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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 소설과 생태주의(Ecologism)

- 貞明황후와 昭和천황의 모자관계 -

구 자 희 (경원대학교)

1.생태주의- 그 이론과 전망 

 최근 두되고 있는 ‘자연’, ‘환경’, ‘생태’라는 단어는 인간과 자연이 오랜 세월 

공유해 온 양자 간 균형의 파괴와 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카프라가 언급한 바 있듯이 

과학 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결과 인류의 존립 근거인 자연에 한 지

배, 량 생산과 소비 등의 요인과 산업중심주의적 활동이 전 지구적인 생존의 위기를 몰

고 온 것이다.1) 이러한 위기의식의 근저에는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의 법칙, 즉 생물

학적 법칙을 따름으로써 자연생태계의 교란을 저지해야 한다는 사고가 내재해 있다. 자연이 

보내는 환경파괴의 다양한 신호를 감지하고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윤리관계를 확립하여 생

명력의 확충을 위한 심리적인 차원의 의식전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환경파괴의 현실 속에서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식적인 전환과 심리적인 

활동, 그리고 새로운 윤리체계 형성을 확립하고자하는 일련의 움직임과 세계관 일체를 윌리

엄 하워드(W.Howarth)는 ‘생태의식’(Ecologism)으로 총칭한다.2) 이때 하워드는 ‘환

경’과 ‘생태’의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즉, ‘환경’(Environment)은 우리 인간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아닌 환경의 모든 것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음을 암시하는 인간 중심적

인 개념임을 지적하면서 ‘환경’이라는 단어 신에 ‘생태’라는 단어를 통해 상호독립

적인 공동체, 통합체계, 조직부분간의 강력한 연결 의식을 강조한다. 이른바 생태의식은 일

원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생명체와 인간을 둘러싼 만물간의 통합적 연결 그물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태의식의 근간을 이루

고 있는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의 것은 모두 생태의식적 견지에서는 동일하게 평등하며 개

체와 개체 사이에 어떠한 계급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명평등주의’가 그것이다. 이

러한 평등주의는 생명체의 원성을 인식함을 특징으로 하여 모든 존재하는 것은 어디론가 

1) 카프라(F.Capra),김용정·김동광 역, 『생명의 그늘』,범양사,1998,53-56쪽

2) Hdwarth W. Some Principl of Ecocriticism , The Ecocriticism Reader, The University of Geogia Press,1996. 

p.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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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옮길 뿐이라는 일종의 윤회론에 입각해 있다.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세

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연의 소유주로서 군림하던 자세를 버리고 자연과 인간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공동체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네 네스에 의해 보다 체계화

된 ‘심층생태론’(Deep Ecology)3)은 이러한 세계관에 입각하여 문학생태학(Literary 

Ecology)4)의 한 범주로 이를 제시한다. 네스는 논문을 발표할 당시의 환경운동을 ‘표층생

태학’(Shallow- Ecology)과 ‘심층생태학(Deep-Ecology)으로 엄격히 구분 짓는다. 즉, 전

자는 정부나 산업체, 학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어 공해

문제나 자원고갈 같은 일반적인 환경문제를 그 상으로 삼을 뿐, 근본적인 환경문제 해결

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비판한다. 따라서 표층생태론은 경제발전이나 성장의 

관점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자연을 도구적 가치나 사용적 가치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

간중심적인 관점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반면 심층생태론은 경제발전이나 성장에 회의

를 갖고 경제발전이나 성장보다는 오히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

력하는, 보다 포괄적이며 종교적이며 철학적인 세계관에 입각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연결망으로 간주하면서 모든 생

물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을 생명이라는 그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 각 개인들이 전체로써의 우주에 속해 있다는 생각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호관계, 현재의 세 와 미래 세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일부라

는 관점에서 본질에 한 심오한 물음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본질에 근접하기 위해 네

스는 인간 스스로가 자연과 상호연관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자아실

현’(Self - realization)과 모든 생명체가 상호 연관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임을 강조하는 

‘생명중심적 평등’(Biocentric Equality)을 제시한다.5) 

  생태의식의 두 번째 측면은 폭력적 사회의 비인간적인 양태와 지배 세력의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양태에 한 인간의 의식적인 저항과 이의 극복을 위한 심리적인 측면과 실천적

인 행동양식을 모두 아우르는 입장이다. 즉 , 폭력적인 사회를 전제로 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저항의식의 확보와 나아가 실천적인 행동까지를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생태론’(Social Ecology)은 메레이 북친(M.Bookchin)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생태위기의 원인이 경쟁적인 시장이데올로기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인류는 

무제한적인 상장을 진보와 동일시하 고, 자연에 한 지배를 ‘문명’과 동일한 것으로 간

주함으로써 이것이 자연에 한 착취로 이어지고, 그 결과 지구는 생태적인 위기에 처하게 

3) Naess Arne,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Deep Ecology for 21st Century , 

Boston Shambhala ,1995,

4) ‘문학생태학’은 조셉 미커(Josep Meeker)가 정립한 개념으로 문학과 생태학의 연계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자연과 인간

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의 바람직한 관계를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는 현 인류가 겪고 있는 생태위기의 주요한 

안으로 문학이 생태학의 접점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Meeker Joseph W.  The Comedy of Survival,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1974 .

5) 이러한 주장은 빌 드볼(Bill Devall)과 조지 세션(George Session)에 의해 보다 구체화된다. 즉 ‘자아실현’은 기존의 

철학적 관점과는 달리 인간과 자연이 하나를 이루는 경지, 동양의 ‘물아일체’의 경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

든 것을 하나의 유기체 또는 실체로 인지하여 인간이 자연에게 가하는 횡포가 반드시 인간에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다는 ‘생명중심적 평등’은 이들이 제시한 ‘심오한 질문’ 8가지 항목에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Devall & Sessions, 

Deep Ecology : Living as if Nature Mattered , Gibbs Smith Publisher,1985.pp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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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위계’(Hierarchy)에 한 인간의 왜곡된 의식이 인류가 당면한 

생태위기의 핵심이라 간주하고 있는 북친 역시, 자연을 결코 과학기술이나 이성과 같은 문

화적인 요소로서의 상이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그는 사회

의 역사는 사회화 과정 그 자체 속에서 형성되듯이 자연의 역사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된 

질서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고 이때 필요한 생태의식을 ‘전일성’(Wholeness)이라 명명한

다.6) 이것은 생태계의 다양한 유기적 생명체들이 이른바 ‘자기지시적 존재’(self 

directive being ) 로서 공생하며 상호관계를 형성하여 일정한 진화의 방향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사물에 내재해 있는 본성에 도달하는 것이며 나아가 역사를 이해하는 방

법론으로 한 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생태론에 입각

하여 자연을 규정해 본다면 그것은 창조적이며, 상보적이며 비옥한 진화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는 생태적인 복합성과 풍요로움이 커질수록 고양되는 ‘자유’의 논리로 설명가

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 논리는 비위계적인 사회에서 경쟁이 아니라 상보

성에 기본을 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듦으로써 가능하다는 새로운 감수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생태론의 궁극적인 입지는 현 인류의 생태위기를 개인적인 의식의 차원만이 아니라 나

아가 사회공동체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의식의 세 번째 측면은 사회의 지배와 자연의 연관을 고찰하는 접근방식으로 그 출

발은 사회생태론의 견지에 입각해 있는 ‘생태페미니즘’(Eco- Feminism)이다. 그러나 사

회생태론이 생태위기를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지배와 위계의 형태로 보고 ,이의 극복을 위해 

자유주의적 아나키즘의 세계를 건설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에 한 억

압을 사회적 지배의 주요 유형으로 보고 여성의 억압과 자연의 억압 사이의 접한 연관을 

규명하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수잔 그리핀(Susan Griffin)을 중심으로 벨 프룸우드

(Val Plumwood), 캐롤 길리건(Carol Gillgan), 넬 노딩스(Nel Noddings),사라 루딕(Sara 

Ruddick)은 남성중심적 사고가 가져온 현재의 억압과 위기를 생태위기의 핵심으로 간주하

면서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여성 특유의 신뢰할만한 방식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7) 즉 인간 중심적 가치관이 자행해 온 생태위기의 현실과 오랜 세월 가부

장적 사회에서 억압당하고 폄하 당한 여성성이 동일한 범주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자연, 육체, 감정 등 가부장적 문화가 폄하해 왔던 것들을 재평가하고 찬미하는 것에 기반

을 둔 안적인 여성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일체의 생태위기를 해결하려는 취지를 견지하고 

있다. 이른바 ‘문화적 생태페미니즘’이라 불리는 이러한 입장은 현실의 개체들의 관계성

에 기반을 둔 ‘돌봄’(caring)의 윤리와 ‘여성 신성(spirituality) 운동’을 제시하면서 자

연과 여성만이 지닐 수 있는 따스하고 신성한 포용력이야 말로 현 인류가 당면한 생태위기

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체계와 감수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도덕 법칙, 권리, 

6) Bookchin M , The Ecology of Freedom , Palo Alto: Cheshire Books,1982, p.120.

7) Griffin Susan ,Woman & Nature, N.Y,;Happer & Row,1978 

   Plumwood Val,Women, Humanity & Nature, London:Routledge,1990

   Gilligan Carol,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1982.

   Nodding Nel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 Moral Education, Berkely:University of Califonia 

Press,1984.

   Ruddick Sara, Maternal Thinking ,New York : Ballantine Books,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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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정의 등과 같은 전통적인 윤리개념들을 이익이 상충하는 세계, 그래서 정의의 요구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세계, 또한 도덕과 이기주의가 충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반면 ‘돌봄의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권리와 의무 신에 타인에 한 배려가 있

는 사회임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세계는 ‘모성’과 ‘우정’을 통해 전통적 사회가 만들어 

낸 생태위기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안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여성신성운동’은 고  

여신의 풍요로운 이미지와 생명을 주관하는 존재로서의 이미지를 통해 생태위기의 극복가

능성을 제시한다. 여성, 지구, 자연을 신성한 존재로 바라볼 때 그 극복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막연한 감수성만으로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한 회의는 문화적 

생태페미니즘이 ‘여성/남성’, ‘전통/현 ’ 라는 또 다른 이원론적 세계관을 노정하여 

생태의식의 본질인 일원론적 가치관과 배리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캐런 워런(Karren 

Warren)은 문화적 생태여성주의자들이 견지하는 막연한 발상을 비판하면서 생태여성주의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연에 한 인간의 지배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다. 전통적 가부장제에 의해 희생당한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일한 맥락에서 노인, 장애

인, 유색인종에 한 억압과 편견, 나아가 강 국의 약소국에 한 지배, 제3세계의 문제 

등이 모두 생태위기의 선상에서 이해되고 해결되어야 함을 ‘제 3의 물결’(the third 

wave of feminism)인 ‘비판적 생태페미니즘’을 통해 제시한다.8) 기존의 생태페미니즘이 

오히려 여성중심주의라는 새로운 지배이론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보다 

다원론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생태위기를 인지하고 극복 안 역시 ‘돌봄’이나 ‘여성신

성’의 관념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실천 운동에 해 고민해야 함을 역설하

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레글러(Gretchen T.Legler)에 의해 ‘포스트모던 목

가’(postmodren pastoral)이란 에코페미니즘적 글쓰기 방식이 두되었다.9) 그는 자연을 

살아있는 주체로 간주하고 욕망하는 주체로 형상화하여 우정과 돌봄으로 생태위기를 극복

하며, 자연에 한 지식창조의 과정을 정신이 아닌 육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창작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생태의식의 유형은 사실은 동일한 세계관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은 생태의식이 출발점이 이원론적 가치관의 팽배가 가져온 산업화의 후유증에 

있으며 현재 인류가 체감하고 있는 위기의식 역시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만이 아니라 자연

을 지배의 상으로 간주했을 때 발생하는 각종 억압과 부조리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나아

가 이러한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안으로 생태페미니즘적 생태의식을 견지하는데 있

다는 ‘비판적 생태페미니즘’의 주장은 일견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에 발생한 

생태위기의 다양한 양상이 결국은 생태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세계관이자 문학적 방법론

에 의해 모두 극복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양상이 한국 현  소설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치환되었고, 반 되고 있는지를 추정해 보는 것은 생태의식이 단순히 환경문제나 

자연파괴의 모순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인류가 당면한 생태위기 일체를 의미하고 있

8) Warren Karren,Ecological Feminism, London ; Routledge,1994.

9) Gretchen T. Legler, Ecofeminist Literary Criticism , Ecofeminism; Women, Cuture, Nature, by Warren Karen J.,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1997.p.2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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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확일 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생명의 평등성’을 향한 ‘자아실현’

2.1 표층적 생태위기에 한 인식

 

 한국 현  소설의 경우 생태위기의 양상을 감지하고 있는 현  소설은 주로 1970년  이

후에 등장한다. 그것은 산업화를 추구하고 경제 성장 우선의 정치적 ,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무엇보다도 60년  이후 경제 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무분별하게 조성한 

각종 산업단지, 원자력 발전소 등이 그 내재된 문제들을 표층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

문이다. 이를 인식하여 기, 토양, 수질 오염의 심각한 문제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등장하

는데 조세희, <기계도시>,(1977)10)와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11)(1977),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1979)12) 등이 그것이다. 

 공단도시의 기오염과 이를 둘러싼 생태위기의 모습을 제시한 <기계도시>와 <잘못은 신

에게도 있다>는 은강시의 노동자들이 감지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주인공 윤호의 체험을 

통해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 주의 아들인 윤호는 삼수생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기에 은강시가 겪고 있는 가난과 고통을 ‘검은 기계로 가득 찬 도시’이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불결한 공간으로 자신과는 별개의 곳으로 여긴다. 그러나 은강시에 살고 있

는 노동자 난장이의 죽음을 직면한 후 미국제 냉방기 덕에 더위라고는 모르는 자신과는 달

리 기계를 돌리기 위해 폭염 속에서 일하는 난장이 아들의 불공평한 현실에 한 심한 갈

등과 혼란을 겪는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윤호가 배운 Poverty는 단지 시사용어 으며 

Population, Pollution을 동시에 3P로 암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난장이의 죽음을 

겪고부터는 불공평한 현실이 난장이 죽음의 원인임을 감지한다. 나아가 은강시 전체가 겪고 

있는 기오염과 하천오염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그곳 공기 속에서는 유독 가스와 매연, 그리고 분진이 섞여 있다. 모든 공장이 제품 생

산량에 비례하는 흑갈색, 황갈색의 폐수, 폐유를 하천으로 토해낸다. 상류에서 나온 공장 

폐수는 다른 공장의 용수로 다시 쓰이고 다시 토해져 흘러 내려가다 바다로 들어간다. 은

강 내항은 썩은 바다로 괴어 있다. 공장 주변의 생물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13)

  은강 노동자들은 똑같은 생활을 했다. 좋지 못한 음식을 먹고, 좋지 못한 옷을 입고, 건

강하지 못한 몸으로 환경, 더러운 동에, 더러운 집에서 살았다. 나는 주변의 아이들이 자라

면서 나타낼 질병의 증세를 생각했다. 은강공업 지역이 저기압권에 들면 여러 공장에서 뿜

어내는 유독가스가 지상으로 깔리며 기를 오염시켰다.14)

10) 조세희, <기계도시>,<<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성과 힘,2000   

11) 조세희,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성과 힘,2000

12)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김원일 문학상 수상 작품집>>,훈민정음,1993

13) 조세희,<기계도시>,p.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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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도시>에서 윤호가 바라본 은강시의 현실은 환경문제에 한 고려가 없는 공장의 횡

포로 인해 발생한 기오염과 수질오염의 모습으로 가시화 되어 궁극적으로 바다의 생명체

를 파괴하고 있는 현실로 이어진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역시 이러한 오염의 심각성을 

노동자인 ‘나’의 시각으로 오염의 실태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나’가 인식하는 오염

은  기 오염 그 자체이기보다는 아이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각종 공해병에 노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호가 바라보는 ‘검은 도시’의 모습과 ‘나’가 원망하는 ‘신’의 

실체는 모두 독점적인 이익에 혈안이 된 공장 경 자의 이기성에 있다는 것이 이 두 작품

의 문제의식이다.15) 이른바 공생의 원리에 입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 자의 이기적인 속성

을 윤호는 인식하고 , 은강 주민들에게 ‘잠들기 전에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여 가스와 매

연이 내륙으로 다시 주거지로 불지 않기만을 바라는’ 행위에서 벗어나 하루에 수십 톤 씩 

방류하는 폐수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리고 단체를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은강시의 생태위기의 원인은 경 자의 생태의식의 부재와 환경문제를 지

도하고 감독할 공무원이 터무니없는 인원부족을 이유로 감독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도 아울러 제시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의 생태의식의 촉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이러한 국가적인 생태의식의 부재를 동진강 하구의 

기와 수질 오염을 통해 반 하고 있다. 화학공장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단이 들어선 후, 석

교마을은 ‘병풍처럼 마을 뒤를 가렸던 소나무 숲은 매연으로 이미 고사해 버린 민둥산으

로 벌겋게’되고 만다. 

  여기저기 불쑥 솟아오른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 올랐다. 검은 연기, 노란 연기, 회색 연기

가 바닷바람에 날려 시내 쪽으로 꼬리를 늘이고 있었다. 저 공장들 중 집진기가 제 로 가

동되는 공장이 거의 없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고장으로 집진기가 못쓰게 되었거나 노후화

되어 성능이 부실하다 보니 있으나 마나한 매연 책이었다.16)

병국이 바라보고 있는 석교마을의 기오염의 현실은 “여보게 젊은 양반 , 이 가래침을 

한번 보게. 새까맣지 않을 만하더라도 기관지를 앓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네. 이게 어디 

사람 살 동넨가 말일세”(p.118)는 임 감의 발화를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한편 기오염

만큼이나 심각한 하천의 오염은 동진강가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도요새의 도래를 막

고, 심지어 물고기와 조류 등의 다양한 생명체의 죽음을 초래한다. 이러한 생태위기에 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각성한 병국은 동진강 하류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석교공장에서 방류하

는 폐수에 문제가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오히려 군사통제

구역을 침범한 죄로 군 에게 억류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환경문제를 군 가 관여한다는 아

이러니한 상황과 석교공장장의 ‘폐수즘 흘려 보내 물고기와 새가 죽는 것이 수이냐, 경

14) 조세희,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p.218

15) 이러한 문제의식은 일견 사회생태론적인 견지에서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작가가 감지하고 있는 

표층적인 생태위기의 일면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일축하기로 한다. 

16)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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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적인 일을 방해한다’는 분노 섞인 발화를 통해 표층적인 생태위기

의 이면에 내재하는 억압과 지배라는 이원론적 이데올로기의 횡포를 간파할 수 있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처럼 우리가 표층적으로 확인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위기의 심층

적인 측면에는 심층생태론에서 제기하는 생명 중심적 평등에 한 인식의 부재가 그 원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2 심층적 생태위기에 한 인식

 네스는 표층적인 환경 오염 문제를 논하는 것은 생태의식적 차원에 근접하지 못한 단계이

며,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루되 피상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 표층구조 아래 근저한 문제

의식을 새로운 철학적 세계관을 기초로 인식하여 그 극복 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것은 드볼과 세션이 구체화한 바처럼 생태권에 존재하는 유기체는 상호 연관되어 있

는 한 부분으로써 본질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생명의 평등성’에 한 인

식이다. 나아가 이러한 생명의 평등성에 입각하여 동등한 관계의 파괴가 초래한 생태위기를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으로써 ‘자아실현’으로 집약할 수 있다.  

 심층생태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의 평등성’에 한 인식은 한수산의 <침

묵>(1997)17), 정태언의 <목화밭>(2008)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침묵>은 인간중심적 사고

와 생명 경시에 한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작품으로 도시 고층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에 한 부정적인 인식을 통해 생태위기의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고급주택의 개념으로 등장한 고층아파트와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특권의식이 

소외된 주변에 한 무관심과 아이들의 무례를 조장하고 나아가 생명체를 단지 놀이도구로 

인식하는 비정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내용을 형상화하고 있다. 무료한 일상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선택한 것은 고층에서 병아리를 떨어뜨리는 놀이를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저층에서 놀이를 하지만 더한 재미를 위해  아이들은 옥상에서의 

놀이를 계획하고 하강놀이에 사용할 병아리를 사기 위해 택시를 타고 시내백화점에 몰려간

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병아리에 해 생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할머니의 “머할 건고? 키

워서 알 내먹을라고?”(p.310)라는 물음에 아이들은 “우리는 병아리랑 놀아요. 친구한단 

말예요”(p.310)라면서 낄낄거린다. 물론 할머니는 아이들이 병아리랑 놀이하는 것이 하강

놀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 병아리의 생태성이 아이들의 유희의 도구로 변질되어 있는 반

생태적 상황이자 생태위기의 한 단면으로 , 아이들이 친구라고 인식하고 있는 병아리의 생

명에 해서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다.  아이들에게 병아리는 

쓰다가 질리면 곧 다른 것으로 체되는 일회적인 용품으로 물화되고 있다. 이것이 심층생

태론에서 우려하는 생태위기의 본질이자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반생태성은 옥상

에서의 놀이가 병아리의 죽음으로 이어져 실망을 하게 된 아이들이 다시 저층에서의 놀이

17) 한수산, <침묵>,<<77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1>>,문학사상사,1997

18) 정태언,<목화밭>,<<문학사상>>,200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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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병아리를 죽이지 않고  여러 번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에서 

더욱 극 화된다.  

  하지만 작품 말미에서 3호집 여자 아이가 “ 난 이걸 기를 테다. 우리 집에는 새장이 있

거든. 우리 아빠가 사온 거야”(p.315)라며 놀이의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심층생태론에서 확

보해야 할 생태의식의 본질을 가시화하고 있다. ‘계집애들은 배반자’라는 남자아이들의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3호집 여자아이는 다른 남자아이들과는 달리 

생명의 평등성에 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본능적인 모성에 기반한 것이라 할지

라도 이는 충분히 심층생태론적 생태의식의 전망으로 바라 볼 수 있다. 

  <목화밭>이라는 작품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위기는 유기된 개의 시체를 두고 이웃끼리 

신경전을 벌이다가 궁극적으로 ‘나’가 인적이 드문 밤에 동물병원 앞에 시체를 두고 온

다는 이야기 속에서 확인된다. 러시아 유학시절 우연히 면화사업에 뛰어든 후 실패를 겪은 

‘나’가 겪는 사건들은 개의 죽음과 관련을 맺는다. 연립주택 지하에 살고 있는 자신의 

집 창에 코를 디 고 킁킁 거리는 개를 보며 “예전에는 마당에서 키우던 개들인데 다세

로 지으면서 이리저리 떠도는 거래. 요즘은 젊은 애들이 키우다 버린 개도 많다니

까”(p.146)라고 말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유기견의 실태를 체감할 수 있다. 러시아 유학 시

절에 본 떠돌이 개들의 생존을 위한 모습과 현재 자신이의 집 앞에 버려진 검정봉투의 개

의 시체나 모두 인간과 함께 하는 존재 으나, 인간의 상황이나 필요에 의해 가장 참혹한 

꼴로 변모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버려진 개의 시체를 슬쩍 다른 집 앞에 두고 외

출 후 돌아온 ‘나’는 같은 자리로 되돌아 온 검정봉투를 발견하고 동물병원 앞에 두고 

오는 일로 의식의 혼란을 마무리한다.  이 작품은 심층생태론적 생태의식을 견지하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생명평등에 한 의식이 부재한 현 세태의 비정성을 

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심층생태론적 견지에서 이 작품을 이해한다면, 주인공이 면화사

업에 실패한 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도피하며 주변인으로 머물고 있는 현실, 즉  ‘나’

가 당면한 문제의 무게가 크다는 이유로 다른 생명체를 돌볼 여유가 없다는 식의 인간중심

주의에 한 경각심을 역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세상의 중심

이고 인간을 위해 자연이 존재한다는 발상에 한 각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모든 생명체는 하나이다’라는 인식하에 피폐해진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자아실현’의 과정에  입문하는 것만이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안이라는 

심층생태론의 입장은 정찬의 <별들의 냄새>(1994)1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들의 냄새>

는 기업 간부인 ‘나’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서 느끼는 허탈감을 상쇄하고자, 정신

과 전문의인 친구의 권유로 정신병동에서 현실로부터 일탈한 자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현실의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나’는 강문규라는 환자를 만나 그의 삶을 투

시함으로써 자신의 피폐해진 삶을 복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 그것은 강문규가 

별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은 한 주장을 할 때의 행복한 모습에 신비로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강문규는 평범한 은행직원이었으나 교통사고 후, 갑자기 예민해진 후각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다. ‘사방이 막혀있는 사무실에서 무언가 부패하는 냄새

19) 정찬,<별들의 냄새>,<<아늑한 길>>,문학과 지성사,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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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지하게 된 ‘나’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근처 꽃집에 가서 답답해진 가슴’

을 치유하는데 꽃향기가 답답한 그의 가슴을 환하게 만들어 주곤 했던 것이다. 서로에 

한 가식과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현실은 부패한 냄새로 강문규를 자극했고, ‘꽃’이라는 

자연물이 그러한 강문규의 고통을 잠재웠던 것이다. 

 강문규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생태의식은 자연으로의 회귀만이 생태위기의 현실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자아실현’의 모습에 있다. 이렇듯 우주의 근원인 자연으로의 회귀만이 현

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안이라 인식하고 있는 강문규는 더 이상 문명인으로 

사는 것이 두려워 졌고, 매사가 이원론적 잣 로 규명되어 있는 문명사회에서 분리되어 정

신병동에 들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강문규는 가족과 직장이 있는 사회현실로 

회귀하고자 냄새를 더 이상 맡을 수 없다는 극단적인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모습이 역설적이게도 그를 병동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자연으로의 회귀만이 현실의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안임을 알고는 있지만 문명사회에 한 미련을 버리지 못

하는 강문규를 통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위기에 한 딜레마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눈에는 이기심이라는 천박한 욕망을 최  미덕으로 인정하는 자본주의라는 

사회가 그렇게 보이네.지금 도처에 강물이 섞고, 바다가 오염되고, 하늘이 시커멓게 변해가

는 이유가 뭔가? 인간의 욕망이지. 그동안 우리들은 눈앞의 풍요를 위해 산과 강을 마구 파

괴시켰네. 자연이란 인간의 어머니네. 자연 속에서 태어나 ,자연이 만들어내는 공기 속에서 

숨쉬고, 어머니의 맑은 피와 물을 마시며, 달디단 과실과 곡식으로 배를 채우지.20)

 이는 의사인 ‘나’의 친구가 인간의 욕망과 경쟁이 오늘날의 환경문제와 이로 인한 생태

위기를 가져왔음을 피력하는 장면이다. 아울러 ‘나’가 성공한 문명사회의 일원으로서 자

부심과 우월감을 지니고 이 병원에 들어와 자신의 성공을 확인받고 스스로 정상적인 상태

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태도에 한 비판이기도 하다. 나아가 인간이 천박해진 이유는 바로 

문명사회로 인한 것이니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자연의 원초적인 모습을 담지하고 이를 지

향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생태의식은 심층생태론적 견지의 ‘자아실현’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나’는 병원을 나서면서 병원 안에 있는 그들보다 자신이 결코 

강하지 않다는 현실에 슬픔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강문규의 말처럼 사람들 사이에 향기를 

찾거나, 별의 냄새에 해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걷는 거리에, 우리가 마주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어떤 향기가 있을까?”(p.58)를 고민한다. 이것은 나 역시 ‘자아실

현’을 향해 나아 가고 있는 것으로 ‘나’가 인식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는 분명 각기 다른 어떤 향기가 있다는 것이다. 즉 

‘나’는 사물들이 혹은 인간들의 관계가 더 이상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식을 

지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네스가 언급한 모든 생명체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심층

생태론의 생태의식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20) 정찬,<별들의 냄새>,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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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심층생태론의 입지는 표층적인 환경오염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그 

심층적인 원인을 생명의 평등성에 한 인식 부재로 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안으로 

자아실현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 한국 현  소설의 경향 역시 이러한 모습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심층생태론적 생태의식이 견지하는 다소 막연한 생명의 평등성에 한 

개념이 작품성의 리얼리티를 훼손하거나, 도식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동시

에 발견할 수 있다. 

3.‘위계’적 존재에서 ‘자기지시적 존재’로 

3.1 ‘위계’와 ‘욕망’의 생태위기

 머레이 북친이 확보하고 있는 생태위기의 현실은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온 ‘인간의 인간

에 한 지배’적 질서에 따른 ‘위계’적 사회와 그러한 사회의 동인이 된 인간의 이기적

인 욕망에 기인한다. 북친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인간의 인간에 한 지배’는 수위가 

높아졌고,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맞닿은 지배욕은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해체시키고 결국

은 공동체를 파괴하기에 이르렀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인간에 한 지배적인 위치에 서게 

된  국가, 지배계급, 우월적 인식에 빠진 인종들은 인간에 한 지배를 넘어서 자연에 한 

지배를 자행하게 되었다. 즉 , 국토의 마구잡이식 개발 , 기업을 중심으로 한 비윤리적인 

환경정신, 나아가 과학 기술에 한 맹신 등이 자연에 한 인간의 지배를 확고히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배적인 태도와 위계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만이 생태사회로 가는 

지름길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인간에 한 지배욕으로 인해 초래되

는 생태위기의 모순은 한정희 <불타는 폐선>(1989)21), 한승원,<황소개구리>(1997)22), 우한

용<불바람>(1989)23), 문순태의 <낯선 귀향>(1992)2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타는 폐선>은 아버지가 점술가라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낸 

박인원이 성공에 한 야망을 통해 기업의 간부가 되어서도 더 높은 직위에 한 갈망으

로 인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노정되는 생태위기에 주목하고 있

는 작품이다. 즉 고철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산업폐기물까지 수입해 준다면 낮은 가격에 물

건을 팔겠다는 상 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박인원은 거듭 곤란한 국면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을 함께 수출하려는 상 국의 태도, 혹시 모를 책임이 두려워 모든 

책임을 박인원에게 전가하는 젊은 사장, 자신의 출세라는 이기적인 욕망에 빠져 모든 것을 

감수하려는 박인원, 모두 위계와 이기적인 욕망에 천착되어 있는 것이다. 급기야 중금속물

질을 비오는 날을 골라 땅에 파묻어버리면서 “땅이 생명을 좀먹어 들고, 나아가서 먹이 

연쇄에 의해 결국은 인체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중금속의 무서운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어찌 되었건 일을 해치웠다는 만족감이 그를 적셨다”(p.220)는 박인원의 내면

21) 한정희, <불타는 폐선>,<<녹색환경소설집>>,문예산책,1995

22) 한승원,<황소개구리>,<<검은댕기두루미>>,문이당,1999

23) 우한용, <불바람>,<<불바람>>,청한출판사,1989

24) 문순태,<낯선 귀향>,<<시간의 샘물>>,실천출판사,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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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생태론에서 제기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한 생태위기적 측면을 반 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박인원의 욕망은 산업폐기물의 처리 도중 질식으로 여러 노동자들이  쓰러지

는 사건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게 된다. 끝까지 욕망을 버리지 못하던 박인원은 오래전에 

헤어진 여동생이 중금속중독으로 죽음에 이르는 현실과 오 기자의 끈질긴 추궁으로 산업폐

기물에 한 불법처리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파국을 맞는다. 사회생태론적인 시각에 의거

하면 이러한 위계적 태도와 이기적 욕망이야 말로 생태위기의 현실 그 자체를 반 하고 있

는 것이다. 

 <황소개구리는> 욕망에 불타는 인간들이 서로에 한 지배욕을 불태우는 과정을 황소개구

리를 포획하는 장면에 투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비교적 성공한 건축업자인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출로 인해 홀어머니로부터 양육되었던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음에도 불

구하고 자신 역시 여직원과 오랜 세월 불륜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여직원이 임신 사

실을 숨기고자 다른 청년과 결혼을 하자 그의 삶은 적의와 살의에 빠져든다. 부적절한 자

신의 욕망을 견지하고자 청년을 적 시하고 심지어 황소개구리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여직

원의 남편이 된 청년에게 살의까지 품게 된다. 이렇듯 왜곡된 ‘그’의 욕망은 강자로 분

한 청년에 의해 억압되고 만다. 즉 청년 역시 아내의 불륜과 사장의 그릇된 욕망을  감지

하고 ‘그’를 공격하면서 청년이 가진 욕망의 실체가 노정이 된다. “젊은이는 그의 얼굴

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그 눈길 속에는 ‘당신은 이제 끝났어요. 나이를 생각하세요. 주제

를 파악하세요’하는 말이 들어있었다”(p275) 는 ‘그’의 진술은 청년이 느끼는 분노이

자 새로운 위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욕망임을 입증한다. 다시 말해 ‘덩치 큰 수놈’으

로 설정된 황소개구리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지 않

고 사장이라는 혹은 연배가 있다는 지배적 위치에서 청년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그'를 의

미한다.  이렇듯 이 작품에 반 되어 있는 생태위기는 각자가 견지하고 있는 욕망의 크기

로 상 를 제압해서 위계적으로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려는 인간들의 모습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황소개구리라는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다소 경직될 수 있는 생태위기의 현실

을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사회생태론적 생태의식이 지니는 다소 교조적인 측면에서 벗어

나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불바람>과 <낯선 귀향>은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되는 과정과 건립 후에 원전 직원과 마

을 주민들이 겪는 방사능 오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불바람>은 유학을 하여 원자력을 

공부하고 돌아온 남편 성득이 발전소 홍보부장이 된 이후로 병약한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

과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의 우울한 일상이 거 한 원자로의 위용과 조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만 건립되면 거기 부수되는 관련 산업이 육성된다는 발전소 측의 선전에 마을

주민들은 들떴지만  땅값의 상승, 유흥가의 범람, 등으로 오히려 마을의 공동체의식은 파괴

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마을의 분위기는 서로가 유리한 위치에서 보상을 받고 자신만이 

생존권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위계에 한 치열한 다툼 속에 생태위기를 노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소가 들어설 무렵의 흥분은 원전 직원에게 접한 ‘굴 한접시’에 의

해 한순간 혐오와 불신으로 변모하게 된다. “갯바위에서 딴 굴이란 말이제? 사람을 죽일려

구 작정을 했능갑만!”(p.294)라며 굴접시를 주인 얼굴에 던지는 원전 직원의 모습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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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횡포 그 자체인 것이다. 사실 정부는 원자력을 공부한 유능한 연구원들에게 원자력 

발전소의 당위성만을 요구했을 뿐, 오염물질이나 방사능 유출에 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일방적인 국가의 태도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임이 반미시위와 반핵시위

를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 “원전을 들여 오는 데 엄청난 뇌물을 먹 다는 소문이 돌았다. 

미국에서는 한국을 자기들의 핵기지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이

다.”(p.294)는 시위 의 주장은 마을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급기야 반핵시위를 가속화하고, 

방사능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성득은 마을 사람들과 서울서 내려온 시위 학생들을 이끌고 

시위에 앞장서게 된다. 시위 의 주장 자체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원자력 발전소의 건립은 

마을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마을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어장을 망치는 등의 생태위기

를 가시적으로 노정하고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방사능 후유증을 앓고 있는 성득의 모

습이 마을주민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태위기를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생태

론적 생태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낯선 귀향>은 무뇌아를 낳은 사실이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보도되자 정순호 부부는 

오히려 원전 측과 과학기술처의 죄인을 다루는 듯한 추궁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으로 

곤혹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해 생태위기의 단면을 제시한다. 정부나 원전 측은  그들이 낳

은 무뇌아에 해 그 원인을 규명하여 원전의 책임여부를 가리기보다는 부부 개인의 사생

활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 든 것이다. 이러한 태도야 말로 

강자가 지니는 위압적 현실 그 자체인 것이다. 결국  학병원의 최종 결론은 이들 부부의 

무뇌아는 방사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아카바네병’이라 진단한다. 위계적 질서에

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 측은 무지한 정순호 부부의 문제 상황 정도는 얼마든지 합

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위기의 현실은 그러나 또 다른 위계의 싸움

으로 이어진다. 즉 이들 부부를 옹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반핵단체가 오히려 이들 부

부를 자신들의 이슈로 이용하려 함으로써 반핵단체들의 시위에  정순호 부부는 1년이나 끌

려 다니게 되는 것이다. 이후 정순호는  반핵단체도 원전도 국가도 모두 자신의 위계를 선

점하려 들 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인간의 인간에 

한 이러한 지배의식이 결국은 원전의 건립과 이로 인한 주변마을 공동체의 파괴, 그리고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질병과 무뇌아의 탄생 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현실은 모두 ‘위계’에 입각한 억압과 횡포에 기인해 있다는 사실에서 사회

생태론적인 생태위기의 단면을 투시할 수 있다.  

3.2 ‘전일성’(Wholeness)을 향한 ‘자기지시적 존재’(Self - directive being)의 출현

 

 사회생태론자인 북친은 인간과 자연의 막연한 공존을 주장하는 심층생태론자들과는 달리 

인간을 포함한 자연속의 생명체들은 자신이 속한 자연생태계의 다른 유기체들과 능동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상보적인 관계를 통해 진화함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는 사실

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때 ‘진화’란 다양성과 복합성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때 자유란 자연을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세계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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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스스로 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

는 생태계의 원칙을 사회생태론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즉 , 다양한 인

격, 경험, 직업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된 인간사회는 각 구성원들에 의한 호혜적인 연결망에 

의해 스스로 진화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를 ‘자기지시적 존재’라 명명

하고 이러한 개인에게 필요한 의식이 ‘전일성’임을 강조한다. 전일성이란 잠재되어 있는 

일체의 가능성이 통일적으로 수렴되어 현실화되는 것이다.25) 즉 리얼리즘 소설에서 말하는 

일종의 ‘문제적 인물’로서의 각성과 실천의지를 구현하는 인물이 ‘자기지시적 존재’이

며, 사회생태론이 지향하는 자유로운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식이 ‘전일성’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김원일의 <그곳에 이르는 먼 길>(1992)26)와 우한용의 <생명의 노래>(200

1)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5년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된 이후 이를 접한 한국인이 겪는 참혹상을 제시하고 이러

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사회에 해 비판적 성찰을 촉구하고 있는 작품이 <그곳에 이르

는 먼 길>이다. 이 작품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생태위기가 당 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미래까지 이어져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거 권력으로

서의 국가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극적인 역사의 희생자인 개인을 억압

함으로써 생태위기의 실상을 노정하고 있다. 원폭피해자인 정동칠 씨는 자신만이 아니라 아

들 순욱과 딸 순임 모두 원폭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서울의 병원에서 피폭자를 무료진단

하고 치료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 일가는 서울서 화가로 성공해 있는 동향 사람인 묘

산의 집을 찾아 무작정 상경한다. 묘산을 비롯한 묘산의 아내가 그들을 홀 하지만 순욱은 

진료에 한 희망을 품고 어렵사리 시내에 있는 병원을 찾아간다. 그러나 가는 도중 아버

지와 순임은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 행위에 지치고 , 급기야 신분증과 지닌 돈까지 소매치

기 당한다. 도시의 복잡한 메카니즘이 이들 일가를 기지사경으로 내몰고 겨우 찾아간 병원

의 까다로운 접수 절차와 진료 과정으로 인해 정동칠 노인의 증세는 점점 심해진다. 이러

한 현실이야 말로 북친이 제시하는 생태위기의 단면으로 인간이 제도나 절차에 의해 희생

되고 ,국가가 외면해온 역사의 희생자들이 로 가난과 질병을 세습하여 소외되는 현실을 

반 하여 ‘인간의 인간에 한 지배’가 가져온 모순을 보여준다.   

 한편 묘산의 딸 정혜는 ‘공생’에 한 의식을 지닌 인물이나 의식적  차원이 앞서 순욱

을 반일시위에 가담시킨다. 그러나 일본 사관도 한국 정부도 그 누구도 정동칠 일가의 비

극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반일시위에 참가한 정혜와 그의 친구들 역시 막연한 웅심리에서 

시위에 참가 했을 뿐이다. 

 

 “형 ,우리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해요” 책가방을  든 무가 씩 웃으며 순욱에게 말했다. 

 순욱은 답하지 않았다. 사관 정문 앞에서 뱃심 좋게 나올 때는 언제고 경위의 훈계에 

그만 풀이 죽어 곱송거리다 훈방을 시키자 잽싸게 빠져 나가는 학생들 꼴이 그의 눈에는 

뇌꼴쓰러웠다. 미꾸라지처럼 약아빠진 운동권 흉내쟁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28)

25) M.Bookchin,문순홍 역, <사회생태론의 철학>,솔출판사,1997.p.114-127

26) 김원일, <그 곳에 이르는 먼 길>,장락출판사,1995.

27) 우한용, <생명의 노래>,푸른 사상,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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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를 위시한 그의 친구들은 순욱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의 문제해결을 향해 공생의 원

리에 입각한 극복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향한 전일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순욱을 가십거리로 전락시킨다. 즉 권력의 억압 앞에서 바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학생 시위 는 전일성의 시선으로 순욱의 처지를 공감한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는 것

이다. 오히려 이 작품에서는 수동적으로 아버지의 피폭치료를 나섰던 순욱이 피폭자의 아픔

을 외면하는 정부와 빛 좋은 개살구 식의 피폭지원 정책의 기만을 통해 오히려 자기 스스

로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부각된다. 이른바 전

일성에 입각한 자기지시적 인물로의 변모를 보이는 것은 순욱이다. 그러나 일본 사관 앞

에서의 피해보상 요구 시위로 경찰서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순욱은 정동칠 노인이 위독하다

는 전갈을 받는다. 그리고 묘산부인의 홀  앞에서 순욱은 자신이 추구하는 자유와 균형의 

세계는 결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죽어가는 아버지와 급기야 분신자살로 치닫는 순욱의 행위는 

거 권력과 지배적인 질서로 위계화되어 있는 현실의 생태위기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 한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마는 것이다. 피폭자와 그 2세의 분신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

지로 이후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는 존재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순욱의 의지 자체는 전일성

에 입각한 자기지시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오히려 

생태의식을 소멸시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서 사회생태론적인 생태의식의 전망을 획득하

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생명의 노래>는 생태위기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자기지시적 존재

를 통해 북친이 추구하는 진화와 자유가 상생하는 생태사회에 한 인물의 확고한 생태의

식이 전일성을 획득하여 바람직한 생태사회의 안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장편이라는 

서사적 길이를 통해 각종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생태위기의 전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

도 하다. 배 윤이라는 인물은 청운동에 목장을 조성함으로써 수질과 토양오염을 초래하고 

급기야 온천과 골프장을 겸한 레저타운을 만들기 위해 관권과 야합하여  각종 부조리를 자

행한다. 사회생태론적 견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계에 한 욕망의 화신인 배 윤은 인간

에 한 지배를 통해 자연에 한 파괴를 일삼는 생태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아버지와는 달리 아들 배이오는 정의를 따르는 이상주의자로 아버지의 친구이자 

스승이 허순구 교수를 따라 환경오염 문제를 연구하고 각종 시위에 참가하지만 아버지를 

도와 청운 목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반생태적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그 아버지가  자

행하는 각종 생태위기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지시적 인물로 변모한다. 배이오는 환

경문제의 해결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신념하에 안면도 핵폐기물 반 시위에 참여하여 잔혹

하게 유린당하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위해 과감히 시위의 정면에 나선다. 이로 인해 불온분

자의 명단에 오르지만 그의 실천적 의지는 당국으로부터 핵폐기물 처리장의 철회라는 확답

을 얻어낸다. 이는 배이오가 자신을 둘러 싼 주변의 생태위기를 자신의 생태의식에 입각하

여 극복해 냄으로써 북친이 말하는 바람직한 자유와 진화를 이룬 것이다. 즉 ‘모든 생태

적 문제는 사회문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북친의 생태철학을 배이오를 통해 확인할 

28) 김원일, <그 곳에 이르는 먼 길>,p.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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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배이오의 생태의식은 허순구 교수의 자연의 다양성을 있는 그 로 보존해

야 한다는 이른바 공생의식과 만나서 바람직한 생태 공동체를 제시한다. 1장에서 언급한 

바처럼 북친이 궁극적인 안으로 제시하는 생태적 자유와 진화가 이루어 내는 생태사회는 

아나키즘적 공동체이다.  허순구는 청운동이 자생력을 회복하고 마을공동체가 이우러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환경시범마을’ 같은 것을 만들어 운 하자는 제안을 한다. 배이오

의 부인인 전산옥에게서 건강한 아이가 탄생하고 배이오는 아이를 위해 보다 생태적인 공

간으로 청운동을 변모시킬 것이며 이는 허순구가 제시하는 자연의 질서를 그 로 따름으로

써  더 이상 인간의 위계나 욕망이 존재하지 않고 생명의 다양성이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

는 사회가 될 것임을 다짐한다. 그러나 이렇게 확보된 전일성이 작품 말미에서 배이오가 

불법 시위 가담이라는 죄목으로 형사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에 의해 일순 무화되는 조짐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작품의 교조성이나 도식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학적 장치로 

이해하고, 작품이 견지하고 있는 ‘전일성’의 확보가 험난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간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생태론적인 생태의식이 주시하는 생태위기는 분명 인간이 인간을 위계적 질

서로 지배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친이  말

하는 자기지시적인 존재의 현현과 자유와 진화가 공생하는 생태 아나키즘적 사회를 건설하

는 것이 유일한 안일 수 있다는 사실이 한국 현  소설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마

치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소설에서 논의되는 당파성의 흔적이 보이는 안이라는 한계 역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4.‘제 3의 물결’을 향하여 

4.1 자연과 여성

  마리 델리에 의해 제기된 여성과 자연의 상관 관계에 한 논의29)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파괴된 자연의 이미지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당하는 

여성의 이미지와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다. 수잔 그리핀 역시 서구에서 여

성은 자연, 물질적인 것, 감정적인 것으로 연관되어 인식된 반면 남성은 문화, 비물질적인 

것,  합리적인 존재로 여기게 됨으로써 남성과 관련된 것들이 은연중에 우월한 것으로 인

식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하고 있다. 과학과 철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과 자연을 일

체화함으로써 동시에 여성의 가치를 평가 절하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생태위기의 원

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30) 전성태의 <사육제>31)(1999), 한강, <채식주의자>(2007)32)를 통

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9) Mary Daly , Gyn & Ecology, Boston;Bacon Press,1978 ,

30) Susan Griffin, Woman & Nature, Haper & Row, 1978. p.5-46

31) 전성태, <사육제>,<<매향>>,실천문학사,1999

32) 한강,<채식주의자>,창비, 2007.



한국 현  소설과 생태주의(Ecologism)

18

 <사육제>는 조부와 함께 살면서 떠난 부모를 기다리는 언어장애를 가진 ‘나’와 마을 

앞 도로에서 아이가 죽자 실성한 기복엄마를 중심으로 폐허가 된 탄광촌의 생태위기를 담

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에서 남성성을 상징하는 청년은 단한 식욕과 돈에 한 집착

이 강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여관을 운 하고 있는 이 청년은 마을이 탄광촌이 되면

서 외지에서 들어온 인물로 폐광이 되려는 이즈음까지도 관광객을 상 로 여관을 운 할 

계획을 세우는 치 한 인물이다. “돈 많겠다 , 방 많겠다, 거기에 식용 왕성하겠다, 뭐가 

걱정이야 , 두루두루 조건을 갖췄네”(p.242)라는 평판답게 생활력이 강한 그는 탄광촌이 

관광특구로 개발되길 바라는 반생태적 인물이다. 이러한 그의 반생태성은 작품 말미 기복엄

마에게 폭력을 가해 결국 기복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폭력적으로 구체화된다. 읍내에

서 열린 별신굿을 보러 온 관광객으로부터 수입을 올리려던 청년은 기복엄마를 억지로 굿

의 제단으로 올리는 일을 벌인다. 관광객에게 재미를 주려고 벌인 행동이지만 기복엄마에게

는 가혹한 폭력일 뿐인 것이다. ‘나’는 이러한 기복 엄마를 구하려 하지만 역부족이라 

오히려 여관 청년들에 의해 감금된다. 

  나는 사람들을 헤집고 불가로 들어갔다. 네댓 명의 청년들이 식인종들처럼 여자하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굿판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까르르 자

지러렸다. 모닥불 옆에는 장독을 엎어서 만든 작은 제단이 있었다. 청년들은 여자를 그곳에 

앉혔다 나는 청년들 소에 여관 주인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장독 뒤에 앉혀진 여자

가 버둥거렸기 때문에 청년들은 여자의 팔을 뒤로 비튼 채 붙들고 있었다. 생머리가 풀린 

여자는 시든 옥수수 잎사귀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33)

  

 기복엄마가 여관 청년에 의해  눈요기 거리로 전락하는 모습은 상처 입은 약한 존재로서

의 여성의 이미지와 일치한다. 또한 ‘옥수수 잎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는 기복엄마의 아

픔은 피폐한 자연의 모습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한편 습한 창고에 갇힌 ‘나’는 오랜 동

안 찾아 헤메던 왕개구리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미 개구리는 ‘검푸르던 몸뚱이는 짙은 

회색으로 변했고, 가죽은 축축한 윤기를 잃었’다. 이렇듯 죽은 왕개구리 역시 청년들에게 

유린당한 기복엄마의 모습과 동일시됨으로써 기복 엄마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위압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남성성에 의해 상처 입은 존재인 기복엄마가 또 다른 상

처로 인해 마을에서 사라지는 결말을 통해 생태페미니스트들이 인식하고 있는 생태위기의 

단면을 담아내고 있다. 

 <채식주의자>는 어느 날 새벽  ‘나’의 아내가 구역질이 난다며 냉장고의 육류를 모두 

제거한 후, 채식주의를 선언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나’의 아내인 혜가 처한 생태위기를 

천착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녀가 채식주의를 선언한 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무의식에 잔

존해 있다가  꿈을 통해 현시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즉 어린시절 아내인 혜가 개에게 

물리자 개에게 물린 상처는 그 개를 먹어서 치료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아버지의 신념으

로 인해 오토바이에 개를 묶어 돌린 후 그 개를 포식했던 순간의 충격과 죄책감이 그녀의 

33) 전광태, <사육제>,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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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에 트라우마로 존재하다 갑자기 발현한 것이다.

  ‘나’는 채식주의를 선언한 아내의 선택이 불편한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급격히 말라가

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함과 거북함을 느끼고 아내의 친정 식구들에게 알린다. 처형의 집들

이에 모인 가족들은 고기를 구워먹고 , 군인 출신의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강압적으로 아내

에게 고기를 먹이려 든다. 아내가 끝내 거부하자 장인은 ‘뺨에서 피가 비칠 만큼’ 심하

게 아내를 때린다. 그리고 ‘나’와 아내의 남동생으로 하여금 아내의 양 팔을 잡고, 억지

로 탕수육을 입에 넣는다. 이러한 장인의 행동은 가부장적 폭력의 본질을 그 로 노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횡포에 해  아내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교자상 위의 과도를 들고 자신의 팔

목을 긋는 자해를 서슴지 않고 자행한다. 이미 이 순간 아내는 오랜 동안 아버지로부터 기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해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

다. 나아가 그녀의 행동이 가족이나 아이들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것인

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행한 여성 억압이 어떠한 실체로 또 다른 생태위기를 노정할 

수 있는지를 가시화 하고 있는 부분이다. 단지 억압당하는 실체로서의 약한 여성이 아니라 

가해지는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의 자해 역시 폭력인 바 , 폭력으로 인한 억압을 폭력으로 항한 아내의 선택 

역시 반생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시적인 폭력을 통해 아내의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게 한 장인뿐 아니라 실은 

‘나’ 역시 가부장적인 폭력의 또 다른 가해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나’는 아

내의 이상 행동에 한 배려와 고민보다는 ‘나’의 출세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간부 모임

에 가서 사교적이지 못한 아내의 태도에 불만을 보이고, 무난하고 평범해서 결혼했는데 그

렇지 못해서 괴롭다는 투로 자신의 욕망 채우는데 방해가 되는 아내를 불편해 한다. 아울

러 이러한 아내의 문제는 자신보다는 아내의 가족이 해결해야 된다는 식의 책임 전가 역시 

이기적인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반 한다. 

 어린 시절 개에게 가했던 아버지의 폭력에 한 죄책감으로 육식을 거부하게 된 아내는 

성인이 되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아버지와 남편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적인 

남성성이 견지하고 있는 이러한 폭력성의 이면에는 ‘나’가 노정하고 있는 남성적 우월성

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의 역할은 ‘나’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나’의 진

보와 발전에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나’의 내면 역시 가부장제가 가져온 생태위기의 

본질을 표명한다.나아가 아내가 보이는 폭력 역시 이러한 가부장제가 초래한 심각한 생태위

기의 또 다른 편린인 것이다.  

4.2 가부장적 자본주의와 미로에 갇힌 도시의 여성 

 생태페미니즘의 인식론이 생명을 탄생시키고 기르는 여성의 자질에 긍정적인 평가를 중심

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자본주의적인 가부장제는 이러한 여성의 자질을 폄하하고 무시하면

서 계급성과 남성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물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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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속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이를 위해 남성에게 종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

러한 양상은 도시적 삶의 병폐와 만나서 심각한 생태위기를 조성한다. 즉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주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거 자본이 접한 도시적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며 이를 위해 개인은 타자화된 욕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도시가 강요하는 풍

요와 행복은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거  자본에 의해 주조된 일종의 허상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도시속의 개인은 이러한 강요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주조된 욕망

을 향해 질주를 거듭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생태위기는 이남희

의 <수퍼마켓에서 길을 잃다>(1992)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료한 일상을 형 슈퍼마켓

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달래던 김선 은 지하주차장에서 납치사건을 목격하지만 자신

이 훔친 물건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침묵하면서 사건이 전개된다. 즉 이 사건에 연관되

어 있는 세 명의 각기 다른 연령 의 여성이 각자가 지닌 상처와 아픔을 형 슈퍼마켓라

는 도시적 공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태페미니즘

적인 생태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선 이라는 인물은 30  주부로서 정책적으로 급조된 신도시에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일물이다. 그러나 그녀는 광고에나 나오는 ‘신가족주의’에 염증을 느끼고 같은 이유로 아

이도 낳지 않는다. “급하게 조성된 이 거리에는 눈을 즐겁게 할 다양성도 애착을 느끼게 

하는 연륜도 없다”(p.150)는 그녀의 자조는 획일화된 거주지가 마치 ‘닭장’을 연상한다

면서 삶의 단조로움과 무료함에 지쳐 있다. 이러한 그녀의 상태는 실상은 그녀가 맞벌이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은근한 위압감을 느끼고부터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은 곧 인간관계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들이 억압당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도 이러한 경제력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김선 은 집에서 놀지만 말고 뭘 좀 배우라는 남편에 은근한 추궁에 ‘차 때문에 안 된

다’(p.152)고 생각하면서 남편의 자존심을 생각하여 이 말을 꺼내지는 못한다. 그녀는 취

미 생활조차 외제차에 비견되는 자신의 낡은 소형차로 인해 위축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

의적 가부장제가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것까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반 하고 ,물신에 

한 지배로 인해 계층이 분화하는 생태위기의 한 측면을 반 하고 있다, 이러한 물신지배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은 이 도시의 형 슈퍼마켓이다.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기를 잃게끔 되어 있다. 아나도 동선배치방식이 출구를 찾기 어려

워 헤매도록 설계한다는 포스트모던 건축 양식의 미로를 본 땄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내가 원하는 건 시간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욕망은 점점 

자란다. 우리들의 욕망은 광고에 의해 씨앗이 뿌려지고 수퍼마켓이라는 비옥한 토양을 만나 

무럭무럭 자아나는 은화식물 같다. 당연한 결과로 나는 통자의 잔고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상으로 상품을 탐내게 된다. 35)

34) 이남희, <수퍼마켓에서 길을 잃다>,R&B Book,1992

35) 이남희, <수퍼마켓에서 길을 잃다>,p.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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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한 시간을 죽이고 자신까지 버려가면서 슈퍼마켓을 돌며 그녀가 얻는 것은 주조된 

욕망이며, 이를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소비욕에 빠지는 선 의 내면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소비에 빠진 선

의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짜릿한 흥분’과 ‘행복의 쾌감’까지 느껴가며 상품들을 옷 

속에 감추어 가져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흥분은 집으로 오는 순간 무화되어 다

용도실에 쌓아두는 물건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녀의 물건에 한 욕망은 이러한 방식으로 

여전히 ‘욕망은 욕망 로 남’게 되는 것이고 충족될 수 없는 그녀의 욕망은 끊임없이 물

건을 훔치는 일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욕망의 과잉은 단지 가부

장적 자본주의에 의한 지배를 넘어서 윤리의식의 마비와 자아 정체성 상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있다. 물건을 훔치다가 점원에게 발각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김선 이 생각한 

것은 ‘기절’이나 ‘알콜중독’ 따위의 흉내를 통해 구겨진 자존심을 찾으려 드는 것이다. 

학시절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까지 지녔던 그녀의 신념은 이제 순간적인 욕망을 통제

하지 못하고 물신적 욕망에 지배당하는 무기력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선 의 내면의 

상처는 ‘집에서 노는 것’으로 폄하되는 주부의 일상과 남편과의 진심이 결여된 화, 그

리고 취미생활조차 자본화되어 있는 현실의 불모성에 기인다. 사실 이러한 불모의 원인은 

거 자본에 의해 주조된 욕망에 있지만, 그녀는 이러한 욕망이 상처의 원인임을 인지하면서

도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오연수는 20 의 예쁘장한 얼굴을 하고 있는 평범한 인물이었으나 , 작은 키로 인

한 피해의식에 빠져 온갖 노력을 다해보지만 자신이 지닌 자본 능력으로는 이의 극복이 불

가능하다는 현실 앞에 서게 된다. 이로 인해 외모지상주의의 현실에 한 저주와 불신을 

지니게 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자체를 왜곡된 시선으로 재단하는 부정적인 인물이다. 그녀 역

시 자본주의가 제조한 외모지상주의에 의해 억압당하고 상처 입은 개인으로 ,자본만이 사회

가 요구하는 아름다움에 다가설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서 오인자를 납치하는 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납치극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오연수의 내면은 성장기 어머니의 

언니에 한 편애로부터 시작되어 키를 크게 해 준다는 광고를 믿고 힘들게 번 돈을 모두 

투자하지만 그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자 극 화 된 것이다. 언니의 약혼자를 좋아했다는 이

유만으로 어머니로부터 폭력을 당한 그녀는 가출 이후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지만 안정된 

직업은 항상 ‘작은 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고 만다. 외모지상주의가 주조한 아름다움이

라는 벽은 그녀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지만 자본이 확보된다면 가능할 수 있으리라 믿는 

오연수의 의식역시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연수를 억압

하는 또 다른 기제는 그녀의 어머니이다. 이유 없이 그녀를 학 하고 매사를 언니와 비교

하며 그녀를 억압하는 실체는 남성도 가부장적 자본주의도 아닌 그녀의 어머니이다. 이는 

생태여성주의가 주시하는 여성 억압의 실체가 남성이라는 젠더의 의미를 넘어서 남성성이 

지니는 폭력적인 일체로 확 되어 이해되어야 할 개연성을 반 하고 있는 것이다. 

  오인자는 49세의 중년 여인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학교수인 남편과 명문가에 큰딸을 

시집보내고, 유학을 준비하는 둘째 딸을 둔 교양 있는 여성이다. 이른바 ‘명예’와 ‘품

격’이 그녀의 삶을 지배했고, 자식과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믿고 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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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해 둔 땅을 팔고는 허탈감에 빠진다. 

“당신도 젊고 아름다워 질 수 있습니다.”(p.189)라는 광고 문구는 오인자가 감지하는 행

복의 기준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반 한다. 그녀의 이러한 변화는 

막내를 유학 보낸 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독신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로 나아간다. 문제는 

이러한 오인자의 자아각성이 광고 문구를 보고 발아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광고가 주조한 

로 자신의 젊음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게 되고, 광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비를 

통해 자신을 찾으려 한다. 이러한 오인자 역시 자신의 희망 로 남편과 이혼하기 전까지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슈퍼마켓’으로 보고 있다. 그곳에 가면 자본을 

상징하는 오인자의 악어백이 비록 가짜일지언정 점원들을 굽실거리게 만들면서 자신 역시 

우받는 귀빈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녀가 바라는 품격이 이곳에 있는 것이다. 하

지만 이로 인해 그녀는 오연수의 표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한다. 

 오인자가 지니고 있는 내면의 상처는 자신의 일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가가 남편의 

무심함과 딸들의 이기적 행동뿐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자신이 잃어버

린 사랑과 행복을 사고 싶은 욕망에 그곳의 미로에 갇혀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상태는 타자에 의해 주조된 행복이 오히려 비정함으로 변질되어 가족을 해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의 남편과 딸이 그녀에게 조금만 더 관심이 있었다면 그녀는 

보다 빨리 신고 되어 구출되었을 것이다. 오인자의 가족은 개체화 되어 남편은 남편이 필

요한 만큼만 오인자를 요구했고, 딸들 역시 자신들이 필요한 자본을 충족시키는 상으로서

의 오인자만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가족의 메카니즘은 오인자에게 상처의 원인이자 동

시에 오인자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오인자의 과시적인 소비는 물신주의에 

의해 희생당하는 오인자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생태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성은 이렇듯 각자의 상처의 부위에 각기 다른 욕망이 존

재하지만 그 욕망은 모두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주조한 타자화된 것에 불과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또 다른 욕망을 선택하고 하는 식의 악순

환이 선 의 경우 도벽으로, 현수의 경우 납치극 이라는 범법으로, 오인자의 경우는 가족해

체를 꿈꾸는 방향으로 왜곡되면서 동일한 맥락의 생태위기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적 생태페미니즘이 주지하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모순을 노정하고 있는 것인데 미

로에 갇혀 억압과 상처 입은 개인들이 탈출구를 찾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시적인 생태적인 

전망을 획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억압의 상과 상처의 부위를 확인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적 안을 제시하고는 있다. 즉 생태여성주의자들이 언급하는 ‘돌봄’의 윤리

에 입각하여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해체해 놓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인 간의 관계회복을 위

해 노력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수퍼마켓에서 길을 잃다>는 생태페미니즘이 견지하는 생태위기의 본질이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가 아니라, 강자로 설정된 남성성이 상징하는 일체의 위압적인 메카니즘이 약자로 

설정된 여성성을 억압하는 현실 그 자체에 있다. 단지 젠더의 문제나 자연과 여성이 동일

하다는 식의 획일적인 패턴의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서 ‘제 3의 물

결’로 불리는 ‘비판적 생태페미니즘’의 가능성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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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한 안은 여전히 답보적이다. 

관계성에 한 재인식, ‘돌봄’이나 ‘여성신성운동’적 발상 등은 표현만 다를 뿐 , 궁극

적으로 심층생태론의 막연한 감수성의 견지에서 크게 발전한 것은 없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생태 여성주의는 다양한 생태위기의 양상을 반 하고 그 억압의 본질을 확 하고 

구체화하고는 있지만, 이를 극복한 분명한 양상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른바 ‘자아

실현’을 구가하는 인물이라든가, ‘자기지시적 존재’라든가 하는 의미적인 양상은 유사하

다고는 해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안 제시가 명백하지 않은 채, 단지 ‘돌봄’, ‘여성신

성’ 의 추상적인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5.한국 현대 소설과 생태주의가 만나는 자리

 생태주의가 화두로 제기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 서구에서, 특히 문학연구자들

에게 생태의식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 1990년 로 이 시기에 상당한 생태 관련 논문과 

서적이 발표되고 출간되었다. 아직도 사전에는 생태주의(Ecologism)나 문학생태학 (Literary 

Ecology), 생태비평(Ecocriticism)은 정확히 정의된 바 없다. 한국 현  문학을 연구하는 연

구자들도 이 논의에 해서는 소재주의라는 폄하의 시선과 환경문제를 다루거나 포괄적인 

자연에 한 신비주의적 관점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서구의 논의에 의존하자는 것

이 아니라 서구의 산업화에 한 서구의 반성적 움직임이 생태주의라면 그들의 논의에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아직까지는 반성적, 의식적 차원의 논의를 진행

하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본고에서 언급한 바 있는 심층생태론, 사회생태론, 생태 페미니

즘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이들 논의는 생태페미니즘의 다양한 분화 속에서 

한쪽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심층생태론과 사회생태론과는 달리 다양한 수식어

를 구가한 생태페미니즘의 등장과 구체적인 창작 방법론으로써 ‘포스트모던 목가’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의식이 파이를 자르듯 명백한 변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반생태적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동일한 본질 속에

서 서로 다른 변별점을 구분해 보는 것은 학문적인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새

로운 세 의 문학적 경향을 탐색해 내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생태주의를 연구하

는 의의일 것이다. 

 한국 현  소설에서 이러한 경향을 탐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21세기 이후 각

종 매체의 발전으로 전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점에서 점점 의식의 공유와 가치관

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2000년 이후 발표되고 있는 한국 현 소설

을 생태의식으로 변별해 내는 작업을 필자는 진행중이다. 본 논문에서 이를 담지하지는 못

했지만 그 경향은 점점 비판적 생태 페미니즘이 견지하고 있는 생태의식을 통해 나아가고 

있다.  

 본 논문은 서구의 생태의식의 요체를 통해 한국 현 소설이 반 하고 있는 생태위기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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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망에 한 논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감지되는 위기만큼, 명

백한 안을 찾는 것은 무리 다. 이는 아마도 여전히 생태위기의 핵심에 우리가 서 있고 

당면한 문제의 극복방안을 제시하는 것의 어려움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더 이상 

서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적 현실에서도 다급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이를 담아내려는 작가

의 노력과 나아가 생태위기를 인정하고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의지의 고무가 문학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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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장 두 영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본 

 구자희 선생님의 논문은 그간 한국 문학 연구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던 생태주의에 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논의된 다양한 생태주의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적 관심 

역이 한국 문학과 연결되는 지점을 적절히 결부시킴으로써 한국문학 내에서의 생태적 관심을 조망하

겠다는 연구자의 의도가 충실히 반 된 논문이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관심은 논문의 마지막 결론

으로 제시되어 있듯, 전 지구적인 보편적 문제에 처하는 한국 문학의 응을 살피고 그 의미를 점

검함으로써 작가의 노력과 이에 한 문학 연구자들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한국 문학에 시사

하는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논문을 통해 생태주의에 관한 여러 중요한 암시를 받게 된 소

중한 기회 다는 점에서 구자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생태주의에 해 과문한 입장에

서 몇 가지 의문이 나는 점을 이번 기회에 여쭈고 싶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2장 1절에서는 조세희와 김원일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표층적 생태위기에 한 인식과의 관련성

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동진강의 하천 오염을 의미의 핵심축으로 삼

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주의적 관점의 표적인 작품으로 평가하는 것에 쉽게 수긍이 갑니다. 반면 

조세희의 작품은 생태와 인간의 립이 전면화 되어 있다기보다는 생태와 노동자를 같은 편에 놓고 

척점에 공장 경 자를 놓아 결 구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문

에서 분석의 상으로 삼은 작품 외에도 조세희는 도시 하층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그들을 자신의 

작품에 등장시키고 그들에 한 연민과 동정을 표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즉 이 논문의 서론에서 

언급한 ‘사회생태론’과의 연관성이 감지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자희 선생님께서도 각주 15번을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관련성을 언급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조세희의 작품에서 ‘표층적 생태위기

에 한 인식’이 감지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동의하지만 ‘사회생태론’적 관심도 검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 해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다소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한승원의 <황소개구리>에 한 분석에서는 “황소개구리라는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다소 경직될 수 있는 생태위기의 현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발표문만 보아서는 어떤 맥락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시된 분석을 볼 때 생

태위기보다는 ‘중년 남성의 뒤틀린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 황소개구리라는 소재를 채용한 것이 아

닌가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에 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 3장 2절 ‘전일성을 향한 자기지시적 존재의 출현’에서 ‘전일성’이나 ‘자기지시적 존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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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기 하겠습니다. 언뜻 “리얼리즘 소설에서 말하는 일종의 ‘문제적 인

물’로서의 각성과 실천의지를 구현하는 인물이 ‘자기지시적 존재’이며, 사회생태론이 지향하는 

자유로운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식이 ‘전일성’인 것이다.”라는 구절을 볼 때, 리얼리즘적 전망

을 형상화하는 방식을 생태주의 진 에서 원용하여 창출한 개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러한 

개념이 지니고 있는 ‘생태’주의적인 변별적인 특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전성태의 <사육제>에 등장하는 ‘기복엄마’의 아픔을 해석하는 목에서 생태주의와 여성의 관

련성을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강의 <채식주의자>나 이남희의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다>

에서는 여성과 생태가 어떠한 식으로 결합되어 해석되는지 발표문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

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작품에서 육식성이 가부장제에서의 남성의 폭력성과 연결되어 피해자인 여성 

내지 여성성을 형상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분석은 쉽게 공감이 가지만 어떠한 측면이 ‘생태’문

제와 관련되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남희의 작품에서도 자본주의와 물질문명하에서 본래

적인 인간성에 손상을 당하는 여러 여성들의 모습이 잘 분석되었지만 그것이 ‘생태적 위기’와 어

떠한 연관이 있는지 쉽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환언하면 ‘일반적인(?) 페미니즘’과 ‘생태페미니

즘’의 변별성이 선명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한 선생님의 의견이나 추가 설명을 

기 합니다.

 이상의 의문들이 생태주의 및 분석 상 작품에 한 저의 몰이해와 무지의 소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문에 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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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이현영(건국대학교)

 

 

선생님의 원고 「에코크리티시즘과 동아시아문화・문학의 자연관－일한비교론과 그 미래

를 주시하며－」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환경을 문화나 문학

연구에 도입해야 하는지, 또한 왜 세계적으로 여러 학문의 벽을 허물고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다

루어야 하는지에 해서 생각해보게 된 내용이어서, 환경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동아시아를 조

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본 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의 다양한 문화와 문학작품을 예

로 들며 일국(一國) 일국을 상으로 하는 문화・문학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시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한 원예문화를 비롯해 일한 시가문학에 관한 분석내용은 한국

인인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선시 의 유명한 여류문인이며 화가이기도 한 신사임

당의 ‘초충도(草蟲図)’를 보더라도 자연 그 로의 화초와 여러 곤충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디에도 화분이나 화단의 나무 같은 것은 그려져 있질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시의 

조선인들에게는 「자연을 가까이 장식한다」는 의식이 그다지 없었고, 자연은 자연 그 로의 

상태로 즐기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현 에 들어서고부터는 아름답고 진귀한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기기 위해 일부러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동네 골목에 내

놓지는 않지만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2~3 정도의 관상용 식물을 심은 화분을 두

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보면 지적하신 로 일본인은 다양한 생태적 환경에 따라 이른 

시기부터 자연을 가까이 장식하며 즐기려 하는 의식이 강했던 것에 비해 한국인은 그 반 편에 

있지 않았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에도시  때부터 그러한 미니어처로 만

든 자연을 상품화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랑을 받았던 거겠죠. 이러한 것들은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가 아닌 양국의 생태적 환경의 차이에 의한 발상과 사고의 산물이라고 이해를 해

도 될런지요?

그 다음으로, 하이카이(俳諧)의 경우는 상으로써의 자연의 일부를 떼어내어 그것을 클로

즈업시켜, 가능한 한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서경(叙景)을 읊고 있으나 시조(詩調)의 경우는 

그 상과 작자의 심정이 일체화하고 있다고 하시는 지적에 동감합니다. 물론 예로 들고 계

신 작품은 특히 그와 같은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를 거슬러 올

라가 헤이안(平安)시 의 와카(和歌)의 경우는 어떨런지요? 특히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

에는 서경을 읊은 노래도 있고, 그 중에는 시조처럼 읊는 소재에 가인(歌人)의 감정을 담은 

작품이 꽤 있습니다. 사랑을 소재로 하는 노래(恋歌)는 차치하고서라도 사계절을 소재로 하

는 노래에도 가인 본인의 감정을 담은 노래가 적지 않습니다. 이 점 하이카이와 시조에 등장

하는 자연에 한 표현방법의 차이라는 것은 시형(詩形)과 규칙에 기인하는 점 또한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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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작품에는 각국의 다른 자연과 그 자연에 관한 

작가의 개성과도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시조의 경우는 하이카이보다 길고 

감정이입을 하기에 충분한 문자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와카도 하이카이보다는 가인의 감정을 

담을 수 있는 만큼의 문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하이카이의 경우는 눈 앞 정경을 읊

기에도 부족한 자수(字数)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자연을 하는 방식과 작품

의 내용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기에다 논리를 더욱 발전시키기면서 양 수림 (樹林帯)의 차이를 동아시아에까지 확 시

켜, 서일본과 중국의 강남(江南)을 조엽수림 로 엮고, 한반도와 동일본을 낙엽수림 로 한데 

엮어 파악하신 것은 앞으로 일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흥

미로운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박한 이해와 질문이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문화・문학의 경계를 만들고, 선생

님 발표의 취지에 반하는 듯한 내용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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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へのお答え＞
茨城キリスト教大学　染谷智幸

 

 

■先生の御原稿「エコクリティシズムと東アジア文化・文学の自然観－日韓比較論と
その先を見据えて－」をとても興味深く読ませていただきました。なぜ国家や民族を
超えた環境を文化や文学研究に取り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またなぜ世界的に諸
学問の壁を取り払って環境問題に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について考えさせら
れる内容で、環境的にも文化的にも東アジアを眺望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韓日両国
の様々な文化と文学作品の例をあげ、一国一国を対象とする文化・文学研究の限界を
指摘し、これからの研究方向を示してくださった内容でした。
 

→　私の舌足らずの文章を、一歩も二歩も踏み込んでご理解を頂き、有難うございまし
た。こうした方向がこれからのあるべき研究方向になるかどうかは分かりませんが、
韓日双方の研究者が大いにチャレンジしてみる価値は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
 

■さて、日韓園芸文化をはじめ、日韓詩歌文学に関する分析内容は、韓国人の私にも
同感するところ多かったです。朝鮮時代の有名な女流文人で画家でもある申師任堂の
草蟲図を見ても、自然のままの草花と様々な昆虫が描かれています。そこにはどこに
も鉢植えや植木などは描かれていません。考えてみると、当時の朝鮮人には「自然を
身近に飾る」という意識があまりなく、自然を自然そのままにして楽しむものと考え
ていたのでしょう。ところで、近現代に入ってからは美しく珍しい自然を身近に楽し
むためにあえてお金を払う人も少なくありません。町の路地に出してはいませんが、
韓国の多くの家庭では基本的に2－3鉢の観賞用植物が置いてあります。これらを考え
合わせますと、御指摘通り日本人は様々な生態的環境によって早い時期から自然を身
近に飾って楽しもうとする意識が強かったのに対し、韓国人はその反対側にあったの
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したがって日本では江戸時代からそういったミニチュアにし
た自然を商品化し、人々の間で広く親しまれたのでしょう。これらのことは日本人と
韓国人の違いではなく、両国の生態的環境の違いによる発想と思考の産物であると理
解してよろしいでしょうか。
 

→　はい、私もそう考えます。ただ、それを言うためには更に広範囲に照葉樹林帯・広
葉落葉樹林帯における自然観の違いを調査してみる必要があります。その際、日本の
東北地方以北と朝鮮半島の共通性が見られるかなどがポイントになると思います。な
お、韓国の多くの家庭で観賞用の鉢を家に置き、外には出していないという点は面白
いご指摘で、改めて考えてみたい問題です。ここには韓日の外気温の差と家づくりの
違いがあって、オンドル主体の韓国の家と、「家の作りやうは、。冬は、いかなる所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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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住まる」（『徒然草』五十五段）と言われた日本の家との違いがまず考えられます。日
本で家の周囲に鉢や植木を置いたのは観賞用と同時に涼を取るためです。韓国ではオンド
ル使用のもとに家を外気から遮断したために、鉢や植木よりも直接に野山に入って涼を
取ったとも考えられます。
 

■次に、俳諧の場合は対象としての自然の一部を切り取り、それをクローズアップ
し、できるだけ感情移入せず、叙景を詠んでいるが、詩調の場合はその対象と作者の
心情が一体化しているとの御指摘、同感いたします。もちろん例としてあげられた作
品は、特にそのような特徴が強いと考えられます。しかし、時代をさかのぼり、平安
時代の和歌はいかがでしょうか。とくに「古今和歌集」には叙景を詠んだ歌もありま
すが、中には詩調のように詠まれた素材に歌人の感情を盛り込んだ作品がけっこうあ
ります。恋歌はさて置き、四季の歌にも素材に歌人本人の感情を盛り込んだ歌が少な
くありません。この点、俳諧と詩調に登場する自然に対する表現方法の違いというの
は詩形と規則によるところ少なくないと考えられま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もちろ
ん作品には各国の異なった自然とその自然に関する作家の個性も関わってくると思わ
れますが、それに先立って詩調の場合は俳諧より長く感情移入するに十分な文字を確
保しているし、和歌も俳諧よりは歌人の感情を盛り込むだけの文字数を確保している
のに対し、俳諧の場合は眼前の叙景を詠むにも足らない字数ではないでしょうか。そ
ういった根本的な違いが自然の捉え方と作品の内容に影響したと思いますが、先生の
御意見はいかがでしょうか。
 

→　重要なご指摘に感謝いたします。日本の文学、特に詩歌における自然観を問題にし
た時、和歌を外すことはできません。そこを飛び越えていきなり俳諧（俳句）と時調
を比較したのは紙数の問題があるとは言え、明らかに短慮でした。この点に関して
は、やはりご指摘の詩型と規則の問題も含めて、いずれどこかで開陳してみたいと思
いますが、若干ここで説明をさせていただくなら、私が俳諧（俳句）を取り上げまし
たのは、背景に日本の詩歌の歴史を考えておりました。ご存知のように和歌の基準は
古今集ですが、それは到達点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これもご存知のように、和
歌の歴史は万葉から古今、そして新古今へと大きな流れを築いております。この流れ
の中で作り手・詠い手の感情は、徐々に抑え込まれる歴史を持っていたと思います。
万葉の素朴ながらも強い感情表現は、古今集では技巧とのバランスが求められ、新古
今集では感情よりも象徴性が強く出てきます。この象徴性を引きついだのが俳諧であ
り、後の俳句であったと思います。こうした流れを考えて俳諧（俳句）を取り上げた
のですが、この辺りの説明を一切欠落させてしまったのは大変申し訳なかったと思い
ます。
　また、詩の長さと感情移入の問題ですが、これも大事なご指摘で感謝いたします。こ
の点に関してははかばかしい返答を用意できませんが、詩の長短と感情移入がパラ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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ルなものかどうか、つまり短くても感情移入が可能ではないかといった反論も一応は
可能かとも思います。しかし、これは反論のための反論にすぎない気もします。とい
うのは、ご指摘のように私も詩の長さと感情移入はパラレルなものではないかと考え
ているからです。ただ、これも日本の詩歌の歴史に関わることですが、もし日本の歌
人が感情を強く押し出そうとしたのなら、和歌を長くすることは可能だったと思いま
す。万葉集などの初期歌集を見れば、長歌や旋頭歌などが行われていたからです。と
ころが、日本の詩歌はその後どんどん短くなり、芭蕉の発句（俳句）に至っては、五
七五の下五すら必要ないような句まで出来しました（『去来抄』における「塩鯛の歯
ぐきも寒し魚の店」の評論）。ご指摘のように、詩の長さは感情移入を左右します
が、それは逆も言えるわけで、感情移入の在り方が詩の長さを、つまり内容が型式を
決定していったとも言えると思います。これは卵が先か鶏が先かのような話ですが、
両面から考えてみる必要があるように思います。
　なお、時調の直接的な感情表現を韓国の自然観から導き出したことに関してですが、
これを韓国の方がどう思われるのか、興味のあるところです。従来、時調の直接的感
情表現・思想表現は「詩言志」（詩経）やそれを信奉した朱子学の伝統から説明され
ますが、私はそれだけでは無かったと思っています。影響とは影響を受けるべくして
待ち構えている精神無しには起こり得ないと考えるからです。ですから日本にもこの
「詩言志」の考え方は何度も、例えは悪いですが津波のように押し寄せましたが、式
とんど定着しませんでした。韓国の文学・文化を考える時に、上（中国）からの影響
と下（韓国独自の文化）からの呼応が大事だと思うのですが、従来、主に上ばかりか
ら考えられてきたような印象が私にはあります。
 

■さらに論を進められ、両樹林帯の違いを東アジアにまで広げ、西日本と中国の江南
を照葉樹林帯の繋がりとして、朝鮮半島と東日本を落葉広葉樹林帯の繋がりとして捉
えたことは、 これから日本を研究する研究者に新たな観点と方向を提示する興味深い
指摘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以上、浅はかな理解と質問で、かえって日本と韓国の文化・文学を境界付け、先生の

ご発表の趣旨に反するような嫌いもありますが、基本的には先生のご指摘に共感して
おりますので、何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　こちらこそ、丁寧にお読みいただいただけでなく、貴重なご指摘を数々戴いたこと
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ご指摘を基に更に考えを深めるべく精進してまいりたい
と存じます。
以上です。有難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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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이바라키 기독교대학　染谷智幸

 
 
■ 선생님의 원고 「에코크리티시즘과 동아시아문화・문학의 자연관－일한비교론과 그 미

래를 주시하며－」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환경을 문화나 

문학연구에 도입해야 하는지, 또한 왜 세계적으로 여러 학문의 벽을 허물고 환경문제를 진

지하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해서 생각해보게 된 내용이어서, 환경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동아시아를 조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본 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의 다양한 문

화와 문학작품을 예로 들며 일국(一國) 일국을 상으로 하는 문화・문학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시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　저의 설명이 부족한 문장을 심오하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방향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의 방향이 될지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일 쌍방의 연구자가 한번 

도전해 볼 가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한 원예문화를 비롯해 일한 시가문학에 관한 분석내용은 

한국인인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선시 의 유명한 여류문인이며 화가이기도 

한 신사임당의 ‘초충도(草蟲図)’를 보더라도 자연 그 로의 화초와 여러 곤충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디에도 화분이나 화단의 나무 같은 것은 그려져 있질 않습니다. 생각

해 보면 당시의 조선인들에게는 「자연을 가까이 장식한다」는 의식이 그다지 없었고, 자연

은 자연 그 로의 상태로 즐기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현 에 들어서고

부터는 아름답고 진귀한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기기 위해 일부러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동네 골목에 내놓지는 않지만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2~3 정

도의 관상용 식물을 심은 화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보면 지적하신 로 

일본인은 다양한 생태적 환경에 따라 이른 시기부터 자연을 가까이 장식하며 즐기려 하는 

의식이 강했던 것에 비해 한국인은 그 반 편에 있지 않았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서 일본에서는 에도시  때부터 그러한 미니어처로 만든 자연을 상품화했고, 사람들 사이에

서도 널리 사랑을 받았던 거겠죠. 이러한 것들은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가 아닌 양국의 

생태적 환경의 차이에 의한 발상과 사고의 산물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런지요?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조엽수림

・광엽낙엽수림 에서의 자연의 차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 일본의 동북

지방 이북과 한반도의 공통성이 보이는가 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

국의 많은 가정에서 관상용 화분을 안에 두고 밖에 내놓지는 않는다고 하신 점은 재미 있

는 지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실외 기온의 차

나 가옥 구조의 차이가 있어서 온돌을 주로 하는 한국 가옥과, 「집을 지으려면 여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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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고려해야 한다. 겨울은 어디선든 살 수 있다(家の作りやうは、。冬は、いかなる所にも住

まる)」（『徒然草』五十五段）라고 했듯이 일본 가옥의 차이를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집 주변에 화분이나 화단을 만드는 것은 관상용임과 동시에 여름에 시원하게 만

들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온돌 사용을 기본으로 하여 집을 외부 기온으로부터 차단했

기 때문에 화분이나 화단보다는 직접 산과 들로 나가 더위를 식혔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

다. 

 

■ 그 다음으로, 하이카이(俳諧)의 경우는 상으로써의 자연의 일부를 떼어내어 그것을 

클로즈업시켜, 가능한 한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서경(叙景)을 읊고 있으나 시조(詩調)의 경

우는 그 상과 작자의 심정이 일체화하고 있다고 하시는 지적에 동감합니다. 물론 예로 

들고 계신 작품은 특히 그와 같은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를 거슬러 올라가 헤이안(平安)시 의 와카(和歌)의 경우는 어떨런지요? 특히 「고킨와카슈

(古今和歌集)」에는 서경을 읊은 노래도 있고, 그 중에는 시조처럼 읊는 소재에 가인(歌人)

의 감정을 담은 작품이 꽤 있습니다. 사랑을 소재로 하는 노래(恋歌)는 차치하고서라도 사

계절을 소재로 하는 노래에도 가인 본인의 감정을 담은 노래가 적지 않습니다. 이 점 하이

카이와 시조에 등장하는 자연에 한 표현방법의 차이라는 것은 시형(詩形)과 규칙에 기인

하는 점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작품에는 각국의 다른 

자연과 그 자연에 관한 작가의 개성과도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시조

의 경우는 하이카이보다 길고 감정이입을 하기에 충분한 문자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와카

도 하이카이보다는 가인의 감정을 담을 수 있는 만큼의 문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에 비

해 하이카이의 경우는 눈 앞 정경을 읊기에도 부족한 자수(字数)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근

본적인 차이가 자연을 하는 방식과 작품의 내용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일본의 문학, 특히 시가의 자연관을 문제시 했을 때 와카를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갑자기 하이카이(俳諧, 하이쿠（俳句）)와 시조를 

비교한 것은 지면의 문제가 있었다고는 해도 분명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역시 지적하신 시형과 규칙의 문제를 포함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어딘가에서 개진(開陳)하

려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하이카이(俳諧, 하이쿠俳句）)를 예

로 든 것은 그 배경에 일본 시가의 역사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와카의 기준

은 고킨슈입니다만 그것이 도착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와카의 역사

는 만요(万葉)로부터 고킨(古今), 그리고 신고킨(新古今)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구축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작자・ 자의 감정은 서서히 억제되어가는 역사를 갖고 있었

다고 생각합니다. 만요의 소박하면서도 감한 감정표현은 고킨슈에서는 기교와 바란스를 요

구 받게 되었고, 신고킨슈에서는 감정보다도 상징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상징성

을 계승한 것이 하이카이이고, 이후의 하이쿠 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생각해서 

하이카이(하이쿠)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정에 한 설명을 결락시켰던 것을 아주 



エコクリティシズムと東アジア文化・文学の自然観

64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 길이와 감정이입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이것도 중요한 지적이며 감사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만족할만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시의 장단과 감정이입이 

평행적인 것인지 어떤지, 즉 짧아도 감정이입이 가능하지 않는가 라는 반론도 일단은 가

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론을 위한 반론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

다. 이유인 즉슨, 지적하신 로 저도 시의 길이와 감정이입은 평행한 것이 아닐까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것도 일본 시가(詩歌)의 역사와 관계되는 것입니다만, 만약 일본

의 가인(歌人)이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려 했다면 와카를 길게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요슈 등의 초기 가집을 보면 장가나 세도카(旋頭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일본의 시가는 그 후 점점 짧아졌고, 바쇼(芭蕉)의 홋쿠(発句,

俳句）에 이르러서는 575의 아래 5조차도 필요없는 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去来
抄』에서의「塩鯛の歯ぐきも寒し魚の店」의 평론）지적하신 로 시의 길이는 감정이입

을 좌우합니다만, 그것은 반 로도 말을 할 수 있는게, 감정이입의 방식이 시의 길이를, 

즉 내용이 형식을 결정해 나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

저냐는 식의 이야기로 양 쪽 면에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조의 직접적인 감정표현을 한국의 자연관으로부터 추출해낸 것에 해서

입니다만, 이것을 한국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흥미로운 목입니다. 종래 시조의 직접적 

감정표현, 사상표현은 「시언지(詩言志)」（詩経）과 그것을 신봉한 주자학의 전통으로 설

명해 왔는데, 나는 그것뿐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이라는 것을 향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정신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도 이러한 

「시언지(詩言志)」의 사고는 몇 번이나, 예를 들기엔 좀 뭐 합니다만 쓰나미처럼 려들었

습니다만 거의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문학・문화를 생각할 때 위(중국)로부터의 

향과 아래(한국 독자의 문화）로부터의 호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주로 

위로부터의 향만을 생각했던 것 같은 인상이 제게는 있습니다. 

 

■ 여기에다 논리를 더욱 발전시키기면서 양 수림 (樹林帯)의 차이를 동아시아에까지 확

시켜, 서일본과 중국의 강남(江南)을 조엽수림 로 엮고, 한반도와 동일본을 낙엽수림 로 

한데 엮어 파악하신 것은 앞으로 일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

시하는 흥미로운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박한 이해와 질문이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문화・문학의 경계를 만들고, 선생

님 발표의 취지에 반하는 듯한 내용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

로는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저야말로 꼼꼼히 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지적을 많이 받은 것에 해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생각의 깊이를 넓혀갈 수 있

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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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옥 성 (단국대학교)

        指定討論 - 이성희(서울 학교)

  프 로 필

김 옥 성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主要著書 및 論文

著 書 -『현 시의 신비주의와 종교적 미학』(국학자료원, 2007)『한국 현 시의 전통과 불교적 시

학』(새미, 2006) 외 

論 文 -『이병기 시의 유교적인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퇴계학과 유교문화』2011,2) 『윤동주 시

의 예언지적 상상력 연구』(『문학과 종교』2010.12) 『김관식 시의 생태학적 상상력 연

구」(『한국언어문학』2010.9)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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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조 시의 기독교 생태학적 상상력

- 貞明황후와 昭和천황의 모자관계 -

김 옥 성 (단국대학교)

1. 서론

1967년 린 화이트 2세는 「생태 위기의 역사적 기원」에서 기독교를 생태 위기의 심층

적인 기원으로 규정한다. 화이트에 의하면 기독교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가장 인간중심적인 종교이며, 근 -과학-기술과 결합하면서 생태 위기를 초래하는 정신적 

동력으로 작용한다.1) 

화이트의 선구적인 견해는 넓은 공감 를 확보하 다. 20세기 후반 생태 위기가 고조되

어 가면서 많은 생태론자들은 기독교를 반생태적인 종교로 비판하면서, 기독교에 비하여 상

적으로 일원론적인 생태적 종교로서 유교, 불교, 도교와 같은 동양 종교에 관심을 기울인

다.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성과 속, 자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설정하는 이원론이라면, 유

ㆍ불ㆍ도는 근본적으로 성과 속, 자연과 인간이 연장선에 놓이는 것으로 보는 일원론이다. 

일원론적 동양 사상에 비해 이원론적인 기독교가 상 적 덜 생태적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반생태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의 많은 논의들은 기독

교에 잠재된 생태학적 세계관을 활발하게 밝혀내고 있다. 그러한 논의에 의하면 기독교도 

생태적인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 절 자-자연, 절 자-인간, 인간-자연의 관계는 이원론적 단절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기독교적 생태학은 절 자-인간-자연의 관계를 일원론적으로 재해석

하면서 이원론적 단절을 연결의 관계로 재설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독교 생태학적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절 자와 자연(세계)의 관계에서, 절 자는 자연의 창조자이다. 절 자는 자연과 분

리된 초월적 존재이지만, 자연이라는 집 안에 거주한다. 따라서 절 자는 자연을 초월하면

서, 자연 안에 내재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절 자가 거주하는 집으로서 자연은 신성한 역

이다.2) 

기독교 사상사에는 절 자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플라톤주의와 내재성을 중시하는 아리스

1)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vol. 155, no. 3767, 10. March 1967.

2) 김균진, 『자연환경에 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연세 출판부, 2006, 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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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텔레스주의가 공존한다.3) 전자가 정통 기독교의 이원론을 변한다면, 후자는 기독교 신

비주의 전통의 일원론적 경향과 유사하다. 기독교적 생태학은 절 자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후자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면서 일원론적 경향을 보인다. 

둘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과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절 자에 의하여 창조된 형

제이다. 생명체의 혼은 절 자가 불어넣은 동일한 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체의 육

체는 동일한 흙으로 빚어져있다. 따라서 인간과 지상의 모든 생명체는 같은 혼(숨)과 흙으

로 빚어진 형제이다.4) 

셋째, 절 자와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기독교 생태학에서 인간은 한편으로는 다른 생

명체들과 동일한 혼과 흙으로 빚어진 형제로 인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생명체들과 

변별된다. 창세기에 의하면 오직 인간만이 절 자의 형상을 따라 빚어졌으며, 인간은 절

자로부터 청지기(steward)의 직분을 부여받았다. 그러한 논의에 의하면 창세기의 ‘생육하

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자연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5)는 구절은 반생태적인 내용

이 아니라 절 자의 리인으로서 자연에 한 인류의 관리 의무를 의미한다.6) 기독교에서 

인간은 절 자의 리인이다. 

이상과 같은 기독교 생태학에서 절 자-인간-자연은 상호연결된 존재이다. 절 자는 초월

적 존재이면서도 스스로 창조한 세계 안에 내재한다. 절 자의 거처로서 자연은 신성하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은 절 자에 의하여 동일한 혼과 육체로 빚어진 형제이다. 다만 인간은 

절 자를 리하여 자연을 관리할 소명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적 생태학의 논리는 절 자-인간-자연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정통 신학의 

이원론적 단절을 일원론적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독교 생태학은 본질적으로 이

원론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토 를 두면서도 일원론적인 재해석을 지향하는 점에서 일원론

적 이원론(monistic dualism)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교적 생태학으로 기독교 생태학은 심층생태학에 해당한다. 심층 생태학은 생태 위기의 

안을 정신적인 차원에서 모색하는 사조의 폭넓은 경향이다.7) 종교적 생태학은 유교, 불

교, 도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사상의 차원에서 생태학적 안을 추구한다. 한국 현 시

사에는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의 종교사상에 입각한 생태학적 사유가 깊고 넓게 펼쳐져 

있다. 

본고는 김남조 시에 나타난 기독교 생태학적 사유를 탐구하고자 한다. 김남조는 1950년

에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전후 시인에 속한다.8) 한국 현 시사에서 한국 

전쟁은 근 와 과학에 한 회의와 함께 지구와 인류의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

3) 송기득에 의하면, 오늘날의 신학에서 절 자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인물로 바르트, 골비처 등이 표적이고, 절 자의 내

재성을 강조하는 인물로 본훼퍼, 불트만, 틸리히 등이 표적이다. 송기득, 『신학개론』, 종로서적, 1997, 112.

4) 김균진, 『자연환경에 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254-263.

5)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1: 28.

6) James A. Nash, 이문균 역, 『기독교 생태윤리』,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158-166.

7) 심층생태학의 하위 항목으로 종교생태학에 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옥성, 「이병기 시의 유교적인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48, 2011. 324-327.

8) 김남조는 1927년 구에서 출생하고, 1950년에 「星宿」,「殘像」(『연합신문』)으로 등단하 다. 1953년 한국 전쟁 중

에 첫 시집 『목숨』을 간행 한 이후 최근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작품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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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시인들에게 당 의 위기는 자연과 인간을 립적 관계로 설정한 근 와 과학의 

소산으로 다가왔다. 전후 시인들은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안을 자연과 인간을 상호의존적

이고 공생의 관계로 이해한 전통적 사유에서 모색하 다. 서정주는 불교에서, 김관식은 노

장과 도교에서, 이병기는 유교에서 지구와 인류의 위기를 건널 수 있는 생태학적 사유를 

모색하 다.9) 

한편, 기독교 계열의 시인들은 기독교적인 생태학적 사유로 위기에 항하면서 자신의 생

태학적 시학을 펼쳐나간다. 이 글은 표적인 기독교 시인 중의 한 명인 김남조 시에 나타

난 기독교 생태학적 사유의 다양한 측면을 고찰하고 나아가 시사적 의의를 점검할 것이다. 

2. 이원론적 단절의 정황과 그 해소 - 죄와 기도 

기독교의 이원론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 죄이다. 기독교의 죄는 유불도에서는 찾

아보기 어려운 기독교 사상의 핵심적 개념 중 하나이다. ‘원죄’는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소외적 정황의 상징이다. 기독교의 실낙원 신화는 인간이 절 자와 자연(에덴)으로

부터 단절된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10) 

기독교 세계관에서 절 자와 자연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죄의 역에 놓이게 된다. 죄의 

역으로서 현실에 한 불만족, 그리고 절 자와 에덴이라는 이상에 한 동경에서 기독교

의 심층적인 고독이 발생하게 된다. 기독교의 죄의식은 ‘고독’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

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동양적 세계관에 토 를 둔 시인들과는 조적으로 기독교

적 세계관에 입각한 시인들의 작품에서 고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11) 

다른 기독교 계열 시인들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김남조 시의 저변에도 기독교의 이원론에 

뿌리내린 죄의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어찌 온전키를 바라리까마는

산처럼 높아진 잘못 또 잘못이었아오매 핍박과 치욕과 좁혀진 천지가 모두 나로 인하여 

죄됨인 줄 아옵나이다

어둠 살라먹고 달빛 살라먹고

9) 근본적으로 일원론적인 동양사상은 기독교에 비하여 생태학적 요소가 풍부한 연유로, 한국 현 시에 나타난 유불도의 생

태학적 사유는 꾸준히 탐구되었다. 다음이 표적인 논의이다. 김옥성, ｢한국 현 시의 불교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 김옥성, ｢김관식 시의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한국언

어문학』74, 한국언어문학회, 2010. ; 김옥성, 「이병기 시의 유교적인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48, 2011.

10) 기독교의 심층적인 죄의식은 실낙원 신화에 나타난 인간의 절 자와 자연과의 “관계 상실”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죄의식으로는 리쾨르의 다음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죄의 상징은 기본적으로 관계의 상실, 뿌리 또는 존재론

적 기반의 상실을 가리킨다.” P. Ricoeur, 양명수 역, 『악의 상징』, 문학과지성사, 1994, 80.

11) 한국 현 시사에서 고독에 하여 가장 깊이 있게 천착한 시인으로 알려진 김현승 시의 고독은 기독교 세계관에 토

를 두고 있다. 김현승뿐만 아니라 정지용, 윤동주, 김종삼 등 많은 기독교 시인들의 시적 세계에서 고독이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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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서면 바다 물결에서

시냇물 가에 서면 시냇물 줄기에서

어디라 곳곳이 내 시체

내 다 헐어진 시체

두둥실 떠내려오고

주여, 이 목숨 불살라 한줌 재 되게 하시옵소서

다만 죄 없는 한줌 재 되게 하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생을 가르치신 이여 

―〈죄〉부분, 43-44.12)

이 시는 김남조의 시적 사유의 저변에 깔려있는 기독교적인 죄의식을 잘 보여준다. 

“나”와 “그들”로 함축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천지”로 상징되는 세계 또한 죄

의 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아는 그러한 죄의 근원을 자아로 규정하면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죄의식에 관심을 기울인다.(“나로 인하여 죄됨인 줄 아옵나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화자는 죄의 궁극적인 삯을 사망으로 인식하고 있다(“어디라 곳곳이 내 시체”). 

죄의 삯으로서 사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 생”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적 죄의 사유체계에 입각한 자아에게 지상(현세)에는 안식처가 없다. 그러

한 사유는 자아를 깊은 고독으로 이끈다. 지상이 죄의 역이라는 실낙원 사상에 맞닿은 

죄의식에 뿌리 내린 고독은 부정적인 고독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착근한 김남조 시의 죄의

식과 고독은 서로 맞물려 지상을 부정적인 역으로 인식하게 한다. 

한편으로 화자는 끊임없이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결하면서, 어떻게든 지상의 세계와 

조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다음 시에는 고독의 가치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시키는 사유의 단면이 드러난다. 

이제 나 다신 너 없이 살기를 원치 않으마

진실로 모든 잘못은

너를 돌려놓고 살려던 데서 빚어졌거니

네 이름은 고독, 

내 오랜 날의 뉘우침이

네 앞에 와서 머무노니 

―〈고독〉전문, 44-45.

기독교 세계관의 범주 내에서는 죄의식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고독을 온전히 떨쳐내기 어

렵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아는 자신의 시각을 교정하면서 부정적인 고독을 생산적인 방향으

로 전환시킨다. 화자는 고독을 회피하려는 데에서 고독의 부정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자각하

1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본문의 시 인용은 다음 시집에 준한다. 김남조, 『김남조 시 전집』, 서문당,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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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고독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김남조 시에서 고독의 가치화는 ‘기도’의 이미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시편들에서 

‘기도’는 죄의 역으로서 세계와 거리를 두면서, 자아와 세계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고독한 시간이다. ‘기도’의 시간으로서 고독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다. 화자는 죄의 역으로서 세계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고독의 상태에서 기도를 통하여 

지상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 

絶海의 밤의 航海를 위해 

물안개에 젖은 등 의 불빛은 

켜 있듯이 

훌륭한 음악과 불멸의 시와 

마법 같은 예술을 낳은 이들의 

至福한 혼의 交歡과

그들을 가르친 신비로운 

自然

그리고 

이들 모든 것 위에 계옵신

당신의 按配를 찬미케 하옵소서 

―〈소박한 기도〉부분, 181.

이 시는 기독교적 세계인식의 긍정적인 측면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원죄론의 관점에서 본

다면 세계는 부정적인 역이다. 그러나 세계와 한 걸음 떨어진 긍정적인 고독 속의 기도

에 의하여 자아는 세계의 이면에 감추어진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세계는 비록 “絶海의 밤”처럼 어둠에 휩싸여 죄와 악으로 오염된 역이지만, “훌륭한 

음악”, “불멸의 시”, “마법 같은 예술”, 그리고 그것을 창조한 예술가들의 “지복한 

혼”, 예술가의 혼을 길러낸 “자연” 등이 밝게 비추어주고 있다. 화자는 세계의 어둠

을 몰아내는 그 모든 등불들의 배후에서 “이들 모든 것 위에 계옵신” 절 자를 발견한

다. 이제 세계의 기원은 신이다. 고독 속에서 이루어진 화자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절 자에

게 이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체계에서 “절해의 밤”은 하이데거가 

말한 “세계의 밤”처럼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죄와 악으로 오염된 

세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절 자의 발견에 이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으로서 고독의 상태

이다. 

세계의 배후로서 절 자에 한 인식은 세계를 신비화하게 된다. 자연은 단순한 물리적 

질료의 집합체가 아니라 절 자의 섭리에 호흡을 댄 유기체들이다. 이 시에서 “신비로운 

자연”은 절 자의 신성과 연결된 자연을 의미한다. 절 자와의 교감에 의해 세계의 죄와 

악은 해소되고, 자아에게 세계는 절 자의 신성이 깃든 “신비로운” 역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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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로운 자연”의 이미지 속에서, 절 자와 자연, 절 자와 자아, 자연과 자아의 관계-맺

음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남조 시의 저변에는 죄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한 죄

의식으로부터 부정적인 고독이 발생한다. 그런데, 화자는 고독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면

서, 기도의 역을 확보한다. 기도를 통한 절 자와의 교감에 의해 화자는 세계를 신비화하

게 된다. 

죄의식과 고독에 나타나듯이 김남조 시의 저변에는 기독교의 이원론적인 단절의식이 깔

려있다. 시적 자아는 고독의 가치화와 기도에 의해서 그러한 정통 기독교의 이원론적 단절

을 해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기도’로 표상되는 신앙의 힘은, 절 자와 세계, 절 자와 

자연, 자연과 자아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결속시킨다. 결국, 신앙(기도)에 의하여 이원론적 

단절이 관계-맺음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부터는 그러한 관계-맺음으로서 김남

조 시의 기독교 생태학적 상상력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본다. 

3. 천체 지향성과 자연의 신비화 

천국(Kingdom of Heaven) 사상에서 드러나듯이 기독교는 고 적인 천체 숭배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13) 기독교는 플라톤적 사유체계를 수용하면서 천체 숭배를 이론적으로 내면

화하고 있다. 기독교의 플라톤적 사유체계에 의하면 절 자는 외재적으로 초월적이며, 지

는 불완전한 물리적 질료의 역이다. 절 자는 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초월적인 역

에 거주한다. 지의 삶은 비본질적이고 덧없는 것인 반면, 천상의 삶은 본질적이고 원하

다.  

김남조 시에서 플라톤적 사유체계는 천체의 상상력으로 나타난다. 

종내 한 가지 바람을 못 이룬 터에 

생명의 종언이 다가온다 한들

진흙 한 줌만큼의 

아쉬움도 없으리라 한다 

글쎄올시다 

복사꽃 꽃빛이 물 속에 번지듯

유독 노을이 고운 

저 하늘 때문입니까 

― 〈虛心〉부분,  110

13) 야훼와 예수의 이미지에는 천신과 태양신의 이미지가 투 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Mircea Eliade, 이재실 역, 『종교사 개론』, 까치, 1994, 107-109. ;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 한길사, 200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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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천상과 지상의 가치를 명료하게 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화자에게 “노을이 고

운 저 하늘”은 이상적인 역이며, 조적으로 지상의 삶은 “진흙 한 줌만큼의 아쉬움

도” 없는 비본질적인 역이다. “노을이 고운 저 하늘”로 표상되는 천체는 절 자의 

역이며, 자연과 자아의 근원이다. 이러한 성스러운 천체의 이미지는 김남조의 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스러운 달과 

성스러운 해가 

조용히 盞을 기울이고 부어 주는

저것은 무엇일까 

―〈裸木의 詩〉부분, 205.

당신이 돌아올제면 

우리의 소망 하늘에 바쳐지고 

눈시린 별밭에 

자애로운 啓示가 보여지리니 

―〈靜謐한 노래〉부분, 98.

자아는 천체에서 절 자의 “자애로운 계시”를 발견한다. “성스러운 달과 성스러운 

해”는, 화자에게 천체가 근본적으로 절 자의 표상임을 말해준다. 이처럼 김남조 시에서 

천체는 신성한 역으로서 이상적인 세계이다. 

기독교의 플라톤적 사유에서 천상과 단절된 지상은 죄로 오염된 부정적인 역이다. 앞장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이원론적 단절은 기도(신앙)에 의해 해소된다. 김남조 시에

서 천상과 지상, 절 자와 세계의 수직적인 단절도 그러한 기도에 의해 해소되면서, 천상과 

지상, 절 자와 세계가 연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김남조 시에서 기도는 지를 죄의 역이나 물리적-기계적 역으로 놓아두지 않고 신

성하고 살아있는 유기체의 역으로 전환시키는 매개항이다. 그런데 기도의 주체는 다른 생

명체들과 변별되는 인간이다. 인간의 기도에 의해 세계에는 신의 은총이 깃들이게 된다. 인

간의 신앙에 의해 자연에는 신성한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학적 사유

는 인간을 신의 청지기로서 자연의 관리인으로 설정하는 기독교 생태학적 사유에 착근하고 

있다. 

기독교 생태학은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을 자연과 변별하

면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기독교 생태학에서는, 인간의 신앙적 해석에 의하여 자연

이 물리적 질료에서 신성한 생명체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신앙적 주체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14) 

14) 불교의 무아나 도교의 무위에서 ‘無’는 생태계 내에서 인간의 비중을 축소하는 개념이다. 이와 달리 기독교는 인간의 

비중을 강조하는 점에서 양자와 차이를 보인다. 인간의 신앙적 해석이 없다면 자연은 물리적 질료로 방치되게 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생태학에서 인간의 주체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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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조 시에서 천상과 지상을 매개하는 신앙적 주체의 표적인 이미지가 나무이다. 

저녁 노을

별 하늘에 

까닭 모를 동경이 피고 지거나 

때로 물 리듯 부푸는 그리움으로 해서 

불짖음같은 갈증이 

그 마음에 일어 

신의 이름 앞에 

평화의 입맞춤을 비는 

저 나무는 그렇듯이 

기도하는 나무일까

(중략)

내가 나무를 보듯

누가 또한 

나를 보아 주기 소원인 마음으로 

내가 나를 살피듯 

나무를 보는 

나인지도 모른다 

― 〈나무와 바람〉부분, 101-103.

김남조 시뿐만 아니라 한국 현  기독교 시인들의 시편에서 나무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

다. 플라톤적 이원론에 입각한 기독교 계열 시인들의 시편에서 지상에 발을 딛고서 천상을 

지향하는 신앙적 자아의 표적인 이미지가 “나무”이다.15) 

〈나무와 바람〉에서 나무는 “기도하는 나무”이다. 그 나무는 “저녁 노을”과 “별 하

늘”로 표상되는 절 자의 세계를 향하여 “불짖음같은 갈증”을 느끼는 신앙적 자아의 표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이 나무를 바라보듯이 절 자가 “나를 보아 주기 소

원인 마음”으로 절 자를 향해 기도를 드린다. 김남조 시편들에서 나무의 이미지로 형상화

되는 기도는 천상과 지상을 매개한다. 

〈나무들〉의 나무는 천상과 지상의 매개자로서 신앙적 자아의 표적인 이미지이다. 여

기에서 나무는 천상의 별빛을 지하로 끌어내린다.16) 김남조 시에서 지로 흘러내리는 천

체의 빛은 절 자의 은총을 상징한다. 천체의 빛이 스며든 지는 더 이상 부정적인 역

이 아니다. 절 자의 은총으로 인하여 지는 생명력으로 풍요로워진다. 기도하는 나무의 

이미지를 매개로 천상의 빛이 지상으로 흘러내리는 상상력은, ‘기도’로 표상되는 신앙적 

15) 천상과 지상의 매개항으로서 이러한 나무의 이미지는 정지용의 〈나무〉, 김현승의 〈나무〉, 윤동주의 산문 「별똥 떨

어진 데」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6) “밤이면 밤마다/ 金줄 뻗치는 별빛을/ 지하로 지하로 부어 내림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았지” ― 〈나무들〉434. 



김남조 시의 기독교 생태학적 상상력

74

주체의 의지에 의해서 자연이 신비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비화된 자연의 이미지 

속에서, 절 자와 자연, 절 자와 인간, 자연과 인간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다. 결국 신

앙적 주체의 의지가 절 자-인간-자연의 관계-단절을 관계-맺음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남조 시는 기독교의 플라톤적 이원론의 사유에 기반을 두

고 있다. 성스러운 천체와 조된 지상은 부정적인 역이지만, 신앙적 주체의 의지의 여과

를 거치면서 지상의 자연은 신의 은총과 생명력이 가득한 역으로 가치화된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독교 생태학적 사유에서는 절 자와 자연의 매개자로서 인간의 위

상이 두드러진다. 다음 장에서는 신성한 가치가 부여된 자연이 자아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

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4. 성모로 경험되는 대지  

유 -기독교 세계관에서 지의 소유권은 절 자에게 있다.17) 인간은 지의 소유자가 아

니라 절 자를 신한 관리자이다. 플라톤주의 전통에서 본다면 절 자로부터 임 된 소작

지로서 지는 물리적 경작지에 불과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서 지는 단순한 

물리적 경작지가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그러한 유기체로서의 자연은 절 자의 생명

이 숨을 쉬는 신성한 역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적 자아는 천체에 하여 플라톤적인 지향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지에 하여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유기체적 인식을 보여준다. 신성한 천체와 조

된 지상은 부정적인 역이지만, 기도(신앙)을 매개로 신비화된 자연은 신성한 역이다. 

후자의 차원에서 지는 물리적 환경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절 자의 생명이 스며들어

와 생명력이 충만한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김남조 시에서 천체 이미지가 절 자의 외재적 초월성과 맞닿아있다면, 지는 내재적 초

월성과 맞닿아 있다. 시적 자아에게 지는 천체와는 다른 신성성으로 경험된다. 천체와 

지의 신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먹이고 기르는 자연을 위하여 

죽은 후에도 원히 안아 주는 

지를 위하여 

땅의 남편인 하늘을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 〈아름다운 세상〉부분. 

17) Eric Katz, 「유 교와 생태학적 위기」, M. E. Tucker, and J. A. Grim, eds., 『세계관과 생태학』, 유기쁨 역, 민들

레책방, 2002,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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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주체에게 “하늘”(천체)가 남성적인 신이라면, “ 지”는 여성적인 신이다. 야훼와 

예수의 신 관념에 잘 드러나듯이 기독교의 신 관념은 남성중심주의-가부장제 문화에 편향

되어 있다. 생태여성주의는 가부장제 문화의 산물로서 남신 전통의 반생태성을 비판하면서, 

여신의 복원을 통한 생태적 사유와 감의 회복을 지향한다.18)

가부장제 문화에 의해 추방되기 이전 최초의 신은 ‘위 한 어머니 여신’으로 알려져 

있다.19) 인류가 원초적으로 경험한 신은 남성-천체가 아니라 여성- 지로서의 어머니이다. 

생명을 낳고 돌보는 모성은 지적 신성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근본적인 요소이다. 생명을 

낳고 돌보는 어머니로서의 신성의 표적인 형태가 ‘지모신(地母神)’이다. 지는 “낳고 

열매를 맺게 하고 거두어”20)들인다는 점에서 가장 친숙하게 경험되는 ‘위 한 어머니 여

신’이다.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는 가부장제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여신 신앙의 전통을 수용한 

상징으로서, ‘위 한 어머니 여신’에 한 중의 신앙적 욕구를 반 한 것이다.21) 김남

조의 시에서 성모는 지적 여신의 이미지로 현현한다. 

연초록 잎새하며 

희디 흰 꽃덤불 꽃가지에서랴

아련한 꽃내음

물 번지듯 풍겨오고

하늘 아른아른 푸르고 맑음에랴

별빛도 서걱이며

노래인 양 울려 오는

오월입니다

당신의 꽃祭를 이 속에 꾸미옵기

진정 옳고 보람지던

어머니의 聖月

－〈성모의 밤〉부분, 114.

가톨릭에서 오월은 성모의 달이다. 김남조 시에서도 오월의 자연이 보여주는 풍요롭고 아

름다운 생명력은 성모의 표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오월의 자연에서만 성모를 발견하

는 것은 아니다. 오월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변하는 이미지이다. 시적 주체는 생명

력이 충만한 자연을 성모의 계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자아에게, 지의 모든 생명들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존재가 성모이다. 표면적으로 고 의 

18) C. Merchant, 『래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역, 이후, 2001, 257.

19) 장 란, 『위 한 어머니 여신』, 살림, 2007, 3-18.

20) M. Eliade, 이재실 역, 『종교사 개론』, 까치, 1994, 230.

21) 김혜란, 「마리아론에 한 여성신학적 연구」, 한신  석사논문, 1997, 29-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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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모신 신앙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김남조 시의 성모 신앙은 본질적인 면에서 고 적 

지모신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플라톤적 이원론이 저변에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

다. 

성모는 사람과 모든 생명체를 보살피는 지모신적 모성의 표상이지만이지만, 온전하게 

지에 속하지 않는 천상적인 속성을 지닌다. 고 적 지모신이 지 그 자체인 것과는 근본

적으로 다르다. 다음 시는 김남조 시의 성모 관념을 적절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사람과 동식물, 공기까지도

모성의 약손만이 마지막 살길인

오늘의 지상으로

승천해 계시던 성모 어머님 오십니다

자식이 고통 받는 그 어디에도

어버이의 사랑 필연 오십니다

－ 〈빛의 어머님〉부분22)

아아 승천만으로도

너무나 눈부심을 

하늘에서 길 떠나 땅으로 오시는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 놀라운 사랑이 웬일입니까

－ 〈성모승천〉부분, 326-327.

화자는 “사람과 동식물, 공기까지도”, 즉 생명체는 물론 환경까지도 모성에 의해 양육

된다고 말한다. 지구-생태계를 운행하는 근원적인 생명의 힘을 지의 여신으로서 성모의 

모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승천해 계시던 성모 어머님”은 김남조 시의 성모가 고 적 지모신과 달리 근본적으로 

천체에 속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성모는 천체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낳고 기르

는 지의 생명력을 통해 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지의 생명력을 통해 자신을 드

러낸다는 점에서 성모는 고 의 지모신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

든 생명들을 낳고 양육한다는 점에서도 상호 겹쳐진다. 이러한 성모의 상상력에서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은 지의 자식들로서 형제의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은 어머

니와 아이의 관계로 연결된다. 

김남조 시에서 천체 지향성이 기독교의 플라톤적 전통에 맞닿아 있다면, 성모로서의 지

의 상상력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 호흡을 고 있다. 기독교에 두 전통이 공존하듯이 

김남조 시에도 두 가지 상상력이 길항하면서, 기독교적인 생태학적 상상력을 이끌어나간다. 

김남조 시에서 성모로 경험되는 지의 상상력은 자연과 인간을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22) 김남조, 『김남조 시전집』, 국학자료원, 2005,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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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정한다.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연에 의해 탄생하고 양육되는 존재이

다. 이러한 기독교 생태학적인 상상력에서 자연은 지배와 착취가 아니라 존중의 상이다. 

5. 과학적 상상력과 종말론적 생명 공동체 

기독교 신학은 현  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기 위하여 과학과의 변증을 추구한다.23) 기독

교 신학은 오랫동안 기독교 세계관과 과학이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서로 겹쳐지고 

상호보완적인 면이 많다는 주장을 전개하여 왔다. 최근의 기독교 생태학자들도 기독교 세계

관과 과학의 유사성과 상호보완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의 시 에 경쟁력 있는 생태학의 논리

를 펼친다.24) 

김남조 시에서도 기독교 세계관과 과학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적 주체

가 기독교와 과학을 변증시키면서 지구와 우주라는 생명 공동체를 형상화하는 양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六十億 光年

잠잠히 엮어진 天文과 攝理

참되기 어려운 설움도 함께

습한 이 따의 수면을 벗고

멸하지 않는 하늘의 별을 바라면

(중략)

헤아릴 수 없는 太古의 빛이

자꾸 쏟아져 온다는 눈시린 驚異가 

목숨처럼 켜진 기상  속 이 한밤의 

우람한 壯嚴과 歡悅의 바다……

여기 오로지 타오르는 별에의 讚歌여 

―〈星宿〉부분, 48-49.

화자는 기상 에서 밤을 보내며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천체를 바라본다. 천체의 “멸하지 

않는 하늘의 별”은 덧없는 지상과 비되는 신적인 원성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신성한 천체를 하며 “우람한 장엄과 환열”을 느끼며 “별에의 찬가”를 속삭인

다. 

기상 에서 바라보는 천체와 지구에 한 인식은 과학적 세계관에 토 를 두고 있다. 과

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 우주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 중 하나이다. 화자는 그러한 과학

23) 기독교와 과학의 변증적 이해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Ted Peters 편, 김흡  외 역, 『과학과 종교』, 

동연, 2002.

24) 기독교 생태학과 과학의 변증적 이해에 관한 표적인 논의는 김균진의 저서이다. 김균진, 『자연환경에 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연세 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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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우주론을 기독교적 상상력과 결합하여 신성한 천체에 에워싸인 축복받은 지구의 이미지

를 형상화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체계에서 지구는 “별”로 표상되는 신의 축복 속에 놓인 하나의 생명 공동

체이다. 생명 공동체로서 지구의 이미지는 〈불사조의 태극〉에 잘 형상화되어 있다.   

 

그렇다 

우리는 全諧調의 音樂이려 한다 

전인간으로 둥둥 울리는 북이려 한다 

잉태하고 해산하는 모성의 육체, 

더욱 모성인 정신이려 한다 

신앙과 사랑과 창조

地球를 품어 안는 커다란 輪舞이려 한다 

(중략)

새로이 조율한 나를, 우리들을 

아아 죽어도 환생하는 不死鳥의 精魂으로 

하늘 공중 높이높이 내거는 

우리의 太極, 한사코 한사코 

그것이려 한다 

― 〈不死鳥의 太極〉부분, 416-417.

봄을 맞이한 화자는 지구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낀다. 봄의 생명력은 “쾅 쾅 가슴의 문

을 부수고 울리는” 소리로 다가온다.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봄에 한 상상력은 지구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모성의 육체”라는 사유에 이른다. 

“전해조의 음악”, “커다란 윤무”는, 춘하추동의 리듬과 율동을 지니고서, 생과 사를 

반복하는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을 양육하면서 원성을 유지해나가는 지구의 생명력을 상

징한다. 시적 주체는 원한 생명체로서의 지구를 “불사조”로 규정한다. 그것은 지구를 

하나의 단일한 생명체로 규정한 러브록의 ‘가이아’ 개념과 유사하다. 

〈성수〉에서 지구는 무수한 별들이 신의 축복처럼 빛나고 있는 우주 한 가운데에 떠 있

는 생명 공동체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사조의 태극〉에서 지구는 러브록의 ‘가이

아’와 같이, 개개의 생명체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일한 생명체로서 ‘불사조’

이다. 시적 주체는 이러한 시편들에서, 기독교와 과학을 변증시켜 절 자의 축복 속에서 생

명력이 충만한 지구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김남조 시의 과학적 상상력은 기독교의 종말론적(eschatological) 사유와 만나면서 지구 

공동체에서 우주 공동체로 확장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동양사상과 변별되는 기독교

의 독특한 시간의식이 종말론이다.25) 김남조의 시의 종말론적 시간의식은 한국 전쟁을 거

25) 기독교의 종말론은 직선적 사관으로서 ‘세속적 역사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두 요소를 축으로 이루어

진다. 기독교의 종말론적 시간의식에 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옥성,「김현승 시의 종말론적 사유와 상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8, 2008, 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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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서 깊이 있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한국 문단에는 위기의식이 팽

배해진다. 가공할 만한 현 식 무기의 위력 앞에서 시인들은 인류와 지구의 종말에 한 

불안에 사로잡힌다. 전쟁을 계기로 많은 시인들은 근 와 과학에 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

여준다. 전후 전통주의 시인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전후 시인들은 동양 사상을 활

성화하면서 근 와 과학이 초래한 위기를 넘어서고자 하 다.26)  

김남조는 기독교 생태학적 상상력으로 위기의식을 해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 전쟁 

중에 출간된 《목숨》(1953)에는 종말에 한 불안과 더불어 기독교적 신앙에 의해 확보되

는 희망이 담겨 있다. 

포성이 하늘을 뚫어 놓았다

무르익은 석류알처럼 사방에 흩어지는 아픈 살점들, 여기 죽음이란 이름의 분주한 쓰임이 

있고 여기 사람이 만든 火星의 야만이 있느니

참말 난 과학도 지혜도 모른 채 살고 싶었다

네 가슴 위 동그랗게 귀여운 세월을 그으며 너랑 함께 오래 오래 이 땅에서 살고 싶었다 

(중략)

뜨겁게 함께 가선 하늘 한 곳에 조그마한 새론 성좌

자 어서 한 번만 더 그 노래 불러 다오

이 고마운 지구가 태양을 끌어 가슴에 뉘이고 풍성한 빛과 생명을 꾸며내던 둔덕, 거기 

너와 나 목숨을 넋을 묶어 바치며 부르던 노래

오오 너의 어진 牧歌 내 그리운 요람의 노래를 

―〈다시 한번 너의 牧歌, 내 그리운 요람의 노래를〉부분, 50-51.

이 시는 한국 전쟁을 계기로 주체가 경험한 지구의 종말에 한 불안감을 잘 담아내고 

있다. “폭풍”, “포성”, “불길”로 표상되는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화자는 “아무

래도 지구가 풍선처럼 찢어져 죽을 것만” 같다는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다. 현 식 무기의 

위력에 압도당한 화자는 “불송이들이 서늘한 파도마냥” 려오는 공포를 느끼며  “이젠 

나도 죽어야 한다”라는 체념을 보인다. 

그러나 체념은 절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아는 종말론적 상상력을 통해 지구가 파괴된 

뒤에 가게 될 “하늘 한 곳에 조그마한 새론 성좌”를 꿈꾼다. 강력한 신앙이 위기의 정황

을 희망으로 전도시키는 것이다. 

이 시에서 새로 도래할 종말론적 이상 세계는 “새론 성좌”이지만, 다른 시편들에서 그

것은 우주 전체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먼 훗날 지구의 마지막 날

달도 함께 피를 뿜고 임종하리니

달과 지구와 내가 

26) 김옥성, ｢김관식 시의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한국언어문학』74, 2010, 44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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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상들 후손들이 

또한 내 이웃과 이웃의 그것 또 이웃이

모두 다 하나 되어 

또 다시 元素 낟알로 돌아간다면

장려한 혼의 질서가

나머지 모든 天體를 덮으리라

―〈月魄〉부분, 54. 

지구는 없어도 좋았습니다 

사람은 생겨나지 않았던들 복되었으리 

풀잎이 허공에 뜨고 

유리 같은 기 속에 

호랑나비 化石져 박힌다 해도 

神의 創意 모자람은 아닐 것을

―〈未明 地代〉부분, 141-142.

〈월백〉은 달과 지구가 파괴되어 모든 구성 요소들이 원소의 상태로 우주로 흩어지는 

상상을 보여준다. 달과 지구의 종말 다음은 “장려한 혼의 질서”가 “나머지 모든 천

체”를 뒤덮는 세상이다. 즉, 종말론적 세계는 지구를 구성하던 모든 생명체의 혼이 흩어

져 온 우주를 가득 채운 우주적 생명 공동체이다. 물론 이러한 생명 공동체는 시적 자아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세계이다. 

〈미명 지 〉는 절 자가 왜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체를 지구에 한정시켜 놓았는지 의문

을 제기한다. 즉, 절 자가 자연과 생명체를 지구에 한정시키지 않고 우주 전체에 풀어놓았

더라면 어떠하 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사유는 김남조 시의 이상적 생태-공동체가 지구라는 행성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풍성한 빛과 생명”의 “둔덕”이며, 자아와 인류와 모든 생명의 “요

람”이라는 점에서 물론 지구는 소중한 생명 공동체이다.27) 그러나 종말론적 시간의식은 

지구와 역사의 외부에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유토피아를 설정해놓고 있다. 그

러한 시간의식이 시적 자아로 하여금, “새론 성좌”나 우주 전체로 확장된 생명 공동체를 

꿈꾸게 하는 것이다. 

요컨 , 김남조 시에서 지구는 절 자의 은총에 에워싸인 생명의 요람으로 인식된다. 그

러나 종말론적 시간의식으로부터 역사의 종말에 한 예견과 새로이 도래할 에코토피아에 

한 비전이 생성된다. 김남조 시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종말 뒤의 에코토피아의 구체적

인 형상은 구체화되지 않고 의문의 상태로 암시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그 세계는 역사-현실

과는 ‘다른’ 차원에 속하기 때문에 구체화되기 어렵다. 비록 불투명한 상태로 제시될지라

도 종말 뒤의 유토피아에 한 비전은 현실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27) 〈다시 한번 너의 牧歌, 내 그리운 요람의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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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주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상력에서 지구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종말에 한 예견은 오히려 지구라는 생명 공동체의 소중함을 성찰할 수 있는 계

기로 작용할 수 있다. 

6. 시사적 의의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유교, 불교, 도교가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 으며, 근  이후 한

국 사회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큰 비중을 점유하면서 다종교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28) 윤

이흠은 한국의 다종교 상황을 한국인의 관용과 조화의 정신으로 해석한다. 그에 의하면 한

국인은 관용과 조화의 정신으로 외래 종교를 포용하면서 한국적 종교로 내면화하여 왔

다.29) 

한국 사회의 다종교 상황은 한국 현 시에도 투 되어 있다. 한국 현 시사는 샤머니즘,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천주교와 개신교) 등 다양한 종교 사상을 수용하면서 형이상학적 

깊이를 확보하여 왔다. 

생태 담론이 출현한 이후 한국 현 시사에 풍부하게 내장된 종교적 형이상학은 심층 생

태학적 사유의 보고로 새롭게 주목되기 시작하 다. 많은 심층생태론자들은 모든 종교가 본

질적으로 생태학적이라는 견해를 펼쳐보여준다. 한국 현 시사에는 다양한 종교에 착근한 

생태학적 사유와 상상이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 현 시사에 펼쳐진 표적인 종교 

생태학적 상상력은 다음 몇 가지 차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샤머니즘 생태학적 사유는 자연에 깃든 초자연적 힘이나 정령 등에 한 인식을 상기시

키면서 자연에 한 경외감이나 동화적 친근성을 회복시켜준다. 샤머니즘 생태학적 상상력

을 보여주는 시인으로는, 김소월, 백석 등이 표적이다. 

불교 생태학적 사유는 윤회론에서 잘 드러난다. 불교사상에서 윤회는 본질적으로 해탈해

야만 하는 부정적인 순환이다. 그러나 한국 현 시인들은 생태-미학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순환으로 승화시킨다. 윤회론적 사유에서 우주 만물은 부모형제의 혈연관계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맺어지게 된다. 불교 생태학적 사유와 상상을 보여주는 시인으로, 한용운, 조지훈, 

서정주 등이 표적이다. 

노장-도교 생태학적 사유는 양생(養生)사상으로 변된다. 무위(無爲)의 개념에 잘 드러나

듯이 노장-도교 생태학적 사유는 인위를 축소하여 자연의 생명력에 최 한 가까이 다가가

고자 한다. 노장-도교생태학적 사유는 인위를 벗어버리고 가능한 한 자연과 가까운 삶을 통

28) 200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종교 인구는 2497만명(53.1%)이다. 구 중 불교 인구는 1072만명

(43%), 개신교 인구는 861만명(34.5%) , 천주교 인구는 514만명(20.6%), 유교 인구는 10만명(0.4%), 원불교 인구는 13

만명(0.5%), 천도교 인구는 4만5천명(0.2%), 증산교 인구는 3만4천명(0.1%), 종교 인구는 3,000명(0.0%), 기타 종교 

인구는 17만명(1.7%) 등이다. 샤머니즘, 도교, 유교는 표면적으로 많지 않더라도 문화와 무의식 차원으로 내면화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29) 윤이흠은 “한국은, 이를테면 모든 문화와 가치를 녹여 한국적 관용과 조화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용광

로’(melting pot)이다. 한국의 다종교 상황은 다시 말해서 이 용광로가 위치한 공장인 것이다.”라고 말한다. 윤이흠, 

「한국종교 개관」, 윤이흠 외,『한국인의 종교』, 정음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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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연과 인간의 삶의 조화를 추구한다. 노장-도교 생태학적 사유체계를 보여주는 시인으

로는 신석정, 김관식 등이 표적이다. 

유교는 동양 종교 중에서 가장 덜 생태적인 종교로 알려져 있다. 유교는 종종 인간중심

주의로 많은 비판을 받는다. 유교가 인간중심주의적인 면이 없지는 않지만, 반생태적인 것

은 아니다. 유교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서,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연과

의 공존을 추구하는 포용적 휴머니즘의 생태학이라 할 수 있다. 무아와 무위의 개념이 함

축적으로 제시해주는 바와 같이 불교와 도교는 인위를 견제하는 생명중심주의적 생태학이

다. 반면, 유교는 인위와 자연의 하모니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휴머니즘이다. 유교 

생태학적 사유를 보여주는 시인으로는, 이병기, 이육사 등이 표적이다. 

기독교는 ‘지구상에 출현한 종교 중에서 가장 반생태적인 종교’라는 비판을 빈번하게 

받아왔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덜 생태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에도 생태적인 사유가 풍부하다. 기독교 생태학은 절

자와 자연의 매개항으로서 인간의 신앙적 주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명중심주의보다

는 포용적 휴머니즘 계열의 심층생태주의에 가깝다. 

기독교의 이원론은 동일성을 본질로 하는 서정시와 만나면서 일원론적인 색채가 강해진

다. 단적으로, 한국 현 시사에서 반생태적인 기독교적 시학을 보여준 시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국 현 시사에는 기독교가 넓고 깊게 수용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 현 시의 기독교적 

시학은 부분 절 자-인간-자연의 관계-맺음을 지향하는 생태학적 사유를 펼쳐보여주었다. 

기독교 생태학적 사유와 상상을 보여준 표적인 시인들로는 김남조 외에도, 정지용, 김현

승, 윤동주, 박두진, 홍윤숙, 구상, 이해인 등이 있다. 

김남조의 기독교 생태학적 상상력은 다음과 같은 시사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김남조의 기독교 생태시학은 전후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치유하는 데에 기여하

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전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로 근 와 과학으로 인식

되면서 많은 전후 시인들은 주로 동양사상을 통해 정신적인 치유의 길을 모색하 다. 반면, 

김남조는 기독교의 생태학적 사유를 통해 위기를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상상력을 보여주었

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김남조 시에서 여성 특유의 내 하고 섬세한 상상력으로 펼쳐지는 성모의 상상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전에는 성모로 경험되는 지의 상상력을 김남조만큼 적극적으로 

전개한 시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고 적 지모 신앙을 수용하면서도 그와 변별되는 

기독교적 지신으로서 성모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형상화하 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

닌다. 

셋째, 천문학에 한 관심을 토 로,30) 기독교와 과학의 변증을 추구하 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남조의 시에서는 과학적 우주론과 기독교 신앙이 자연스럽게 공존한

다. 그것은 시적 주체의 신앙이 과학적 우주론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면서 가능해진 일이

다. 김남조는 끊임없이 천체와 우주에 해 관심을 기울이면서, 신의 은총에 에워싸인 지구

30) 이에 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남조,「세 갈래로 쓰는 나의 자전적 에세이」≪시와 시학≫, 1997. 가을. 



김남조 시의 기독교 생태학적 상상력

83

와 우주 전체로 확장되는 에코토피아라는, 한국 기독교 시학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독교

적이면서도 매우 독창적인 생태학적 상상력을 펼쳐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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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이 성 희(서울대학교)

                                                    

   본 

  김남조의 시세계를 기독교 생태학의 관점에서 조명한 선생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50

년  기독교 시인인 김현승의 시세계를 분석한 선생님의 논문을 재미있게 읽은 독자로서, 

이번 논문「김남조 시의 기독교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역시 많은 기 를 가지고 열심히 

읽어 보았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논문을 읽다가 갖게 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선생님

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는 심층 생태학과 기독교 생태학을 구분하면서, 기독교에 잠재된 생태학적 세

계관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시도하셨습니다. 논문에서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

으로, 이 두 생태학의 차이에 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제가 생각하기에 과학과 생태학은 근본적으로 립되는 것이며, 50년  생태학에 관한 

논의는 한국전쟁에 한 성찰적 시선을 토 로 하여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50년  시인들은 한국전쟁의 폭력성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주체라는 점에서, 물질

문명의 토 가 되는 과학에 하여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과학’과 ‘생태학’

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은 자

연의 신성함을 파괴하고, 수량화 한다는 점에서 50년  시인들에게 극복의 상이 아니었

을까요. 

  과학과 생태학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이 가능한지에 한 섬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

은데,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김남조의 시

세계에 나타난 생태학이 새로운 차원에서 재조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기독교 신학에서 출발한 기독교 생태학에서 과학적 상상력이 결정적인 것인지도 궁

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김남조의 시에서도 ‘기독교적 세계관’과 ‘과학’과의 조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요. 

3) 선생님께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시인 윤동주, 정지용, 김현승의 시에서는 공통적으

로 고독이 나타난다고 언급하셨는데, 김남조의 시세계에 나타난 기독교적 생태학이 다른 기

독교 시인들(정지용, 윤동주, 김현승)의 시에서도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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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貞明황후와 昭和천황의 모자관계 -

             - 임 용 택 (인하대학교)

        指定討論 - 최범순( 남 학교)

  프 로 필

임 용 택   (인하대학교 동양어문학부)

◆ 主要著書 및 論文

著 書 -『金素雲『朝鮮詩集』の世界ー祖国喪失者の詩心』（中央公論新社,　 2000), 『일본 근 문학- 

연구와 비평3-』(월인, 2004) 『일본문학의 흐름2』(한국방송통신 학교 출판부, 2007) 외 

다수 

論 文 -『일제강점기의 만주조선인 문학 소고』(『한국학연구』2010.5) 『金素雲の過去と未来』(『比

較文學硏究』2009.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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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貞明황후와 昭和천황의 모자관계 -

임 용 택 (인하대학교)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 [자연·생태·환경]에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소재의 하나는 결국 

살아있는 생물로서, 본 발표에서는 동물과 미생물을 다룬 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다. 

 일본의 근 시에는 동물 표현이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도구적인 역할에 머무

르지 않고, 시적 화자 내지는 주된 시적 상물로 삼고 있는 작품이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다이쇼기의 표적 시인인 다카무라 고타로(高村光太郎, 1883-1956)에게는 다이쇼(大正 : 

1912-25) 말기부터 쇼와(昭和 : 1926-88)기에 걸쳐 성립된「맹수편(猛獸篇)」이라 불리는 

작품군이 있으며,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 1886-1942)의 시집 『달에게 짖다(月に吠

える, 1917)』와 『파란 고양이(靑猫, 1923)』, 구사노 심페이(草野心平, 1903-88)의 『제백

계급(第百階級, 1928)』등은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인 개와 고양이, 개구리 등을 주된 

시적 표상물로 배치하고 있다. 상 적으로 한국의 근 시가 노천명(盧天命, 1913-57)의 

「사슴(1938)」이나 황석우(黃錫禹, 1895-1958)의 「벽모의 묘(碧毛의 猫, 1920)」, 이장희

(李長熙, 1902-28)의 「봄은 고양이로다(1924)」등의 소수 작품을 제외하면 양적으로 동물

의 시적 형상화를 정면에서 시도한 작품이 많지 않음과 비교할 때, 일본 근 시의 독립된 

역으로서 ‘동물시’라는 명칭을 부과해도 좋을 것이다. 

 일본 근 시 속에 나타난 동물표현에 한 기존 연구는 시인의 사상적 메시지나 정감, 일

본인들의 자연관을 파악하는 부수적 자료로 활용되어 왔을 뿐, 시적 화자로서의 자립성이나 

의미성을 정면에서 조명하는 시각은 활발하지 않다. 부언하자면 동물 표현을 인간의 삶이 

처한 환경 속에서 생물학적 혹은 생태학적으로 포착하려는 관점은 생소한 분야에 속한다. 

생태학(ecology)은 일반적으로 생물계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생물 상호간의 접한 관계성

을 병리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등 제반 과학 분야를 통해 파악하므로, 인간을 비롯한 삶

의 터전 속의 모든 생물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표상하는 문학 분야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 과학이 원인과 결과를 중시하는 객관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에 입각해 현상을 규명하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추구한다면, 문학은 감성과 이성에 의해 삶의 무게를 직시하고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인간적 감동에 바탕을 둔 주관적 자세를 취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르의 

특성상 서정성을 중시하는 시가는 인류가 당면해 있는 삶의 환경의 위기 상황에 한 온정



일본근 시 속의 생물표현

87

적이고 때로는 냉소적인 시선을 통해 시인의 사상적 메시지의 윤곽과 현실적 해법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작품 감상에 있어 생태학적 관점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일례로 하기와라 사쿠타

로의 「고양이(猫, 1915)」(『달에게 짖다』)라는 시를 들 수 있다. 

 새까만 고양이가 두 마리, 

 나른한 밤 지붕 위에, 

 톡 세운 꼬리 끝으로, 

 실 같은 초승달이 희미하다. 

 “야오옹, 안녕하시오” 

 “야오옹, 안녕하세요” 

 “야오오, 야오오, 야오오”

 “야아오옹, 이 집 주인은 병이 났어요”1) 

 정황상 고양이의 교미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 시는 흔히 “나른한 (봄날) 밤”의 병적 환

상을 감각적으로 노래한 작품으로 지적된다. 우선 이 시에는 시적 화자인 고양이와 “주

인”으로 표상된 인간, “지붕”에서 연상되는 주거물로서의 문명적 요소, “초승달”이 암

시하는 자연현상 등 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들이 망라돼 있다. 무엇보다 시적 

주체인 두 마리의 고양이의 특이한 울음소리(onomatopoeia)에 담겨진 의미성을 인간의 

화로 처리함으로써, 동물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위하는 성교(性交) 행위라는 생태계의 보

편 질서를 환기시키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인은 생명의 탄생을 위한 본능적 행

위가 펼쳐지고 있는 지붕 아래에 “(병든) 주인”을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통념 속에 억압

되어 온 생식 본능에 한 현  인간사회의 가식적 도덕관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생명탄생의 순수성을 주체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따라서 “병든 주인”은 기존의 지적처럼 

단순히 시인의 성적(性的) 도착과 같은 병적 환상이 만들어낸 정서적 이탈이 아닌, 인간과 

생물의 생식 본능이라는 생태계의 순환논리에 입각한 필연적 시적 구상물(具象物)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근 시인 중 양적으로 가장 많은 동물을 표현한 시인으로 「맹수편」2)의 시

편들로 알려진 다카무라 고타로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맹수편」에는 타조, 백곰(북극

곰), 사자, 코끼리, 메기, 소, 독수리 등의 실존하는 동물 외에, 뇌수(雷獸), 용(龍)과 같은 

상상의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한다. 

 광활한 하늘의 검은 구름을 순식간에 가르며,

。

2) 다이쇼 말기부터 쇼와기(1925년경- 1930년  후반)에 이르는 시기에 성립된 작품군으로, 시인 생전에 수차례에 걸쳐 시

집으로 간행이 계획되었으나 결국 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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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넓은 바다의 파도를 단숨에 빨아들이고,

 암담한 열 의 섬 그늘에,

 콸콸 솟구치는 물기둥을

 비스듬히 비춰 는 발톱,

 세로로 찟어내는 

 칼날의 꼬리,

 눈에서 뿜어 는 불기둥은

 순간,

 바다 밑까지 이르러

 휘몰아치는 바람 동굴을 내리쳐,

 기압(氣壓)의 불그러진 혈관에

 맹렬의 침을 꽂으며,

 혜성처럼 나타나 혜성처럼 사라지고,

 천연의 한 가운데에

 청량무적(淸涼無敵)의 질서를

 내던져

 승천하는 그 이름,

 용3)

-「용(龍, 1928)」-

 이들 동물들에 한 묘사상의 특징은 그들의 외관을 마치 조각하듯이 조형(造形)함으로써 

무한한 생동감과 본능적 생명의식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맹수편」시편들은 동물들의 외관이나 동작에 한 묘사가 인간을 향한 시인의 사

상적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음은 다카무라 고타로의 표작 중의 

하나인 「너덜너덜한 타조(ぼろぼろな駝鳥, 1928)」이다.

 무엇이 재미있어 타조를 기르는가.

 동물원 네 평반 진흙탕 속에서는,

 다리가 너무 답답하지 않은가.

 목이 너무 길지 않은가.

 눈 내리는 나라에 이 로는 날개가 너무 너덜 지 않은가.

 배가 고파 딱딱한 빵도 먹기야 하겠지만,  

 타조의 눈은 먼 곳만을 쳐다보고 있지 않은가. 

 간절하게 이글 고 있지 않은가.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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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빛 바람이 곧 불어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저 소박한 머리가 무한 의 꿈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지 않은가.

 이 로는 더 이상 타조가 아니지 않은가. 

 인간들이여,

 이제 그만 두거라, 이런 짓은.4)

 이 시의 중심에는 “네 평반” 질퍽 는 동물원 우리 속 타조의, “유리빛 바람”처럼 투명

한 “무한 의 꿈”을 무참히 억압해 버린 인간사회의 비인도적 현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일본의 자연환경이나 풍토와는 맞지 않는 타조의 신체적 특징에 착안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맹수편」에서는 일본인들에게 이질적인 다수의 외국산 동물들을 통해, 그들의 자유로운 삶

을 생리적으로 압박하는 자연환경의 이질감과 생존 환경의 열악함을 부각시킴으로써, 물질만

능에 치우친 인간사회에 한 비판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일본 근 시 속의 동

물이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종속된 주변적 존재에 머무르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와는 조적으로, 인간의 종속체(從屬體)가 아닌, 동물 나아가 생물 자체의 독립적 의미

성을 추구한 시인에 하기와라 사쿠타로가 있다. 그의 초기시집인 『달에게 짖다』와 『파란 

고양이』는 생물표현에 한 특별한 경도(傾倒)의 자세를 엿보게 하며, 특히 『달에게 짖

다』에서는 인간에 상응하는 ‘외시적(外視的)’ 신체를 지닌 개와 고양이 등을 기형(畸形)

이나 질환(疾患)의 병리적(病理的) 형태로 등장시키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랜 질환의 고통에서,

  그 얼굴은 거미집투성이가 되어,

  허리에서 아래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려,

  허리에서 위로는 덤불이 자라,

  손이 썩어

  온 몸이 진정 엉망진창이 되어,

  아아, 오늘도 달이 떠,

  지새는 달 하늘에 떠,

  그 초롱불 같은 으스름 달빛아래,

  병신 몸뚱이의 흰 개가 짖고 있다.(以下略)5) 

-「달 지새는 새벽(ありあけ)」(『달에게 짖다』)-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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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타로 특유의 병적 환상이나 감각을 드러낸 전형적 작품이자, 동시집의 ‘개’의 이미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시이기도 하다. 시 속 “흰 개”의 신체적 상황은 비정상적 상태로서, 생존 혹은 

생명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건전한 조직체(organism)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병리적 신체감각이 인간을 다룬 작품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으로. 같은 시집 속의 「봄날 밤(春

夜)」이라는 시가 이를 뒷받침한다. 

  

  바지락 같은 것, 

  합 같은 것,

  물벼룩 같은 것,

  그들 생물의 몸은 모래에 묻혀,

  어디랄 것 없이,

  명주실 같은 손이 무수히 자라나,

  가늘가늘한 털이 파도 사이로 일렁이고 있다. 

   …………

  멀리 해변 쪽 바라보니,

  축축한 갯벌에는,

  허리 밑이 잘린 병자들의 행렬이 걷고 있다.(以下略)6)  

 “병자들의 행렬”로 표상된 인간의 모습은 문맥상 원경(遠景)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인간의 신체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달에게 짖다』를 관통하는 주제는 다이쇼기의 도시문명화의 물결 

속에서, 소외된 인간의 일그러진 자화상으로서의 방향성의 상실과 이에 수반된 숙명적인 고

독과 허무의식에 찾을 수 있으며, 사쿠타로는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생물을 등가

적(等價的) 존재로 자각한 최초의 시인으로 평할 수 있다. 

 한편, 사쿠타로의 시편은 시적 상물의 범위가 개나 고양이 외에도 바지락이나 합, 물

벼룩 같은 어패류와 벌레에 이르기까지 연체동물을 포함한 생물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시인 자신의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

   시인의 의식 속에는, 인류의 오랜 조상이, 수억만 년 전의 옛날부터  遺傳해 온 先驗的 기억이 자  

 리 잡고 있다. 그 기억 속에서 그들은 穴居人이었거나, 貝食人이었거나, 때로는 훨씬 더 오래 전에  

   禽獸나 爬蟲類 기도 하다. 시인적 기질의 범주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이브한 野性으로 넘치며, 

그   밖의 소설문화적 소양을 지니고 있다 해도, 기질의 본질에서는 항상 「숙달되지 않는 짐승」이

다.7)

6)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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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의 ‘기질적 본질’로서, 동물이나 생물의 ‘나이브한 野性'에 한 특별한 관심은 연체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표현에서 확인되며, 이때 그들의 생리학적 특성으로서의 신체는 시인의 정신성을 

표현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소재가 된다. 시인은 ‘정신’의 산물인 ‘문화적 소양’보다 ‘숙달되지 

않는 짐승’의 ‘野性’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 이외의 생물들을 주변적 존재로 방치해두었던 

기존의 시와는 분명 차별되는 시각이다. 무엇보다 사쿠타로는 독립적으로 자각되지 않았던 인간 이외 

생물들의 생리학적 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물질적으로 관찰하여 이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다. 

  흘러가는 모래와 모래 틈새에서,

  합은 또 혀를 가물 며 빨갛게 움트는,

  이 합은 매우 초췌해 있다.

  보니 문드러진 내장이 썩어가고 있는 모양,

  이에 서글픈 저녁녘이 되자,

  파리한 해안에 앉은 채,

  가물가물 썩은 숨을 쉬고 있어요.8)

ー「썩은 합(くさつた蛤)」(『달에게 짖다』)제 2연ー

 려오는 파도에 방치된 채 모래 속에 신체의 반쪽이 묻혀 버린 연체동물의 모습을 “초췌해 있

다”, “문드러진 내장”, “숨을 쉬고 있어요” 등, 일종의 의인화한 어법으로 포착하고 있다. 이러

한 의인화를 통한 인간 이외의 생물에 한 특별한 관심의 기조에는 데카르트적인, 사유(思惟)의 주

체로서의 인간의 존재성이 상 적으로 다른 생물체의 그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회적 통념을 부정하

려는 자세가 느껴진다.9) 

 결국 사쿠타로의 시에 등장하는 생물들은 실존하는 신체가 아닌, 철저히 물질적으로 관찰되고 타자

화된 존재로서 환시(幻視)나 환각(幻覺) 등의 ‘이상감각(異常感覺)’을 수반하며, 이러한 태도는 기

존의 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생물의 존재를 다룬 시를 통해 확인된다. 

  박테리아의 다리,

  박테리아의 입,

  박테리아의 귀,

  박테리아의 코,

  박테리아가 헤엄치고 있다.

  박테리아의 손은 좌우 十字로 자라,

、 、 。

、 、 、 、 、 、

。

9) 주지하는 로, 데카르트는 “cogito ergo sum(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통해 신체의 우위에 위치한 정

신(理性)의 존재성을 피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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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끝이 뿌리처럼 갈라져,

  거기에서 날카로운 손톱이 자라,

  모세혈관류는 온통
․  ․

 뻗쳐 있다.10)

-「박테리아의 세계(ばくてりやの世界)」제1, 3연(『달에게 짖다』)-

 주지하듯이 박테리아에게 인간에 상응하는 감각기관은 인정되지 않는다. 박테리아의 생물로서의 존

재성을 인간의 신체기관과 기관 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하나의 생물학적 실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이 시의 감상 포인트는 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을 자율적 ‘신체’를 지닌 인식 상으로 

파악한 점에 찾아야 하며, 단순히 그것을 배태시킨 시인의 정서적 이질성이나 감각적 병리에만 집중

돼 온 기존의 감상태도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11) 

 부언하자면, 시인의 미생물에 한 특별한 관심은 기존의 지적 로 단순한 시적 소재로서의 일탈이

나 ‘이상취향(異常趣向)’이 아닌, 생물계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확 시키는 가운데, 인간만이 다른 

생물의 우위에 있다는 고정관념을 근본에서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인식이 개나 고양이와 

같은 ‘외시적(外視的)’ 신체를 지닌 동물은 물론, 인간의 일상감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내시적

(內視的)’ 신체를 지닌 연체동물이나 미생물, 나아가 인간의 사체(死體)에 한 해부학적 관심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포함한 생물계 전체의 구성요소에 한 적극적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

한다.12) 이런 의미에서 사쿠타로의 시에 등장하는 다양한 생물표현에 한 고찰은 생물계 구성요소

의 핵심인 생명체간의 유기적 상호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요한 텍스트가 될 것

이며, 만약, 일본 근·현 시의 주요 과제가 문명과 과학을 앞세운 인간중심주의의 물질만

능사회가 초래한 비인간화를 극복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인간과 

식물(초목, 꽃), 그리고 동물과 미생물과 같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전체를 인간의 타자

적 시선에 의한 개별적인 상물이 아닌 상호의존적인 순환구조의 조화적 산물로 인식하는 

데에 찾아야 할 것이다. 

、 、 、 、 。

、 、 、 。        

11) 이토(伊藤信吉)는 이 시를 사쿠타로의 「未知의 世界」에 한 「仮象的 관심」이 그의 意識世界에 부착돼 있는「病的」감각

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한다(伊藤信吉(外)編『日本の詩歌』14, 中公文庫, 1975年, 41pp).

12) 그 배후에는 저명한 의사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생리학이나 해부학과 같은 의학 분야에 한 소양과 

교양을 지니며 성장했을 전기적(傳記的) 개연성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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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최 범 순(영남대학교)

                                                    

   본 

  본 발표는 일본 근 시를 생물학적·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문제

의식을 하기와라 사쿠타로 시의 생물표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

기와라 사쿠타로가 인간과 생물을 등가적 존재로 자각한 최초의 시인이라는 평가를 이끌어

내었으며, 생물을 인간의 타자적 시선에 의한 개별적 상물이 아닌 상호의존적 순환구조의 

조화적 산물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하기와라 사쿠타로 시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인간

과 생물의 관계에 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존 문학연구

는 작가와 작품 중심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연구로 그 시야를 넓혀오고 있지만 인간

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자연 및 환경과 접촉하면서 상상력을 촉발 받는 측면은 상 적으로 

간과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래에

서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발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전체를 인간의 타자적 시선에 의한 개별적 

상물이 아닌 상호의존적인 순환구조의 구조적 산물로 인식”해야 한다고 최종적인 지향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하기와라 사쿠타로의 시를 “생명체 간의 유기

적 상호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텍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문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기와라 사쿠타로 시에 등장하는 생물들이 “실존하는 신체가 아니

라 철저히 물질적으로 관찰되고 타자화된 존재로서 환시나 환각 등의 ‘이상감각’을 수

반”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견 논리적 어긋남으로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발표자가 염두에 둔 ‘생명체 간의 유기적 

상호연관성’이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하기와라 사쿠타로는 “생물 자체의 독립적 의미성을 추구”했다고 평가하는데 여

기서 말하는 ‘생물 자체의 독립적 의미성’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하기와라 

사쿠타로 시의 특징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생물의 신체는 시인의 정신성을 표현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소재가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다카무라 고타로가 동물들의 외관이나 

동작에 ‘시인의 사상적 메시지’를 담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하기와라 사쿠타로가 시 속 생물을 “기형, 질환의 병리적 형태”로 형상화한 이유가 궁금

합니다.

  셋째, 본 발표는 주로 하기와라 사쿠타로 시 속에 등장하는 생물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텍스트로 삼은 달에게 짖다(月に吠える) 서문에서 시인은 ‘인류 간의 도덕,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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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연 간의 도덕, 사랑’을 관련지으면서 그 매개체로 ‘식물’을 언급했습니다. 그리

고 실제 시집 첫 부분에는 나무, 풀, 국화와 같은 식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물 표현에 특별히 주목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하기와라 사쿠

타로가 <자연>이라는 범주 안에서 <생물과 식물>의 차이를 설정했다고 파악한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본 발표의 틀에서는 벗어나지만 심포지엄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한일 근 시

가 동물의 시적 형상화를 둘러싸고 차이를 보이는지, 보인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

습니다.

  이상으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문을 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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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司會 - 황소연（강원 학교）

     討論 - 鄭灐(檀國大學校 日本硏究所 所長)

                                            구자희, 染谷智幸, 김옥성, 임용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