하페즈의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시구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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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페즈는 수도원을 떠나 술집으로 가네
어쩌면 위선에 취한 정신이 맑아지려나!
ﺯ ﺧﺎﻧﻘﺎﻩ ﺳﻪ ﻣﻴﺨﺎﻧﻪ ﻣﻲ ﺭﻭﺩ ﺣﺎﻓﻆ
ﻣﮕﺮ ﺯﻣﺴﺘﻲ ﺯﻫﺪ ﺭﻳﺎ ﺑﻪ ﻫﻮﺵ ﺁﻣﺪ
(“Ghazal 171.” Khatibrahbar 231)

하페즈가 즐겨 사용하는 패러독스(Paradox)가 잘 나타난 시구이다. 술집은 정
신이 맑아지는 곳이 아닌, 술에 취하여 이지를 잃는 곳이다. 하지만 하페즈는 술
집을 위선에 취한 정신이 포도주를 통하여 맑아지는 각성의 장소로 표현하였다.
가장 신성한 장소인 수도원에서 위선에 취하고, 불경한 장소인 술집에서 영혼을
깨우는 것이다. 절묘한 패러독스가 발휘돼 있다. 앞서 살펴본 시에서 여러 번 반
복된 ‘술집’, ‘만취’ 메타포(Metaphor)가 이 시에서도 쓰였다.
2.3 수도복

수피즘의 어원은 수피들이 착용했던 양모로 만든 옷 ‘수프’(Suf)이다. 원래
자신들과 다른 수도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정하고 입었던 고유의 복장이 결국
이들 전체를 의미하는 호칭이 된 것이다. 회색, 또는 짙은 남색인 수피들의
수도복 ‘커르께’(Kerghe) 또는 ‘달끄’(Dalgh)는 수피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이를 사용해 하페즈는 ‘수피의 수도복을 불태워라, 찢어버려라’와
같은 과격한 표현으로, 지나치게 형식과 허례에 집착하는 수피들에게 독설을
던졌다.
남색의 수피 수도복(Dalgh)을 벗어 버릴 수 있도록,
포도주 잔을 내 손바닥 위에 놓아 주오.
 ﺗﺎ ﺯﺑﺮ،ﺳﺎﻏﺮ ﻣﻲ ﺑﺮ ﻛﻔﻢ ﻧﻪ
ﺑﺮﻛﺸﻢ ﺍﻳﻦ ﺩﻟﻖ ﺍﺯﺭﻕ ﻓﺎﻡ
(“Ghazal 8.” Khatibrahbar 12)

홍 인 자

228

지혜의 포도주를 가져다 주오.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허례와 허식을 벗
어 버리겠소. 하페즈와 같은 어레프들은 만취 상태를 이성마저 놓고 신의 사랑
에 취하는 단계라 표현했다. 신과의 합일을 위한 구도의 길에서 수피들이 지향
하는 금욕적인 고행과 규칙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속세의 허식을 벗어 버리는 날, 진정한 수도자가 될 것이다. 술과 사랑을
다루고 있는 하페즈의 시는 그 모든 의미가 신비주의 종교철학과 연결돼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인의 시적 특성은 새로운 문체의 출현으로 높이 평가
할 만하다.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절묘하게 혼합시킨 독특한 시 형식을 취
하고 있다(신규섭 7). 이전 시기의 작가들과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던 독보적인
시 세계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수도복에서는 하나의 색의 내음이 나지 않으니, 일어나라!
너의 더러워진 수피 수도복을 포도주로 씻어라.
ﺑﻮﻱ ﻳﻜﺮﻧﮕﻲ ﺍﺯﻳﻦ ﺩﻟﻖ ﻧﻤﻲ ﺁﻳﺪ ﺧﻴﺮ
ﺩﻟﻖ ﺁﻟﻮﺩﻩ ﺻﻮﻓﻲ ﺑﻪ ﻣﻲ ﺗﺎﺏ ﺑﺸﻮﻱ
(“Ghazal 476.” Khatibrahbar 628)

‘하나의 색’은 페르시아어의 은유적 표현으로, 진실함을 뜻한다. 또한 수피들
이 청빈함의 상징으로 사용했던 짙은 회색과 남색, 즉 ‘하나의 색’을 의미하기
도 한다. 이러한 수피들의 ‘하나의 색’은 위선과 부패에 물들어 더러워졌다. 하
페즈는 더러워진 수피 수도복을 포도주로 씻어 내어 다시 하나의 색으로 돌아
가라고 권유하고 있다.
하페즈여! 살아남으려면, 수도복을 던져 버려라.
이 불꽃은 예언자의 기적을 행하는 척 하는 수피들의 수도복에서 붙었다.
ﺣﺎﻓﻆ ﺍﯾﻦ ﺧﺮﻗﻪ ﺑﯿﻨﺪﺍﺯ ﻣﮕﺮ ﺟﺎﻥ ﺑﺒﺮﯼ
ﮐﺎﺗﺶ ﺍﺯ ﺧﺮﻗﻪ ﺳﺎﻟﻮﺱ ﻭ ﮐﺮﺍﻣﺖ ﺑﺮ ﺧﺎﺳﺖ
(“Ghazal 21.” Khatibrahbar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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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위선이 묻어 있는 수피들의 수도복에 불이 붙었다. 하페즈여, 이 불이
옮겨 붙어 타죽기 전에 수도복을 벗어 버려라. 앞서 말했듯이, 이 시의 ‘불’은
심판의 불꽃이다. 마흐디가 재림하기 전 세상의 악을 태우는 불꽃이다. 이 불에
타지 않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우선 위선적인 수피를 멀리해야 한다고 시인은
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신비주의 종교문학에서 불은 신의 영광과 무
한한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징은 조로아스터교의 불 숭배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은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불은 태양과 연결되며 우주 만
물의 원초성과 정화의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신은희 94) 하페즈는 자신의 시에
서 ‘수피의 위선을 불로 태워 정화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에 나온 ‘수피의 수도복에 붙은 불’도 정화의 불꽃일 것이다. 하지만 불은
정화와 동시에 파괴의 힘을 지녔으니, 화마를 피하려면 처음부터 위선을 벗어야
한다고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종교의 순기능은 신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문학 역시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인생의 길을 보여주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
한 문학의 교시적 기능은 종교철학과 융합된 페르시아 문학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페르시아 문학의 거장 하페즈는 문학 작품과 이에 내포된 종교철학을 통
해 끊임없이 올바른 삶에 대한 탐구와 자성을 재촉하며 독자를 이끈다.
2.4 기도용 카펫

수피들이 사용하는 기도용 카펫 ‘싸저데’(Sajade)는 수도복, 양모 모자와 함
께 이들을 일반 구도자와 구별지어 주는 수피의 상징 중 하나이다. 평상시 수피
들은 싸저데를 몸에 외투처럼 두르고 다녔다. 언제라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의
미이기도 하고, 수피들의 독실한 신앙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페즈는 싸저데와
더불어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상징들을 함께 사용해 특유의 역설적 표현을 구
사하면서 관습과 교리를 타파하고자 했다.
구도자도 이 세상의 관습과 구도의 길을 모르지 않으니,
만약 대사제(Pire-Moghan)가 명한다면, 싸저데를 포도주로 물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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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ﮔﺮﺕ ﭘﻴﺮ ﻣﻐﺎﻥ ﮔﻮﻳﺪ،ﺑﻤﻲ ﺳﺠﺎﺩﻩ ﺭﻧﮕﻴﻦ ﻛﻦ
ﻛﻪ ﺳﺎﻟﻚ ﺑﻴﺨﻴﺮ ﻧﺒﻮﺩ ﺯ ﺭﺍﻩ ﻭ ﺭﺳﻢ ﻣﻨﺰﻟﻬﺎ
(“Ghazal 1.” Khatibrahbar 1)

포도주는 이슬람에서 금하는 ‘하람’이다. 이렇게 불결한 것으로 신성한 싸저
데를 적시는 것은 배교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하페즈는 세상의 관습과 구도
의 길을 잘 알고 있는 대사제가 명한다면 따르라고 말한다. 위 시에 나타난 대
사제 ‘피레 모건’ 역시 하페즈가 만든 단어이다. ‘피르’는 ‘데이르’와 유사한 의
미로 이슬람의 고위 성직자를 뜻한다. ‘모건’은 조로아스터의 사제 ‘모
그’(Mogh)의 복수형이다. 7세기 페르시아에서 이슬람은 부패한 조로아스터교에
대항하는 종교로 알려져 있다(Behaghy 162). 이후 두 종교는 서로 적대시했으
며, 페르시아에서 이슬람이 자리잡은 후 무슬림들은 조로아스터를 탄압했다. 하
페즈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종교의 사제들을 하나의 단
어로 합성하여, 종교와 관습을 초월한 존재인 피레 모건을 창조했다. 존재 자체
가 아이러니인 피레 모건은 한발 더 나아가 신성한 기도용 카펫을 포도주로 물
들이라고 명령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포도주는 내면의 지혜와 영지를 의
미한다. 싸저데를 포도주로 물들이는 행위는 관습과 교리를 초월하여 신과의 사
랑에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싸저데를 물들임으로서 종교
와 교파가 정해준 일방적인 구도의 길에서 벗어나, 인간 스스로 선택하여 진정
한 합일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여 준다.
술집에서는 수피의 싸저데를 술 한 잔과도 바꿔 주지 않는다.
당연한 일인 것을! 술 한 잔의 가치도 없으니.
ﺑﮑﻮﯼ ﻣﯽ ﻓﺮﻭﺷﺎﻧﺶ ﺑﺠﺎ ﻣﯽ ﺑﺮ ﺑﻤﯿﮕﯿﺮﻧﺪ
ﺯﻫﯽ ﺳﺠﺎﺩﻩ ﺗﻘﻮﯼ ﮐﻪ ﯾﮏ ﺳﺎﻏﺮ ﻧﻤﯽ ﺍﺭﺯﺩ
(“Ghazal 151.” Khatibrahbar 204)

신과 합일을 이루는 장소에서 수피의 싸저데는 한 잔의 포도주만도 못하다.
자명한 일이다. 수피의 수행에는 단 한 줌의 영혼도 없으니. 하페즈는 수피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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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싸저데가 이슬람이 금지하는 포도주 한 잔의 가치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피 수행이 진정한 구도의 길이 아님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백합과 같이 싸저데를 어깨에 걸치고,
꽃과 같은 붉은 포도주로 얼룩진 수도복을 입은 나는, 무슬림인가?
ﺧﻮﺩ ﮔﺮﻓﺘﻢ ﮐﺎﻓﮑﻨﻢ ﺳﺠﺎﺩﻩ ﭼﻮﻥ ﺳﻮﺳﻦ ﺑﺪﻭﺵ
ﺑﻮﺩ؟

ﻫﻤﭽﻮ ﮔﻞ ﺑﺮ ﺧﺮﻗﻪ ﺭﻧﮓ ﻣﯽ ﻣﺴﺎﻣﺎﻧﯽ

(“Ghazal 218.” Khatibrahbar 296)

어깨에 싸저데를 걸치고 다니는 수피의 외양을 백합에 비유하고 있다. 항상
고결한 백합처럼 싸저데를 걸치고 있지만, 수도복은 지난 밤 몰래 먹은 포도주
로 얼룩져 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나는 진정한 무슬림인가? 지금까지 살
펴본 시들과는 달리, 이 시의 포도주는 철학적 의미가 아닌 일반적인 포도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페즈가 살았던 시대에는 무슬림을 제외한 타 종교인
들 모두 포도주를 즐겼다. 무슬림들은 남들의 이목을 피해 밤중에 몰래 술집에
드나들고 낮에는 독실한 무슬림인 척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하페즈는 이같
이 겉과 속이 다른 무슬림, 특히 수피들을 ‘포도주로 얼룩진 수도복’을 입고 있
다는 표현으로 빗대어 꼬집고 있다. 하페즈는 이 시를 통하여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싸저데를 걸치고, 수도복을 입고서도 몰래 술을 마시는 너는 진정한 무
슬림인가? 독실한 척 하며 설교를 하지만 밤에는 몰래 술집에 드나드는 위선이
과연 수피들이 설파하는 가르침인지 따갑게 묻고 있다.

III. 결론
수피즘은 오랜 세월 페르시아 문학을 지탱시킨 하나의 거대한 축이었다. 신은
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수피즘은 문학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을 따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학적 종교’인 동시에 ‘종교적 문학’이기도 하다(신은희 1). 이
같은 맥락에서, 페르시아 문학 작품 속 수피즘을 다루는 태도가 달라진 것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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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문학적 기류나 유행의 변화로 읽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로부터 페르시아는
여타 고대 국가와 달리 특수한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정치, 사회, 문화를 막론하
고 모든 가치의 기준은 종교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영향력은 곧바
로 문학에 올올이 새겨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추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주목할 것은, 몽골의 출현 이전에도 많은 이민족의 개입을 겪었지만, 페르시
아의 문단에는 그리 큰 동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러 왕조가 교체되
고, 국교가 바뀌기도 했지만, 문학작품들은 여전히 일정한 안정 상태와 전통을
유지해 나갔다. 세상과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과 구도를 위한 염원 및 방식에 긍
정적이고 순응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종전에 없던 여러 수사적 기법이 등장하고 거친 저항적 목
소리가 시 문학에 실리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는 문학의, 더 안으로 들어가면
페르시아 사회와 종교 내부의 대지진을 보여 준 명백한 징표라 할 수 있다. 그
시작점이 하페즈의 시였다. 그의 거침없는 비판이 담긴 시적 변화는 여러 면에
서 매우 많은 내용을 시사한다. 오늘날에도 그의 시를 교과서처럼 다루며 수많
은 학자들이 재해석에 도전하는 이유이다.
하페즈가 남겨 놓은 가장 단적인 증언은 수피와 수피들에 대한 싯구에 숨어
있다. 페르시아 문학 속의 수피와 수피즘은 각 시대상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 가운데 13세기부터 나타난 변화는 매우 이례적이고 일면 충격적
인 것이었다. 이전의 작품 속 존재와 달리, 수피가 위선과 탐욕의 상징으로 묘사된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몽골의 침략과 지배가 고착화된 이후부터 일어난 일이다.
몽골 지배 당시 점령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와 작가들은 사
회문제를 외면하였다. 몽골의 집권 초기 그들이 자행한 여러 파괴 행위와 잔혹
성이 모든 페르시아인을 얼어 붙게 만들었다. 성직자들조차 권력의 전략에 말려
들어 부패로 물들었다. 그 암울한 침묵을 깬 것이 하페즈였다. 자신의 시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고, 부패한 수피들의 위선을 매섭게 질타했다. 몽골 왕조
의 삼엄한 감시로 직언이 불가능해지자, 독특한 자신만의 화법을 만들어 위축없
는 비판을 계속했다. 일면, 하페즈의 시들과 문학 활동을 페르시아 문학의 새 장
을 여는, 혁명의 노래이자 사회참여운동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면모이다.
하페즈의 정교하고도 강력한 시의 힘은 뒤이어 다른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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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전체 판도를 바꾸며 저항정신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가 되었다. 얼마 후
종교와 사회를 비판하는 시가 유행했으며, 타락한 수피와 어레프를 구분하기 시작
했다. 이러한 기조가 21세기까지 이어졌고,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모타하리
(Motahari)와 같은 이슬람 신학자들을 통해 학문으로서의 에르펀이 정립되었다.
하페즈는 페르시아 문학의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지만, 그가 페르시아 문학
의 시성(詩聖)으로 추앙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란의 신학과 문학의 기틀을 마련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하페즈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스스로 개척한
여러 문학 기법을 통해 시적 묘미와 완성도를 최고로 끌어올렸다. 다만, 그 명성
에 비하여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다. 단 한 권의 시집이 있지만, 그 역시 하
페즈 사후 추종자들이 생전 작품을 모아 출판한 것이다. 이때문에 현재까지도
하페즈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논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이민족의 침략과 정복 전쟁으로 인해 현재 이란에는 지난 역사를
복기할 직접적 사료들이 사실상 전무하다. 유일하다시피 의존 가능한 자료가 문
학 작품들이다. 각 시대별 상황이 낱낱이 문학 작품 속에 새겨져 있다. 이러한
속성을 바탕으로, 분야를 막론한 페르시아 관련 연구 대부분이 문학 작품을 지
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슬람 이전부터 페르시아 문학 작품의 기저에는 종교
적 요소가 깊이 깔려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역사의 중추라 할 고대 종교 역시 문
학 작품을 통해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페르시아 문학과 종교가 매우 생소한 영역으로 머물
고 있다. 국제 관계를 비롯한 여러 외부 요소로 인해 학문적 교류나 연구가 원
활치 못했다. 특히 페르시아 관련 연구는 한국의 중동 학계에서도 최근 들어 점
차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인류사적 측면에서 볼 때, 페르시아에 대한 연구는 매
우 흥미롭고 희소성 높은 하나의 거대 광구라 할 수 있다. 특히 페르시아 문학
과 종교 분야는 거의 야생의 불모지와 같다. 이를 탐구하는 작업은 문학 자체의
연구성과만이 아니라 유기적인 타 분야의 연구 또한 연대적으로 활성화시킨다
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와 역할이 크다. 세계사의 한 조각을 찾아 맞추는 대업
이기도 하다. 향후 이 주제를 향한 보다 많은 도전적인 연구가 이어져 한국 학
자들의 손으로 그 신비를 밝히는 날이 찾아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테헤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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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침략 이후 페르시아 문학 속 수피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
—하페즈(Hafez) 시를 중심으로
국문초록

홍인자

13세기 몽골침략은 페르시아의 사상, 종교, 문화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중 몽골지배 이 전과 대비하여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슬람 신비
주의 종교철학인 수피즘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이슬람 왕조의 세속주의와 향락
에 대한 반작용으로 태동한 수피즘은 12세기 페르시아에서 종단이 세워지면서
하나의 기득권층이 되었으며, 몽골침략 이 후 몽골지배층과 결탁하여 이민족의
정권을 선전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욕과 청빈이 미덕인 수피들
은 부패하기 시작하였고, 14세기 몽골족 지배하에 활동했던 하페즈와 같은 시
인들은 자신들의 시에서 이러한 수피들을 비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페르시아
의 시성인 하페즈의 작품에 나타난 수피 상징 연구를 통하여 몽골 침략 이 후
수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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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centric Christianity. The novel’s protagonist, Janina Duszejko, kills
poachers who are under the aegis of the local church and indiscriminately hunt the
wild animals. Despite the moral ambiguity of her murders, Duszejko’s astrology
advocates her wrath against the society that fails to protect the creatures and does
not heed an elderly woman’s plea to save them. Her esoteric and exorbitant belief
system empowers her to relish happiness that stems from her arduous struggle on
behalf of the lives of the unprivileged creatures. Drawing on feminist theology
and Sara Ahmed’s The Promise of Happiness (2010), this paper explores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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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Humanity has endeavored to define the most proper way to reach happiness.
We are often told that happiness is our final goal, the telos that we must
achieve by developing positive attitudes, pursuing wealth, engaging in
heterosexual love and marriage, raising children, believing in God, and so on.
Happy individuals are those who make their parents, society, and God happy.
They desire what their community wants them to desire so that they constitute
an affective community that aspires to analogous shapes of happiness.
But some people do not follow this regular route to familiar happiness and
are not invited to the affective community. Sara Ahmed, in her The Promise of
Happiness (2010), problematizes how the notion of happiness is used to estimate
“who is worthy as well as capable of being happy ‘in the right way’” (13).
Ahmed claims that happiness functions as a moral injunction that compels
people to regulate their desires to pursue specific values approved by society.
When individuals fail to modify themselves to search for the ‘right’ objects of
desire, they become “affect alien[s]” who cannot share the same forms of
happiness with their families and neighbors (49). Affect aliens are “out of line
with an affective community” because they “do not experience pleasure from
proximity to objects that are attributed as being good” (48).
Yet Ahmed sees a great potentiality of revolutionaries within affect aliens.
When they suffer alienation from their society, the “[c]onsciousness of alienation
involves both recognition of suffering and recognition of what produces that
suffering” (167). The experience of alienation excites consciousness about what
is wrong with their society and disillusions them from the promise of happiness,
which, they realize, “looks rather like the face of privilege” (11). As affect
aliens stand outside the straight road to happiness, they get the full view of the
road from the periphery and witness how exclusive and insular the route is.
Devoting each chapter of her book to the cultural analysis on feminists, queers,

Exorbitant Happiness in Olga Tokarczuk’s Drive Your Plow Over the Bones of the Dead

241

and immigrants,1) Ahmed writes that these affect aliens can embark on a social
protest by accusing how the world ostracizes specific bodies. Their
uncomfortableness with the world becomes the impetus to change the world.
If we could find other affect aliens or the revolutionaries who cannot adjust
to the unequal society, Olga Tokarczuk’s Drive Your Plow Over the Bones of
the Dead (2019), original Polish title being Prowadź swój pług przez kości
umarłych (2009), would provide best examples. The novel debunks the myth of
happiness and gives heed to the voices of those who are denied ‘proper’
happiness. Tokarczuk’s novel features bodies that are seldom imagined as the
epitome of happy heroes. The protagonist is an old, sick, eccentric woman
named Janina Duszejko, and she fights for the lives of the wild animals, who
are always in danger of being decimated by the avarice of mankind. For sure,
Tokarczuk includes a crone and nonhuman lives in the categories of affect
aliens. Duszejko’s gender and age as well as her desperate effort to save the
animals are continuously castigated by men of power and men of religion. She
and the animals cannot find any happiness in a society that treats the rage
against misogyny and animal killing as aberrant, exorbitant.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Duszejko achieves her sense of happiness
outside the orbit of a Christian society that justifies hunting and patriarchy.
Tokarczuk’s reevaluation of female anger as a righteous challenge towards
injustice evokes Ahmed who also anticipates from affect aliens a revolutionary
spirit to challenge the structural discriminations. Duszejko’s furious challenge
1) Ahmed calls feminists ‘killjoys’ because their alert consciousness of sexism kills the joy of
others who want to believe that nothing is wrong with their families or societies. Queers are
another killjoys and affect aliens because they do not reorient their sexual desires to the
‘right’ objects—the contrary sex. Queers are expelled from the ‘straight’ path that equates
heteronormativity with happiness. Finally, Ahmed claims that immigrants are forced to
convert what they used to love, desire, and be proud of into the memories of racism so that
they can never achieve the idea of happiness that is shared in the new country. According
to Ahmed, happiness is an exclusive promise given to the privileged, white, male,
bourgeois, straight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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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misogyny and animal killings manifests both Tokarczuk and Ahmed’s
faith in the revolutionary power of affect aliens. Continuing the discussion, this
paper will delve into Duszejko’s strictly individual theories on the celestial
bodies that, according to the protagonist, care for the lives of women and wild
animals. Her unique theology is esoteric and would never be confirmed by the
androcentric church, but it helps her cherish the lives of the unprivileged instead
of applauding the sermons that exonerate male dominance over women and
animals. In the end, Drive Your Plow proves to be a story of the spiritual
journey of an affect alien who finds her exorbitant theology granting her
exorbitant bliss.

II. The Divine Anger
Janina Duszejko lives in a rural village in southwestern Poland, adjacent to
the Czech borders. This woman is cranky, eccentric and perceives the world
through her astrology and poetry of William Blake. The story starts when
Duszejko’s neighborhood hunter, Big Foot, dies being choked by a deer bone.
Duszejko thinks the deer have done their vengeance upon the hunter. In the
dead man’s house, the protagonist finds a photograph of a hunting clique,
proudly smiling with the corpses of animals lying at their feet. Among the dead
animals are her two lost dogs. Since then, several village men, including the
police commandant, the fur farmer, the president of the Mushroom Club, and
the local priest, are found dead or gone. It is later revealed that Duszejko killed
them in the name of the killed animals, who appointed her as their “Tool” for
revenge (Tokarczuk 262). When she confesses the truth, her friends do not
betray her but help her escape to the Czech Republic.
Though Duszejko’s revenge starts when she finds out her companion animals,
her “Little Girls,” are killed by the hunters (254), her cause is not merel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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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ssue. She cries for every wild animal killed and carefully collects the
remains of their corpses (108). When she entombs the severed head of the deer
whose bone choked Big Foot to death, several surviving deer come by her.
Looking into their eyes, Duszejko intuitively realizes that they want her, a
vegetarian and an undertaker of animals, to “become the punitive hand of
justice. Not just for the Deer, but for other Animals too” (255). Duszejko is
appointed to become an avenger of animals because she is the only one who
rages against the slaughter of animals.
According to Duszejko, anger is not a blindly destructive power but a
productive repository of “wisdom” to repair wrongdoing (15). Her reappraisal of
anger is worth our attention because the patriarchal lineage of philosophy has
made

anger “an

emotion women

could

not

justifiably

experience”

(Kowalcze-Pawlik 196). The female anger used to have no place in
phallogocentric discourses that privilege masculine logos and disdain feminine
affect. But in Drive Your Plow, an elderly lady’s anger that no one cares about
proves to be the mighty weapon to retaliate for injuries of wild animals. It is
her “divine anger that has the power to illuminate and inspire, to spur into
action, to become the organizing principle behind the universe” (194). Rage
illuminates the truth and destroys illusions.
Yet the novel does not deny how frustrating an emotion rage is. Rage annoys
and exhausts people because it contains disappointment to the world. Rage “rises
as a reaction to the shock of recognizing what has been lost,” which includes
the powerless bodies ousted from the echelons of the privileged (Daly, Beyond
God the Father 43). Rage coerces us to witness that the world alienates lives
when it has to nurture lives. Witnessing the truth, the world we experienced as
a comfortable home no longer exists: “you are stressed; you experience the
world as a form of resistance in coming to resist a world” (Ahmed 169).
Nevertheless, rage orders us to “transform” the world and helps us
“transcend” our narrow selfhoods so that we can access others’ despai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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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mfortableness (Daly, Gyn/ecology xxxiii). Hence Mary Daly, a renowned
feminist theologian, describes rage as a “transformative focusing Force that
awakens transcendent E-motion” (xxxiii). This definition of rage explains why
Duszejko’s anger toward a human society could simultaneously create spiritual
bondage between her and the animals. They could transcend themselves and
reach for each other’s emotions because they both know what it is to be
marginalized, maligned, and muted. Despite the stress it entails, rage engenders
solidarity between the marginalized entities. Tokarczuk approves female anger as
the stressful revelation and the tool to repair unrighteousness. That she stands on
the side of Duszejko’s wrath is clarified when her protagonist happily fulfills her
revenge and safely escapes the threat of imprisonment.
Indeed, the novel’s morally ambiguous denouement in which Duszejko, the
murderer of the hunters, evades the criminal punishment shows a radical
subversion of the existing justice system. The unconventional ending may be
owed to William Blake, a British Romantic poet whose poems are repeatedly
mentioned throughout the novel,2) because Blake persisted in overturning the
traditional value systems himself. He criticized that the Church breeds reckless
obedience and uniformity when disobedience, desire, and wild revolutionary
spirits are indispensable. As a huge fan of Blake, Duszejko regards the poet as
an approver of her anger: “anyone who feels anger and does not take action,
2) Tokarczuk quotes Blake’s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 (1793), his unpublished poems
Auguries of Innocence (1803) and The Mental Traveller (1803), and his letters in every
chapter’s epigraphs. The title of the book also came from a line in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 The line, “Drive your cart and your plow over the bones of the dead” (MHH 7),
reminds us of humans building their civilizations on the earth that holds the dead bodies of
the deceased animals and plants. When it comes to the revenge of nature, Blake writes that
“The cut worm forgives the plow” and that “A dead body, revenges not injuries,” implying
nature’s mercy and benevolence (7). But Duszejko does not seem to agree with Blake at
least on this point. She thinks forgiveness has become impossible ever since men began to
kill animals for fun and in excess. Perhaps this is why she does not quote further lines of
Blake but selectively focuses on the part where humans enjoy their winter harvest while
trampling on the wounded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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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ely spreads the infection. So says our Blake” (Tokarczuk 55). Avid readers
of Blake would agree with her remembering his famous quote that declares “The
tygers of wrath are wiser than the horses of instruction” (Marriage of Heaven
and Hell 9). Duszejko’s successful escape to the Czech Republic, therefore, is
understood not as an irrational or erroneous ending but as a device to prove that
she and Blake have been right about the world—it needs a galvanization. The
world has to realize that it cannot acquit the murderers of wild animals as if
their lives are more worthy than the lives of the nonhuman creatures.
Just like Blake who acknowledged the revolutionary wisdom hidden within
anger, Duszejko finds anger as “the source of all wisdom, for Anger has the
power to exceed any limits” (Tokarczuk 15). But while anger gives wisdom, it
does not quickly grant happiness. Precisely because “Anger restores the gift of
Clarity of Vision,” it makes Duszejko unhappy (Tokarczuk 31). She suffers
immensely because her every day is composed of noticing another murder and
another experience of marginalization. She is unhappy because her eyes are
open to the despair of nature. When she finds a killed boar, she thinks: “Why
hadn’t I ignored his gloomy paths? Must I be a witness to every Crime?” (101).
She sees what people do not see because she is standing on the margins of
society. She detects more despair than others and she is unhappy.
However, despite constant unhappiness, Duszejko forces herself to “proximate
to unhappiness” of animals (Ahmed 87). Her anger compels her to keep herself
near the scenes of carnage and open her mouth to try every legal way to stop
more killings. She desperately begs the police to step out to protect the lives of
animals: “Can’t people see that? Are their minds incapable of reaching beyond
petty, selfish pleasures? People have a duty toward Animals to lead them—in
successive lives—to Liberation” (Tokarczuk 106). By deciding to see and not
turn away from the agony of the powerless, Duszejko willingly gives up a sense
of happiness. According to Ahmed, happiness is guaranteed when we ignore the
sufferings of the world because happiness functions as “a cover” that ve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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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air (Ahmed 83). But when we uncover the truth and become “conscious” of
the problem, “a form of political struggle” begins (84). True, Duszejko has
already embarked on her political struggle from the moment she decides not to
act as if she did not see anything. When the local priest and public officers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dismal death throes of nature, Duszejko makes
herself “proximate to unhappiness” of nature (87).
The fact that Duszejko willingly decides to carry the dreadful weight of
sorrow that comes from accessing the sufferings of wild animals implies that her
anger is strong enough to overpower happy negligence. Duszejko is aware that
her fear can blind her from seeing the reality: “The psyche is our defense
system—it makes sure we’ll never understand what’s going on around us ...
Because every tiny particle of the world is made of suffering” (Tokarczuk 225).
Duszejko perceives the world as a series of incessant agonies not because she is
a pessimist, but because she cannot help but discover every day how the world
ostracizes the weak. The society that perceives her existence and desire as
abnormal renders her afraid and unhappy, but she does not give up her struggle
because her anger overpowers the fear of her own psyche. Indeed, her anger is
divine as it overcomes all human limits and fears (15).

III. Religious Atheists
Duszejko’s anger does not only chide hunters but also the anthropocentric
church that justifies hunting. In chapter 15, titled ‘Saint Hubert.’ Duszejko
reminisces when the local priest, Father Rustle, condemned her for the
graveyard she made for her lost dogs, her “loved ones. [Her] family. [Her]
daughters” (235). The priest gets nervous as Duszejko talks about the dogs
probably because he accompanied the hunters when they killed them, but also
because Christianity regards animals as soul-less creatures inferior to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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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tells the devastated woman that her act of mourning is “blasphem[ous]”
since animals shall not be saved by God the Father (235):
The priest twitched nervously.
“It’s wrong to treat animals as if they were people. It’s a sin—this sort of
graveyard is the result of human pride. God gave animals a lower rank, in
the service of man.” “Please tell me what I should do. Perhaps you know,
Father?”
“You must pray,” he replied.
“For them?”
“For yourself. Animals don’t have souls, they’re not immortal. They shall not
know salvation. Please pray for yourself.” (236)

As the flashback ends, Duszejko sits in the chapel where Father Rustle holds
a mass. The priest prays for the souls of the dead hunters to enter “the eternal
hunting grounds” (239) as if the act of killing will be permitted and prolonged
even in heaven. He continues, “Make the land your subject. It was to you, the
hunters, that God addressed these words, because God makes man his associate,
to take part in the work of creation, and to be sure this work will be carried
through to the finish” (242). Duszejko finds the entire sermon illogical and
outrageous as much as the story of Saint Hubert, who stopped hunting after
seeing the vision of crucified Christ at the head of a deer he was about to kill
but ironically is now worshipped as the patron saint of hunters (237). Infuriated,
Duszejko yells at Father Rustle to stop his sermon, but the congregation drives
her out of the church.
Father Rustle’s preposterous sermon that glamorizes hunting is based on the
hermeneutic tradition that believes God made animals for men’s benefit. Many
religious leaders and scholars of Christianity often justify the tacit hierarchy
between humans and animals because of their faith in an anthropocentric God,
who made a man according to his image and entrusted all the animals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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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V, Gen. 2.15-20). Because the supervisorship of nature is officially given to
Adam rather than Eve, the Bible grants men a powerful legitimacy to put
themselves superior to nature. Feminist theologians have tried to reform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but they too found ‘the image of God’
a stumbling block. Even Rosemary R. Ruether, an ecofeminist theologian, writes
that humans have to protect and promote nature because they are “‘the image of
God’ into whose hands care of nature is given” (222). This statement premises
that God gave nature into the hands of humans and, as the image of the deity
is inevitably masculine, leaves the problem of gender not fully discussed.
On the surface, Christianity is a strictly theocentric religion. But the image of
the divine—Father, Son, and Spirit—stealthily implies that “to be human is to
be male is to be the Son of God” (Daly, Beyond 139). Christianity’s
anthropocentrism intertwines with patriarchy. A medieval historian Lynn White
Jr. admits this grave drawback of Christianity in his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1967):
God had created Adam and, as an afterthought, Eve to keep man from being
lonely. Man named all the animals, thus establishing his dominance over
them. God planned all of this explicitly for man’s benefit and rule: no item
in the physical creation had any purpose save to serve man’s purposes. And,
although man’s body is made of clay, he is not simply part of nature: he is
made in God’s image. Especially in its Western form, Christianity is the most
anthropocentric religion the world has seen. (White 1205)

God gave men not only his gender but also dominance over all creatures, and
this message is the core of Father Rustle’s sermon. Hearing him, Duszejko
realizes that “[i]n a pulpit Man places himself above other Creatures and grants
himself the right to their life and death” (Tokarczuk 242). The priest displays
Christianity’s inability to understand animals as subjects of their own lives. He
represents the anthropocentric violence consecrated by religious doctr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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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unlike Father Rustle who is called by God the Father, Duszejko is
summoned by nature: the wild animals “told” her “to continue to act in their
Name” (255). She becomes the agent of vengeance in the name of killed and
wounded animals, not in the name of God. True, Duszejko does not bear any
image of Christian God in the first place. God is the father, son, and spirit, but
Duszejko’s gender and her social status as a grumpy, old, and poor woman do
not fit in either three holy categories. The animals chose her precisely because
she does not bear any image of God, not despite her failure of bearing the
image of God. In return, Duszejko becomes their spokeswoman, “[f]or they have
no voice in parliament” (256). Both the wild animals and Duszejko stand in the
exterior of the anthropocentric and patriarchal order of Christendom. As their
images, names, and titles are all beyond the compass of the church’s
jurisdiction, the deplorable power of the religion loses its sting on them.
Duszejko’s abandonment of Christianity does not, however, means that she
forsakes religious life. Though Father Rustle and his religion fail to grasp the
simple fact that “everything that lives is Holy” (Blake, MHH 27), Drive Your
Plow suggests that there is still a way to live a religious life without being
enslaved by a nocuous theology. The novel looks into the issue of religion via
Duszejko’s conversation with Borys Sznajder, an entomologist whose mission is
to persuade the government to protect endangered insects. Duszejko and Borys
develop a romantic relationship. Before they sleep together, she asks him if he
is a religious person: “‘Yes,’ he replie[s] proudly. ‘I’m an atheist’” (Tokarczuk
167). Since the characters do not elaborate on the meaning of this “curious”
dialogue, the readers must deduce how an atheist can lead a religious life (167).
Without any scientific definition of the term, we can only find its meaning
through the life of Borys, which is, like that of Duszejko, a succession of
struggles to protect creatures. He is not interested in saving his soul or entering
eternal hunting grounds. Instead, he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present reality to
save nonhuman creatures because he believes in their existenti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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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ief conversation between Duszejko and Borys shows us that sharing
existence with nonhuman creatures does not need a superior deity’s command to
be put into practice. The characters seem to claim that religious life should not
put aside earthly life or the planet earth; it should happily embrace and treasure
every living being in the earth and the earth itself. Because Duszejko narrates
the entire novel from her perspective and because she stands outside the
manmade and male-centric Christianity, she feels free to imagine and utter
radically new ideas on religion. Following her explicitly subjective and assertive
narrations, the readers are intended to share her own definitions on religion,
which is to respect and care for her neighboring, fragile, mortal entities so that,
in the end, we cannot help but agree that Borys and Duszejko are more religious
than Father Rustle.

IV. Exorbitant Happiness
Some readers would find Duszejko’s revenge too exorbitant. Her revenge is
illegal and abnormal. But the term ‘exorbitant,’ which means “Leaving a
specified track” or “Deviating from the normal, prescribed, or customary track”
(“Exorbitant”), refers not only to Duszejko’s act of murder itself but also her
whole life. The protagonist’s thoughts, desires, and behaviors have always
received hostile or indifferent reactions because they always left the normal
track. Only she stands against the animal-killing and only she is always angry
with the police and the church. Duszejko’s whole being has been regarded as
exorbitant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novel because her society never once
valued her voice and desire.
Duszejko tries every legitimate way to stop poaching before she kills the
hunting clique. She even tried to recite the laws that ban illegal hunting. But her
voice is a mere nuisance to the legal executors. When she blocks the hu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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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ing “You’ve no right to shoot at living Creatures,” one of them says “she’s
crazy” (Tokarczuk 64) and another says “Don’t upset yourself, madam. We’re
within the law” (65). This remark puts male hunters “within the full majesty of
the law” while putting Duszejko outside the law (255). Duszejko is exorbitant
from the start since she never feels she is inside the orbit, the closed circle that
values the pleasure of male hunters over an old woman’s petition. Her call is
not audible to the men in power “as the institutions of the Church and the state
are aligned in their contempt for non-human life and elderly ladies willing to
defend it” (Kowalcze-Pawlik 192). This orbit renders Duszejko unbearably
unhappy. She needs an extraterritorial area where her anger and non-human lives
are valued at least as much as the lives of the male hunters.
As her last resort, she escapes the man-made, God-blessed orbit that never
had her as a resident. The sexist and anthropocentric orbit of Christianity is not
the only orbit of the world. When Duszejko brings herself outside that orbit, she
is not lost in the void but enters another orbit—the orbit of planets. She finds
the cosmic order that “cannot be grasped from the perspective of an
anthropocentric world view, where the human constitutes the ratio and the moral
norm of all things great and small” (Mortensen 233). The affect alien finds her
planets who would empathize with her grief and empower her retaliation.
That astrology will provide Duszejko with an alternative, more hopeful form
of theology has been repeatedly suggested throughout the novel.3) From the
beginning, Duszejko conjectures people’s dates of death using horoscopes and
conducts her revenge in accordance with the celestial movements. Being an
amateur astrologer adds to her identity as an outsider because orthodox
Christianity usually defines astrology as heresy (Shoener 56). But astrology
3)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Duszejko’s love for psychological astrology derives from
Tokarczuk’s “fascination with the work of Carl Jung, which remains a cornerstone of her
writing” (Armitstead). Jung developed a great interest in horoscopic calculations and
repeatedly claimed that “Astrology is not mere superstition but contains some psychological
facts (like theosophy) which are of considerable importance” (Jung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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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s Duszejko a sense of freedom because, unlike the doctrines and dogmas of
the Church, it “has no binding beliefs ... No authority decides over ‘true’ or
‘false’” (58). The flexibility in interpretations allows Duszejko to become
nature’s agent of revenge when the same decision should have been strictly
unacceptable to Christians. Some Christians would claim that astrology cannot
substitute a proper, institutionalized religion, but “insofar as [astrology] views
cosmos, humans, and nature as beings reigned over and guided by powers and
forces from beyond, astrology is religion” (31). Duszejko firmly believes that
the cosmic energy of the universe wants her to protect the wild animals and this
belief matters. She feels that the universe wants her to live a religious life—to
fight on behalf of the ostracized bodies—and to fulfill her destiny she has to
move out from the jurisdiction of Christianity.
Drive Your Plow is a story of Duszejko who establishes her alternative
understanding of religious life through her astrology and divine anger. Before
she finishes the retaliation, astrology could not provide Duszejko with a spiritual
abundance or peace. She believes in astrology, but all that she learns from it is
that the world is full of grief—her astrology lets her see “nothing but
Catastrophes” (Tokarczuk 59). Duszejko assumes that this is because she is
often interrupted by “fear” (59). The fear does not blind her from the despair of
the wild animals, but it does make her unable to enjoy the bright sides of life.
Her divine anger is strong enough to help her become a vengeful tool of nature
but not strong enough to let her relish the delight of life and peace of mind.
However, when she leaves her homeland after fulfilling the revenge, Venus
arises in the night sky with her full beauty so that Duszejko finally experiences
the joy and righteousness her life had been devoid of:
She was growing brighter by the minute, as if a smile had risen on the dark
face of the sky, so now I know I had chosen a good direction and was
heading the right way. She glowed in the sky as I safely crossed the forest
and imperceptibly stepped across the border. She was guiding me.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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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is scene, the novel advocates Duszejko’s revenge as the divine conduct
planned by the celestial powers. This is the moment her new orbit of belief is
completed. She used to hear how the constellations and planets warn her of only
danger, death, or disaster, but now she feels her presence affirmed and blessed
by the stars. Her happiness is not the proper path the Christian ideology would
approve of, but she would not care as she has never been a citizen of its order.
She could happily lead her way to the future without it:
She [Venus] led me as far as the highway, from where I could see the town
of Náchod. I walked down the road in a light and happy mood—whatever
happened now, it would be Right and Good. I felt no fear at all ... (272)

When fear, the lens she used to look at the planets through (59), is gone,
Duszejko finally senses her happiness, a happiness that fundamentalist Christians
would never fully understand. Freeing herself from the institutionalized,
anthropocentric, and patriarchal religion, the protagonist becomes a truly
religious person who can happily commune with the bodies that are expelled
from the church.

V. Conclusion
This paper has tried to demonstrate how the protagonist’s anger, against all
odds, still empowers her to become a happy warrior who arduously and
willingly fights for the lives of the marginalized, nonhuman, and yet precious
creatures. Her conviction to work on behalf of the animals grants her a sense of
healing, a sense of requited justice that can be achieved only outside the orbit
of Christian society. Her brutal vengeance and decision to renounce the
institutional religion disconcert the readers who feel comfortable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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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archal and anthropocentric discourses of Christianity. Because Duszejko’s
fury is directed towards the people to whom the death of a man carries more
significant weight than that of a woman, an animal, an insect, her revenge is a
direct and dangerous castigation of the religion. Duszejko kills the joy of the
society and ruins the mass that is meant to be serene and sacred. She provokes
society by accusing how it marginalizes her voice and slaughters the animals.
But “[t]here is solidarity in recognizing our alienation from happiness, even if
we do not inhabit the same place (as we do not). There can even be joy in
killing joy. And kill joy, we must and we do” (Ahmed 87). This joy is what
Duszejko finally grasps, and her joy is exorbitant.
Drive Your Plow radically redefines religious life. A religion that speaks for
only a few privileged people’s happiness does not gain any respect from the
protagonist. On the contrary, the novel avows that when a person protects and
cares for the neglected lives, she is already religious. Leading a religious life is
to engage in the web of life in which all bodies sustain and support each other.
Duszejko feels that the wild animals and the celestial bodies have invited her
into a communal hope that is built upon “a profound interrelationship between
with other finite beings, human and nonhuman” (Daly, Beyond 32). Duszejko
fights for the nonhuman creatures not because she is superior to them but
because they are her neighbors and companions. These bodies are deprived of
happiness in the anthropocentric and patriarchal society, but once they find an
alternative orbit to inhabit, an orbit that values life more than doctrines and
dogmas, they can relish the supreme bliss. Duszejko’s religious life asks the
readers to bravely step outside the patriarchal orbit so that we can also happily
participate in the truly holy cosmic order that cherishes all living creatures, “For
everything that lives is holy” (Blake 27).
<So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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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 토카르추크의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가
제시하는 ‘궤도를 벗어난’ 행복
국문초록

김다은

올가 토카르추크의 스릴러 소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는 가
부장적이고 인간중심주의적 종교 바깥에서 행복을 사유하는 방식을 고찰한다.
소설의 주인공 야니나 두셰이코는 교회를 등에 업고 야생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사냥하는 밀렵꾼들을 죽이는 노년의 여성이다. 복수의 도덕적 모호성에도 불구
하고, 두셰이코의 점성술은 동물들을 보호하지 않고 노년 여성의 목소리를 등한
시하는 차별적인 사회에 대한 그녀의 분노를 정당화한다. 오로지 두셰이코 자신
만이 이해할 수 있을 이 영적 체계는 동물들을 위해 투쟁하는 주인공의 삶이 옳
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선사한다. 본 논문은 페
미니스트 신학과 사라 아메드의 행복의 약속 에 근간을 두고, 약자를 외면하
는 사회에 대항하는 두셰이코의 투쟁이 어떻게 그녀를 가부장적 종교의 궤도
바깥, 곧 여성과 동물들의 삶 역시 소중하다고 말하는 대안적 신학으로 그녀를
인도하는지 살펴본다.

주제어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 올가 토카르추크, 행복, 분노,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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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1명
2. 부회장 4명 내·외
3. 이사 20명 내·외
4. 감사 2명 내·외
5. 윤리위원 5명
6. 고문 및 자문
제16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명과
임기는 별도로 편집위원회 규정에서 정한다.)
제17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편집, 학술, 연구,
국제, 기타 필요한 분야의 부회장을 임명한다.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
하고, 회장 유고시 편집담당 부회장은 이를 대리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매년 특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 중에는 총무, 편집, 학술, 연구, 섭외, 국제, 정보, 재무이사를 둔다.
이사(전임교원 이상)는 매년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1조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의 보관, 수발 및 조직, 연락, 학술발표 및 기타
본회의 제반 서무를 담당한다.
제19-2조 편집이사는 본회 학회지 편집 사무를 담당한다.
제19-3조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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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연구이사는 연구회, 연구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19-5조 섭외이사는 대외 관계 사무를 담당한다.
제19-6조 국제이사는 국제 관계 사무를 담당한다.
제19-7조 정보이사는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한국연구재단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19-8조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일체를 총괄한다.
제20조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제반 업무 등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1조 연구윤리위원장은 전임 회장이 맡는다. 고문은 역대 회장과 은퇴한 원
로회원 중에서, 자문위원은 다년간 학회에서 봉사하고 현직에 있는 회
원이나 저명한 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6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안
2. 학술 활동의 계획 및 시행안
3. 학회지 발간계획
4. 회원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
5. 회칙 개정안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7. 기타 중요 사항
제27조 이사회는 총회에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재정

제28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소득 및 기타 수입으로 충
당한다.
제29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칙 개정

제30조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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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찬성으로 한다.
제31조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일반관행에 따라 심의, 결의
시행한다.
제32조 (1) 회칙은 1992년 12월 12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후 개정된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회칙개정 1998년 6월 13일
(3) 회칙개정 1999년 11월 6일
(4) 회칙개정 2004년 1월 8일
(5) 회칙개정 2009년 8월 5일
(6) 회칙개정 2013년 8월 14일
(7) 회칙개정 2014년 8월 21일
(8) 회칙개정 2015년 1월 15일
(9) 회칙개정 2015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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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년 8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문학과종교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장 구성
제2조(구성인원)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

로 구성한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전 소위원회와 월례 연구발표
회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학술지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3조(위원장)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전·현직 회장회의에서 별도로 선출하고,

그 임기를 5년으로 하여 편집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학술지 발행과
출판의 전문성 그리고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한 결책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1항(편집위원장 자격)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평생회원으로서 총무이사
직과 편집이사직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대학
에서 직급이 교수인 회원이어야 한다.
제2항(편집위원장 조건)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 학술지 발간의 국제표준화
목적에 맞게 영문논문작성법(MLA)에 따라 영문으로 학문적 글쓰기가 가
능한 분이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

제1항 편집위원은 국내외 회원 중에서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상임이사나
회원 중에서 회장과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학술지
발행과 출판의 전문성 그리고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한 결책 사유
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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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편집위원 선정기준은 가) 학술연구실적, 나) 대외학술활동, 다) 학회기
여도, 라) 전공분야 기여도, 마) 지역적 분포 단, 타 학회와 3개 이상 복수
로 편집위원을 맡은 회원은 편집위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능
제5조(발행)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문학과 종교 (Literature and Religion)의 체

제, 발간 횟수, 분량, 논문 심사기준과 절차 및 투고 규정을 정한다.
제6조(심사)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을 심사할 위원을 편집위원 또는

각 세부 전공 영역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투고 논문을 이들에게 심사
의뢰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로 구성된 편집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참
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제7조(발효) 논문 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된다.
제4장 회의
제8조(편집회의) 편집회의는 학술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결정족수)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

의 참석으로 구성되며, 출석 인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 심사 기준
제10조(내용의 적절성) 논문은 문학과 종교의 학제적 연구의 틀 안에 포괄될 수

있는 전문적 내용의 글이어야 한다.
제11조(내용의 창의성) 논문은 국내·외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

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12조(형식의 적절성)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 규정 및 발간규정에 적합한 형식

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3조(구성 및 전개방식의 적절성) 논문은 문학과 종교학 학술 분야에서 통용되

는 논리적인 논문 구성 및 내용 전개 방식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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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 방법론의 적절성) 논문은 연구 문제의 제기, 연구의 설계 및 결과 분

석의 과정이 각각의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한다.
제6장 논문 심사 절차
제15조(접수 및 사전심사) 투고자는 발행 예정일 60일 전까지 논문을 논문게재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고, 편집회의는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제16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사전심사에 통과한 논문들을 영역별로 정리한

후, 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양식, 투고 논
문, 학회연구윤리 준수 이행 점검표(Check List) 등을 심사 위원에게 보낸
다. 이때 각 투고 논문 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하며, 논문 투고자
의 소속과 이름이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고 논문에서 삭제하
여 보낸다.
제17조(심사) 각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 ‘수정 후 게재,’ ‘수

정 후 재심,’ ‘반려’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
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 부분을
확실히 명기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 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평, 판정 및 수정 요

구 사항을 소정의 “심사 결과 보고서”에 맞게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심사 내용을 검토한다. 심

사위원의 판정이 당해 호 게재(수정 후 게재 포함)와 당해 호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반려)로 상이할 경우에는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논문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제의서를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제20조 1항(논문의 수정) 수정제의서에 따라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결

과보고서를 수정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21조(기타) 게재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게재된 뒤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

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본 학회 윤리규정에 의거

문학과 종교

266

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기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제22조(예외)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회의에서 일반관행에 따라

심의하고 결의하여 시행한다.
부칙 1. 제정된 편집위원회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1차 규정 개정: 2011년 7월 14일
부칙 3. 2차 규정 개정: 2013년 9월 28일
부칙 4. 3차 규정 개정: 2014년 8월 21일
부칙 5. 4차 규정 개정: 2015년 1월 15일
부칙 6. 5차 규정 개정: 2015년 8월 20일

원고심사 및 게재규정

1.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되 제1호는 1월 31일, 제2호는 4월 30일, 제3호는 7월
31일, 제4호는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2. 기고 논문에 대한 심사는 사전심사와 본심사로 구성한다.
1) 사전심사: 편집위원장은 기고된 논문의 투고 규정 및 작성 요령 준수 여
부, 국문 및 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인용문헌의 적절성, 논문작성법 준수,
학술지 발간 취지 부합 여부, 학회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 유사도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심사를 위한 논문을 선별한다. 편집위원장은 사전
심사 시에 반드시 KCI 유사도 검사 시스템과 국·내외의 각종 인터넷 검
색엔진을 통하여 투고논문의 제목, 주제어, 인용문, 본문 등의 유사도를
조사하고,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회의에 참여하여 이를 확인한다. 사전심
사에서 반려로 판정된 논문은 당호게재를 불허한다.
2) 본심사: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기고된 논
문의 심사위원을 결정, 위촉한다. 투고된 논문 한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 동의가 있
을 경우 심사에 통과하여 당호 게재 가로 간주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후 당호 혹은 다음호에 게재한다. 편집위
원장은 본심사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논문의 작성법과 체계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심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3. 위촉된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 평가하고, 심사평가란에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반려” 중 택일하여 날인한다.
1) 창의성(10): A(10), B(9), C(8), D(7), E(6)
2) 논지의 명확성(10): A(10), B(9), C(8), D(7), E(6)
3) 논증과정(10): A(10), B(9), C(8), D(7), 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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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단 간의 연계성(10): A(10), B(9), C(8), D(7), E(6)
5) 인용 근거의 정확성(10): A(10), B(9), C(8), D(7), E(6)
6) 구성의 밀도(10): A(10), B(9), C(8), D(7), E(6)
7) 문장의 명증성(10): A(10), B(9), C(8), D(7), E(6)
8) 논문의 형식(30): A(30), B(28), C(25), D(20), E(10)
게재: 95점 이상
수정 후 게재: 80-94점
수정 후 재심: 70-79점
반려: 70점 미만
4. 심사위원은 심사 후 상세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후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게재 여부
를 최종 결정한다. 최종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당호에 게재할 것인
가의 여부는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6. 편집위원장은 원고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게재 여부를 통지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 내용과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투
고자에게 통보한다. 논문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의 수정 제의와 편
집위원장의 수정 제안이 포함된 내용을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7. 심사위원의 수정 제안에 대하여 투고자 측에서 답변이 없거나, 수정 제안대
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수정 제안에 투
고자가 응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소명 내
용을 해당 심사 위원에게 전달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편집회
의를 통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8. 편집회의에서 당호 게재를 허락하지만 재심을 요구한 경우, 투고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은 재심을 판정했던 심사 위
원에게 재심을 요청한다. 재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결정
한다.
9. 편집위원장은 수정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수정논문을 검토하여 출판사에 보
낸다.

원고심사 및 게재규정

[경과규정]

1. 본 규정은 1999년 9월 30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2. 1차 규정개정: 2001년 4월 30일
3. 2차 규정개정: 2006년 2월 14일
4. 3차 규정개정: 2008년 9월 17일
(단 2008년의 경우는 제2호를 9월 30일에 발간한다.)
5. 4차 규정개정: 2011년 7월 14일
6. 5차 규정개정: 2013년 9월 28일
(단 2013년의 경우는 제3호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7. 6차 규정개정: 2014년 8월 21일
8. 7차 규정개정: 2015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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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발간]

1. 논문 투고는 수시로 하되 매년 제1호(3월 31일 발간)는 1월 31일, 제2호(6월
30일 발간)는 4월 30일, 제3호(9월 30일 발간)는 7월 31일, 제4호(12월 31일
발간)는 10월 31일 마감한다.
[논문의 내용]

2. 투고 논문의 내용은 문학과 종교의 학제적 연구의 틀 안에 포괄될 수 있는,
독창적 내용의 글이며, 투고 이전에 다른 저널에 발표된 글이 아니어야 한다.
재심사 혹은 반려 처리된 논문의 재투고는 2회까지로 한정하고 3회 투고 시
에는 자동 반려처리 한다. 단, 평생회원의 경우에는 편집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3회까지 투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투고 자격]

3. 한국문학과종교학회의 회원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추천
과 이사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비회원의 논문도 수록할 수 있도록 한다. 평
생회원을 제외하고 모든 투고자는 투고 시 학회 계좌로 연회비 6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원고분량과 형식]

4. 한글 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외국어 논문은 5,000단어 내외로 한
다.
5. 모든 논문은 국문 및 영문 요약(10∼15행)을 반드시 첨부한다. 또한 국문 요
약과 영문 요약의 아래에는 논문의 주제어 5∼10개를 각각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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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작성요령]

6. 발간규정을 참조하여 반드시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의 판정결과에 상관없이 “반려”할 수 있다.
[원고제출]

7.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글(HWP) 파일 또는 MS Word 파일(영어논문의 경
우)로 작성하여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논문
게재 신청서와 함께 학회 논문투고 이메일계정과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8. 영문원고와 영문요약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아 제출한다.
9. 심사의 공정을 위하여 필자의 이름과 대학 이름을 논문에 표기하지 아니하
고, 본문에 필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처리한다. 연구비 수혜사실도 표
기하지 않도록 한다. 수혜 사실은 게재확정 후 교정 시 첨부한다.
10. 수정 요청을 받을 경우 투고자는 이에 응하여 7일 이내에 수정한 내용에 대
한 수정결과 보고서와 수정한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수정제안에
응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수정제안에 대하여 응
하지 않거나, 수정제안대로 수정되지 않으면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11.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게재료와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게재
료(심사비 포함)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36만원을, 일반논문은 26만원
을 납부하여야 한다(소정의 분량, “20쪽”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한 분량만큼
1쪽 당 1만원의 조판료를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12. 투고자는 자신의 정보(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를 영문으로 다음과 같은
양식에 맞추어 제출한다. 필자명은 bold체로 하고, 5행 이내로 작성한다.
[예]

Notes on Contributor:
Hyoun-soh Kim is Assistant Professor of English at Sahmyook University. She
teaches the American Novel and Nineteenth-Century American Literature. She has
published on Hawthorne, Melville, Emerson, Poe, and others. She is currently
working on religion and literature in Nineteenth-Century American Literature.
Email: beauty@s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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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1. 본 규정은 1999년 9월 30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2. 1차 규정개정: 2001년 4월 30일
3. 2차 규정개정: 2006년 2월 14일
4. 3차 규정개정: 2008년 9월 17일
5. 4차 규정개정: 2011년 7월 14일
6. 5차 규정개정: 2013년 9월 28일
(단 2013년의 경우는 제3호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7. 6차 규정개정: 2014년 8월 21일
8. 7차 규정개정: 2015년 8월 20일
9. 8차 규정개정: 2018년 10월 8일

문학과 종교 발간규정

1. [발간일정] 문학과 종교 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에 연 4회 발행한다.
2. [논문배열 순서] 한글 논문은 앞부분에, 외국어 논문은 뒷부분에 게재한다.
3. [논문발간양식] 아래의 형식대로 논문을 발간한다. (뒤에 나오는 예 참조)

1) 논문은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쓸 경우 영어로 쓰도
록 하며, 모든 논문은 미국 현대어문협회(MLA)에서 발간한 연구논문
필자를 위한 핸드북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에
제시된 규정을 따른다. 단 논문에서 성경을 포함한 각 종교의 경전으로부
터의 인용은 해당 분야의 표기법을 따를 수 있다.
2) 본문에 한자와 영문을 쓰지 않되,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넣어 처리한다.
단 제목은 한글만을 사용한다.
3) 한글 논문 속에 외국어로 된 인명이나 작품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처음
나올 때에는 괄호 속에 원문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인용문은 번역하고,
작품의 경우 원문을 번역문 바로 아래에 병기하며, 이 때 쪽수는 원문에
표기한다(인명이나 지명의 경우 해당 언어권의 발음을 존중하되, 결정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 제정 외국어 발음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4) 단어나 문장을 강조하고 싶을 때,
가. 한글 논문에서 따옴표 ‘ ’ 혹은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나. 영문 논문에서 따옴표 ‘ ’ 혹은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다. 강조어구가 포함된 문장을 인용했을 때에는 원문의 강조임을 괄호 속
에 표시한다.
예: (419, 원문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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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순 인용 각주는 가급적 달지 않도록 한다. 다만 본문의 논의 전개에 꼭
필요한 정보일 때, 그리고 재인용이어서 원래의 저술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 각주로 처리한다.
6) 세 문장 이하를 인용할 경우, 인용의 시작과 끝에 큰따옴표(“ ”)를 붙여
본문 속에 처리한다.
7) 앞에 언급되지 않은 규정은 MLA 지침서의 규정을 따르되, 국내서적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아래의 요령에 따른다.
가. 인용문헌으로 처리하는 경우
저자. 논문제목 . 책이름 . 편자(역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면수.
나. 각주로 처리하는 경우
저자, 논문제목 , 책이름 , 편자(역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면수.
8) 인용문헌에는 본문에서 인용했거나 언급한 문헌만 기록한다. 한글로 작성
된 국내 문헌은 모두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하여 ABC순으로 하고, 국내문
헌의 경우 영문 표기 위에 국문으로 문헌정보를 한 번 더 제시하는 것으
로 한다. 단 서지 항목의 길이가 한 줄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줄부터
5칸 들여쓰기를 한다.
예:
Beckett, Samuel. Endgame. New York: Grove, 1958. Print.
Middleton, Darren J. “Religion and Literature’s Unfinished Story.”
Religion and Literature 41.2 (2009): 149-57. Print.
양병현. 디지털 시대 휴머니즘 . 서울: 동인, 2011. [ 디지털 로 표기]
[Yang, Byung-hyun. Digital Age Humanism. Seoul: Dongin, 2011. Print.]
. 해리 포터 시리즈에 나타난 종교적 의의: 죽음과 숭고한 사랑 .
문학과 종교 18.2 (2013): 113-44. [ 해리 포터 시리즈 로 표기]
[

. “Religious Significance in the Harry Potter Series: Death and
Sublime Love.” Literature and Religion 18.2 (2013): 113-44. Print.
. <아바타>를 통해 본 자연종교와 청교도 정신의 융합 . 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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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15.3 (2010): 41-65. [ 아바타 로 표기]
[

. “The Fusion of Religion of Nature and Protestant Virtues in
Avatar.” Literature and Religion 15.3 (2010): 41-65. Print.

Webb, Eugene. The Plays of Samuel Beckett. Seattle: U of Washington P,
1972. Print.
9) 논문의 분량은 A4용지 12쪽 내・외로 한다.
10) 모든 논문의 앞에는 영문 요약(10∼15행)을, 뒤에는 국문 요약(10∼15
행)을 첨부해야 한다.
11) 영문원고와 영문요약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아 제출
한다.
12) 영문 및 국문 요약의 아래에는 논문의 주제어 5∼10개를 각각 명기해야
한다.
13)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와 교신 및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하며, 동시에 소속을 명시하여야 한다.
14) 게재 논문 저자의 영문 성명은 다음의 예를 따라 표기한다.
(예: Gil-dong Hong)
15) 논문의 앞에 영문 요약(10∼15행)을 첨부한 후에 하단에 연구자의 정보
를 기입한다. 국문 요약(10∼15행)은 논문의 맨 뒤에 첨부한다.
16) 본 학회지는 Open Access Journal로 다음의 문구를 명시한다.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이 도서의 판권 및 저작권은 한국문학과종교학회의 소유임으로 무단 전
재나 복사를 금합니다.
17) 본 학회지는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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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1. 본 규정은 1999년 9월 30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2. 1차 규정개정: 2001년 4월 30일
3. 2차 규정개정: 2006년 2월 14일
4. 3차 규정개정: 2008년 9월 17일
5. 4차 규정개정: 2011년 7월 14일
6. 5차 규정개정: 2013년 9월 28일
(단 2013년의 경우는 제3호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7. 6차 규정개정: 2014년 8월 21일
8. 7차 규정개정: 2015년 8월 20일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년 8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학과종교학회(이하 본 학회)의 연구와 학술 활동이 문

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수월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연구와 논문
작성 시 건전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적 선언)

1. 본 학회는 학술활동과 학자의 양심에 책임을 다하는 연구를 지지한다.
2.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학술 활동에 있어 날조, 위조, 표절 등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직․간접적 부정행위를 배제하며 이를 부인한다. 만약 이
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본 학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연구 발표물로서의 자격
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본 학회는 이중투고를 금지하며 공동연구에 있어 합리적 저자 배분과 공정한
권리배분을 권장하고 지지한다.
4. 본 학회는 모든 학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참여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연구의
학문성이 높아지는 것을 지지한다.
5. 본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
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본 학회는 타 학술기관이나 학술 활동에서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이
나 학술활동에서 보편적 연구 윤리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쟁점이 발생한 경
우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되었다는 고발이나 정황이 발생하였을 때, 5인 이
상 회원의 요청과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 학회의 회장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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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이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의 위원회로서 그 사
안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존속한다. 본 학회의 전임 회장이 이 위원회의 위원
장이 되고, 편집위원장과 총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역
대 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6. 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그 활동을 종료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내용)

1. 위원회는 해당 건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승인: 기존의 연구가 모든 점에서 혐의 없음.
2) 조건부 승인: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심각하게 위반되
지 않지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보완 후 재심사: 기존의 연구가 상당하게 본 학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충
돌한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연구의 가치가 있고 보완의 가능성이 있음.
4) 부결: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심각하게 충돌되거나 윤리적
도덕적 책임과 현저하게 충돌되기에 본 학회의 연구물로서 인정될 수 없음.
5) 기존의 연구가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공동저자 포함)에 대하
여 향후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영구 금지하고, 회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함.
학술지에 게재 후 부결 판정되었을 시 해당 논문을 온라인 탑재에서 내리
고, 학회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하며,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관련 사
항을 통보함. (단, 2014년도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교육부 훈령 제60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4.3.24)에 의거 동 훈령 제24조 ‘조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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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한 후속조치’ 규정을 소급적용한다.)
2.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5조(기타)

1. 연구윤리 위반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3. 윤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로 하여금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투고자 및 심
사자를 위한 이행 점검표(Check List)를 작성하고 확인하도록 지속적으로 요
청한다.
5.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투고자 및 심사자를 위한 이행 점검표(Check List)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사전심사에서 투고논문의 주제어를 포함한 관련 핵심 주제
들을 국·내외의 각종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하여 조사한다.
2) 편집위원장은 사전심사에서 투고논문의 본문 내용과 인용문헌(Works
Cited) 자료에 대하여 국내·외 자료를 통해 표절여부를 조사한다.
3) 편집위원장은 사전심사와는 별도로 논문의 게재 확정 이전에 KCI 유사도
검사 시스템을 통하여 투고논문의 제목, 주제어, 인용문, 본문 등의 유사
도를 재조사한다.
6.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회의 참석을 통하여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점
검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4년 6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15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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