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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 그 혐오와 매혹: 
존 스타인벡의 단편 ｢뱀｣ 다시 읽기*

김명주 

(충남대)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단편 ｢뱀｣(The Snake)1)은 해양생물학

자이면서 철학자인 에드 리킷츠(Ed Ricketts)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인벡이 1934년에 쓰고, 이듬해 발표한 단편이다.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리킷츠의 실험실에 찾아와서 방울뱀을 구입하고, 그 

뱀에게 하얀 쥐를 먹이자고 제안했다. 흥미로운 것은 뱀이 쥐를 잡아먹

을 때 이 장면을 지켜보는 여자의 모습이다. 뱀이 아가리를 크게 벌려 

쥐를 통째로 입속에 집어넣고, 연동적인 움직임으로 천천히 쥐를 삼키는 

징그럽고 끔찍한 행위를 여자가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이다. 뱀처럼 여자

는 입을 쫙 벌리고 턱을 주억거렸다. 여자는 뱀 먹이로 일 년치 쥐 값을 

리킷츠에게 지불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괴이한 이야기의 의

미가 무엇인지 리킷츠와 스타인벡,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스타

인벡은 그 끔찍하고 놀라운 이야기에 강렬하게 매혹된다. 그래서 그는 

* 본 논문은 2017년 충남대학교 CNU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스타인벡은 단편 ｢뱀｣을 1934년 여름에 썼고, 1935년 몬테리 비컨 (The Monterey 

Beacon)이라는 실험적 문학잡지에 발표했다. 이후 1938년 에스콰이어 (Esquire)가 

“A Snake of One's Own”이란 제목으로 다시 인쇄했다. 이 논문은 에스콰이어 버

전 단편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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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미출판 수기 원고의 첫머리에 이렇게 고백

한다.
뱀 이야기는 글로 쓰여야만 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난 알

지 못하지만, 아마도 나의 무의식에 들어 있는 끔찍한(terrible) 뭔가를 

의미할 것이다. 이 뭔가를 내 무의식으로부터 천천히 꺼내서 글로 쓸 

것이다. 이것은 끔찍한(terrible) 이야기다. 이것은 저주받을만한

(damnable) 이야기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난 모른다. 정말 난 모른

다. 그렇지만, 이 소름끼치는(frightful) 이야기를 글로 쓸 것이다. (128, 
굵은 글씨 저자 강조)

스타인벡의 “무의식에 들어있는” 무엇,  “끔찍하고” “저주받을만하고” 

“소름끼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토록 혐오스러우면서

도 동시에 글로 쓰지 않을 수 없도록 그의 작가적 자아를 매혹했던 것일

까?

스타인벡 비평가인 워런 프렌치(Warren French)는 이 작품에서 “과학

적 이성주의”(scientific rationalism)와 “열정적 불합리성”(passionate 

irrationality) 사이의 갈등구조를 파악하고, 프렌치는 이 작품이 주인공 

필립스박사(Dr. Phillips)가 과학자로서 이성적/객관적 태도를 견지하지만, 

뱀 여인과의 신비스러운 만남을 통해 무의식화 되어 있던 “불합리한 열

정”이 표면으로 드러면서 야기되는 갈등을 다룬다고 해석한다(82). 그러

나 프렌치는 “스타인벡이 비합리적인 뱀여인보다는 과학적 지식을 추구

하는 과학자에게 공감한다”(82)고 본다. 공감이 어느 쪽에 쏠리는가의 구

분에서 스타인벡의 또 다른 비평가인 찰스 메이(Charles May)는 프렌치

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메이는 이원적 갈등구조로서 필립스의 '과학적 

태도'를 한  켠에 두고, 반대편에 “열정적 불합리성” 대신 이번엔 “신화

적 힘”을 대조시킨다. 즉, 뱀여인은 일종의 “심리적 원형”(psychological 

archetype)(324)으로서 갑작스럽게 출현하고, 그녀의 출현은 필립스에게 

“과학적 지식의 한계”(the inadequacy of scientific knowledge)(32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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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시킨다고 작품을 해석한다. 즉, 메이는 칼 융(Carl Jung)의 심층심리

학 이론을 적용하여 뱀여인은 과학자 필립스의 “아니마”이며, “어둠의 

세계 전반과의 연관 하에 ‘신비학적 의식’과 관련이 있다”(324)고 본다. 

메이에 따르면 스타인벡의 공감은 뱀여인의 신화적 · 시적 역으로 향한

다고 해석한다.

두 비평가에 따르면, “무의식에 들어있는” “끔찍하고”, “저주받을만하

고”, “소름끼치는” 무엇은 바로 “불합리성”과 “신화적 · 시적” 실재다. 이

성 중심적인 서구사유의 전통에서, 합리성의 반대편에 있는 불합리성이

나, 과학적 사유의 반대편에 있는 신화적 · 시적 사유가 의식의 저편 혹

은 아래로 억압되고 무의식화되면서, 이들이 견고한 이성적 질서를 파괴

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서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음직하고, 그

런 면에서 두 사람의 해석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특히 신화적 · 시

적 실재의 급작스런 출현에 대해 스타인벡과 작중인물 필립스박사(Dr. 

Phillips)가 느끼는 매혹과 공포의 복잡한 반응 중에서, 메이는 특별히 공

포적 측면을 적절하게 잘 설명해내고 있다. 메이는 스타인벡이 느끼는 

뱀에 대한 끔찍한 공포를 유동적인 여성성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 “끔찍

한 어머니”(Terrible Mother)에 대한 원형적 공포로 설명한다. 

필립스박사를 갈등에 직면하도록 만드는 여자, 그에게 신화적 존재와 

인식을 상기시키는 그 여자는 신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보편적 여신이다. “뱀” 단편과 공명하는 가장 잘 알려진 여신은 바로 

유대인의 여신 릴리스(Lilith)와 그리스신화의 라미아(Lamia)다. 융에 의

하면 이 두 여신은 “끔찍한 어머니”와 연관된다. 왜냐하면 둘 다 재생 

이전의 죽음을 인격화하기 때문이다. (333)

즉, “끔찍한 어머니”의 원형은 ‘죽음’을 인격화하기 때문에, 죽음이 공

포의 대상이듯 뱀이 재현하는 여성성 또한 공포의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서 ‘뱀=여성=죽음=공포’ 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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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이 “무시무시한 어머니” “탐욕스러운 입,” “죽음의 아가리”를 상징한

다고 설명한 바 있다(251). 이를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esteva)의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서구의 이분법적 체계에서 우위를 이

미 확보한 것들, 인간, 남성,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것들, 즉, 뱀, 여성, 

죽음은 일종의 “비천한 몸”(the abject)들로서 현존의 질서를 위협하고 

언제든지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남성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 

우열이 확고한 고체적 경계를 호시탐탐 무너뜨리는 끈적거리는 액체성, 

타액, 체액, 피 등에 여성성을 투사하고, 이들은 모두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2). 

그러나 비평가 메이가 놓치는 것이 있다. 바로 스타인벡의 단편 ｢뱀｣
에서 뱀은 공포의 대상일 뿐 아니라, 동시에 매혹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스타인벡이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글로 써야한다는 강

박을 느낄 만큼 뱀 이야기가 그를 매혹했을 뿐만 아니라, 작중 인물인 

필립스박사 역시 뱀 여인을 혐오하면서도 그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학수

고대한다. 뱀여인이 그저 공포의 대상일 뿐이라면 필립스가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끔찍했던 단 한 번의 경험 이상 또 다른 재회를 갈

망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립스박사는 뱀 여인의 방문을 기다

린다. 몇 번이나 길거리에서 그녀인 듯해 보이는 여인을 뒤를 쫓아 달려

간다. 왜일까. 왜 그토록 “끔찍한” 뱀 여성을 기다리고 있을가? 그는 왜 

끔찍한 뱀에 매혹되는가?

뱀 이야기는 분명히 스타인벡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뭔가를 건드

렸음에 틀림없다. 뱀 이야기가 건드린 스타인벡의 무의식은 찰스 메이의 

지적대로 분명히 고태의 잔재인 집단무의식 속 뱀 원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메이의 융적(Jungian)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논문

2) 이런 비천한 몸을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는 “유령”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고, 
아감벤은 “호모사케르”,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는 “더 낮은 기층”(the 
lower substratrum)를 사용하여,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에서 억압된 것들의 귀환과 출

몰을 다양한 메타포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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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뱀과 여성의 친연성을 오래전 신석기시대 실존했던 뱀여신 숭배전통

과 관련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뱀의 신화적 재현으로서, 우리는 창세기 

유대신화 속 이브를 유혹하는 사악한 뱀과, 그리스 신화 속 공포스러운 

괴물인 메두사 뱀이 전부인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가부

장적인 유대신화와 그리스신화를 훌쩍 뛰어넘어 훨씬 그 이전, 뱀을 여

신으로 숭배하던 전통을 이 단편소설과 연결시킴으로써, 뱀 이야기가 끔

찍하면서도 동시에 왜 매혹적일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보려고 한다. 

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뱀은 촉감이 차갑고 미끌미끌하고 모양새가 길쭉해서 징그러울 뿐만 

아니라, 치명적 독성 때문에 두려운 존재로 여겨진다. 특히 기독교 창세

기에서 뱀은 이브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드는 존재로 재현되

기 때문에 뱀은 ‘사악한 유혹자’로서 이미지가 서구인들 뿐만 아니라, 기

독교적 향권에 있는 많은 이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요

즘도 한국에서는 선량한(?) 남성을 유혹하여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여성

을 ‘꽃뱀’이라 부른다. 

그러나 ‘사악한 유혹자’라는, 뱀에 대한 고정 통념은 조금만 깊이 들

여다보아도 금방 깨져버린다. 이브를 유혹하는 뱀이든, 선량한 남자를 유

혹하는 꽃뱀이든, 사실상 뱀이 유혹적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치명적인 매

력을 지닌다는 뜻이다. 즉, 유혹적인 뱀이 늘 사악하지만은 않다. 먼저 

성경만 보아도, 뱀은 사악한 유혹자로 재현될 뿐 아니라, 반대로 지혜의 

상징으로도 재현된다. 또한 뱀은 태몽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 중 하나인

데, 태몽 속 뱀은 당연히 사악함의 상징이 아니라, 재주 있는 딸에 대한 

예지몽이다. 꿈은 좌뇌적 이성의 간섭이 끊긴 지점에서 고태의 잔재가 

이미지로 활성화되는 현상일 터, 왜 하필 뱀이 무의식적 꿈속의 이미저



6   김명주

리로 자주 등장하는지, 그것도 통상 의식 차원에서는 사악했던 뱀 이미

지가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재주 있는 딸을 현시하는지, 놀랍다. 융의 이

론대로 꿈이 종종 집단무의식을 드러낸다면, 앞서 말했듯이 뱀은 인류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집단적 무의식의 한 원형일 수도 있다. 대체 어떤 연

유로 뱀이 인간 무의식의 원형이 되었고, 단순히 사악하고 공포스러운 

원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매혹의 원형이 되는가이다. 뱀이 왜 매혹의 

원형인지는 다음 섹션에서 논의할 것이다.

또한 뱀은 환각상태에서 자주 출현하는 동물이다. 뇌과학자 에릭 호프

만(Erik Hoffmann)은 이타적 인간의 뇌 에서 중독성이 없는 천연 환각

제인 아야와스카를 복용한 많은 사람들은 연구했는데, 아야와스카 복용 

후 이들은 의식의 변형을 겪으면서 예외 없이 수많은 뱀들이 우글거리는 

환 을 본다고 보고하고 있다(102-7). 마찬가지로 뱀은 꾼달리니 요가에

도 등장한다. 탄트라 요가의 꾼달리니 각성에서는 에너지가 응축되어있

는 각각의 차크라가 열리면

서 적 황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에도 아랫배에 

웅크린 적 에너지는 뱀이 

또아리 튼 모습으로 재현된

다(123). 언 듯 보아도 환

각상태에 출현하는 뱀이나, 

적각성을 추동하는 뱀의 

형상은 딱히 매혹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포”나 “끔찍함”만이 뱀의 전부는 아니다.

뱀은 한국 토속종교의 신앙대상이기도 하다. 대전에서 가까운 계룡산 

신원사 계곡에는 “금룡암”이란 절이 있다. 불교와 토속신앙이 결합되어 

있는 절인데, 이곳에는 삼신각과 더불어 특이하게 ‘용궁’이라는 기도처가 

있다. 대웅전보다도 오히려 용궁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만큼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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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묘한 힘을 발휘한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용궁이니까 분명히 용의 

모습이어야 할텐데, 짤막한 다리가 있긴 하지만, 락없는 뱀 2마리가 엉

켜있는 모습이다. 또한 조선시대 왕이 앉는 옥좌에도 용의 형상이 그려

져 있고, 현재 청와대에서도 용의 이미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마찬

가지로 이때의 뱀 형상 역시 끔찍한 공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뱀은 신성

하고 존귀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가

면, 옆 그림과 같은 거대한 

뱀 모양의 무덤이 있다. 1

마일 정도 길게 뻗어있는 

거대한 무덤이다. 굽이치는 

뱀의 몸통과 머리, 그리고 

소용돌이 모양의 뱀 꼬리가 

선명하게 보인다. 어느 시

대고 장례와 무덤의 형태는 당대인들의 신앙과 우주론을 드러내주는데, 

콜럼버스가 미대륙으로 들어오기 이전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들이 

하필 뱀의 형상으로 그들의 무덤을 만들었던 이유는 필시 뱀이 그들의 

신앙과 우주론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준다. 뱀을 끔찍하다고 여겼

다면 신성한 무덤을 뱀 형상으로 만들었을 리가 없다. 뱀은 미국인디언

들에게 신성한 동물이었던 것이다. 종교학자 루돌프 옷토(Rudolf Otto)가 

그의 책 성스러움의 의미 에서 말하듯이, “신성함은 공포와 매혹을 동

반한다”(79). 미국인디언들에게 신성했던 뱀은 정녕 공포와 매혹을 동시

에 야기했던 동물이었던 모양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프리다 칼로 천경자 화백의 그림에도 뱀이 자주 

등장한다. 천 화백은 왜 징그러운 뱀을 그리고, 심지어 뱀을 머리에 감고 

있는 자화상을 그렸던 것일까? 천경자 평전 에서 최광진은 말하길, 천

경자에게 “삶의 시련이 절정에 달해 극적인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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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머릿속에 “꽃 비늘 반짝거리며 날쌔게 찔레꽃 사이로 사라지는 실

뱀이 두 마리”(50)의 환상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천경자 화가 자신

도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그림 속에 표현한 

것이다. 뱀은 천화백에게도 정녕 원초적인 생명력을 상징하는 원형이미

지 음에 틀림없다.

 

왜 하필 뱀일까? 

뱀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 원래부터 “사악하고” “끔찍한” 동물이 

아니었다. 단지 오늘날 그렇게 재현되고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

듯, 인간문화의 변천과 함께 뱀의 재현도 변화해온 것이다. 뱀은 인류 초

기부터 원시인간의 마음을 매혹했고 신성한 동물로 숭배되었다. 

그런데 왜 하필 뱀이었을까? 왜 하필 뱀을 신성시했을까? 가부장제 이

전, 기원전 10,000년경 부터 시작되는 전 세계 신석기 여신문화를 연구

하고 있는 책, 위대한 우주적 어머니 (The Great Cosmic Mother)의 저

자 바바라 모어(Barbara Mor)는 고대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한다.  

고대인들에겐 누구나 땅은 살아있는 존재 고, “생명의 ”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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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위대한 동물로 여겼다. 모든 현상은 신성

한 힘의 현현이었고, 죽으면 근원의 돌아가 이후 다른 생물로 변환된다

고 믿었다. 땅 (Earth spirit)은 생명의 에너지를 다양한 생물체로 변환

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모든 것은 생명 세포의 차원에서 마치 

한 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상상력을 공유한다. 가이아 이론

에서 지구는 살아 숨쉬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몸으로서 자체의 대기를 

만들어내고, 스스로의 욕구를 채우며,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지구를 태양과 하늘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그릇으로 보는 가부

장적/기계적 모델과는 전혀 다르게, 가이아 이론의 새로운 모델은 지구

를 의도를 지닌 유기체로 여기고, 의지와 방향을 지니며, 지구상의 모

든 생물과 스스로 쌍방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본다. (124)

땅을 살아있는 생물로 보았던 고대인들은 이 ‘생명의 ’을 뱀, 새와 

같은 동물로 재현했다.  뱀은 땅속을 들락거리면서 지하와 지상을 연결

한다고 믿었고, 새는 지상과 하늘을 연결한다고 보았다. 또한 뱀은 허물

을 벗고, 새는 털갈이를 하면서, 둘 다 변신가능한 몸을 지녔다고 여겼

다. 또한 고대인들은 달의 인력을 현대인보다 훨씬 예민하고 강력하게 

느끼고 있었을 텐데(여성의 생리가 달의 주기와 일치), 뱀과 새의 변신이 

차고 기우는 달의 변모와 일치한다고 보았고, 뱀과 새는 달처럼 차고 기

우는 생명의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을 육화한다고 보았다.  

가이 언더우드(Guy Underwood)는 그의 저서 과거의 패턴 (The 

Pattern of the Past)에서, 고대에 만들어진 길, 동물이 다니는 길을 조사

하고, 스톤 써클과 여러 거석을 찾아다니면서 조사한 결과, 땅 밑의 압박

을 받으며 움직이는 지하수로부터 방출되는 “땅 힘”--자기장의 흐름과 

같은--의 실재를 발견했다. 그 힘은 별, 달, 태양의 움직임에 향을 받

고, 그 거대한 힘은 동물과 인간의 신경세포를 관통하여 큰 향을 끼친

다고 한다. 땅으로부터 생성되는 이 ‘힘’은 파도모양으로 물결치면서 땅

의 표면을 뚫고 수직으로 솟아오르는데, 이 힘은 소용돌이(혹은 미로, 미

궁) 패턴을 형성하고, 소용돌이의 코일은 7의 배수에 기초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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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힘이 소용돌이 패턴으로 나타날 때, 이 힘은 물질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 힘은 소위 생명을 존재하게 만드는 메카니즘의 일부가 된다

고 주장한다. 즉 땅의 힘이야말로 물질과 생명을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언더우드에 따르면, 이 힘은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물질과 생명을 연

결하여 에너지망을 형성하며. 동물, 나무, 풀의 생장에 향을 주는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땅의 신기한 흐름을 고대인들은 뱀의 힘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용의 흐름이라 부른다. 바로 이 뱀

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미국원주민, 힌두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이교적인 유럽의 켈트인들 가운데 공통적인 고대 의례 던 것이다. 인류

의 첫 유목민들은 특유의 예리한 감각을 이용하여 이 신성한 뱀의 길을 

감지할 수 있었고, 그 길을 따라 이동했다고 한다.

뱀은 어디에서나 만물창조와 생명부여의 상징이다. 언더우드는 이렇게 

말한다. “뱀은 지측적(地測的)(geodetic)소용돌이 패턴을 자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땅에 사는 유일한 척추동물이다. 그래서 뱀과 소용돌이 문양

은 지측적 소용돌이를 재현한다”(24)고 말한다. 

땅의 은 이렇게 뱀으로 상징화되기도 하고, 뱀은 여신의 동행자가 

되기도 한다. 땅이 여성으로 의인화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공통이다. 땅이 뱀으로 재현되고 이후 여성으로 의인화되면서, 뱀과 여성

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을 것이다. 크레타, 출산의 여신인 아이레이시아

(Eileithyia)는 항상 뱀과 동행한다. 또한 여성이 지닌 재생산 능력의 상

징인 탯줄 자체도 뱀과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 엄마와 신생아의 연

결성도 땅과 뱀의 관련과 과연 유비적이다. 뱀과 지하수와의 신화적 관

련성은 또한 아주 오래된 것인데, 여신의 상징인 성스러운 우물과 지하

수는 전설적으로 언제나 신비로운 뱀이 지키고 있다. 요약하면, 고대 인

류에게 신성한 힘은 뱀과 새라는 동물로 재현되었고, 이후 신성한 힘이 

인격으로 재현되면서, 뱀은 여신의 상징으로 등장하거나, 여신을 동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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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서양철학사 를 쓴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l)은 제 1장 “그리

스 문명의 발흥”에서 크레타인들을 이렇게 설명한다. 

크레타인들은 한 여신 혹은 몇몇 여신을 숭배했다. 의문의 여지없이 

두각을 나타낸 여신은 ‘동물의 여신’인데,... 동물의 여신은 분명히 어머

니이기도 하며, 크레타인들은 선형문자를 사용했지만 아직 판독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평화를 애호하여 도시에 성곽

을 쌓지 않았으나, 해군력으로 도시를 방어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38-9) 

서유럽에서 전래된 남동유럽의 신

석기 여신문화는 크레타섬에서 잔존

하여 러셀의 서양철학사의 기술에도 

포함된 것이다. 러셀의 기술에 따르

면, 그리스문명이 발흥하기 전 크레

타에서는 여신을 숭배했고, 그 여신

은 동물의 여신이라고 기록하고 있

다. 여기서 러셀은 딱히 그 동물이 

뱀이라고는 적시하지 않지만, 옆의 사진과 같은 유명한 크레타의 뱀 여

신 유물, 번쩍 처든 양손에 뱀을 들고 있는 여신상을 상기하면 여기서 

러셀이 말하는 ‘동물의 여신’는 바로 뱀 여신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신석기 시대의 위대한 여신은 생명의 여신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여신

이기도 한데, 이는 생사의 순환에서 삶과 죽음이 굳이 두 개가 아닌 하

나로 인식되었던 탓이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매장하는 장소는 종종 생

식의례가 열리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무덤은 여성의 자궁 형태로 

만들어졌다. 무덤이 여성의 자궁이라면, 그곳은 다시 태어나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의 시대에는 죽음이 다른 삶으로의 변환이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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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끝이 아니었던 것이다. 뱀은 강력한 여신, 생명의 순환을 재현하는 위

대한 어머니 여신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생사를 포함하고 원히 순환하

는 생명의 위대한 여신은 우로보로스(Uroboros)(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

고 있는 형상, 생과 사가 순환되고 연결되었다는 의미)로 상징되었다. 그 

유명한 우로보로스는 바로 여신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애초 신성한 뱀이 야기했던 매혹과 공포는, 여신이 처음엔 숭

배되다가 후에 혐오의 대상으로 추락하는 역사적 부침과 나란히 변모한

다. 신석기초기의 유물 중 많은 신상(神像)은 여성의 모습으로 발견된다. 

고고학자 마리아 김부타스(Marija Gimbutas)의 책, 올드유럽의 여신과 

신--기원전 6500~3500 (The Goddess and Gods of Old Europe--

6500~3500 BC)에 의하면, 많은 신상들은 구석기 후반부터 초기 신석기

에 이르기까지 고대인들이 숭배했던 여신의 형상이다. 김부타스는 구석

기 시대 동굴문화의 중심은 남서부 유럽이고, 동굴인들은 여신숭배자

으며,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기원전 만년 경, 동굴에서 나와 비옥한 땅

을 찾아 이주하기 시작한 인류는 근동의 습지와 계곡으로 이동했는데, 

이들도 여신숭배자 다고 한다. 기원전 7000년 경까지 요르단, 이란, 아

나톨리아(현재의 터키)에서 농업이 확실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역사는 

신석기 시대로 진입하는데, 이들 신석기 문화가 여신문화 음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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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여신문화는 기원전 

4000년 전부터 동쪽에서 말을 타고 침입한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기 시

작했다. 모계적 특성을 지닌 유럽의 신석기 초기 여신문화는 오로지 에

게해 근방에서만 훼손되지 않은 채 기원전 3000년까지 살아남았는데, 크

레타섬에서는 미노아문화의 형태로 여신문화가 기원전 2500년 즈음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이다(134-144). 

여신문화가 점차 가부장적 남신문화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여신문화

의 핵심 동물인 뱀의 의미도 점차 변질되기 시작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들, 소위 유목민의 전형적 남신인 야훼의 심기를 거스르는 아쉬타르

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오랫동안 숭배되어온 대모신이다. 이후 여신

의 탄압은 가부장제의 등장과 나란히 일어나고, 평화대신, 전쟁과 정복의 

역사가 이후 부족국가에 이어 각종 제국시대, 그리고 현재의 자본주의 

제국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었다. 그 사이 여성은 탄압

받고, 국가 간 계급 간 불평등은 심화되고, 동물과 자연은 사회적 약자들

과 더불어 착취와 압제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문화가 가부장제로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여신의 상징인 뱀은 

점점 사악한 동물, 상징계의 “비체(the abject)”로 전락한다. 모어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막 시작되던 가부장제 종교는 그 무엇보다 먼저 여신/뱀을 파괴해야

했다. 그래야 자신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빌로니

아는 뱀과 여신을 “원초적 혼돈”으로 재현했고, 그런 뱀의 이미지는 성

경의 창세기에서 이브와 연결되어 존재론적 악의 상징으로 둔갑해버린

다. 가부장적 유대인들은 뱀을 사마엘(Samael), 즉, “사악한” 첫 여성인 

릴리스(Lilith)의 남자형제로 재구성한다. 헤제키아와 같은 구약시대의 

개혁가가 “놋쇠로 만든 뱀”--황동으로 만든 주술상--을 “혐오스러운 이

교”로 처단했었다. 그런데 이때 처단한 놋쇠 뱀은 [단순히 이교가 아니

라] 사실상 주변국들이 신봉하는 원초적 여신종교를 의미했고, 뱀에 대

한 공격은 곧 여신종교에 대한 공격이었던 것이다. 유대의 가부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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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여신

종교를 “악”으로 낙인찍으며 파괴하려했던 것이다. 어머니여신과 그녀

의 마술적 연인인 뱀은 모든 생명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가부장

의 새로운 부족신 야훼가 미워한다는 이유로, 온갖 “사악함”의 원천으

로 매도되고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유대 가부장들의 파괴 시도가 성공

적이었던 만큼, 서구 기독교인들은 여신과 여신의 뱀이 지닌 본래의 개

념과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58)

뱀이 신성한 동물로서 공포와 매혹을 동시에 촉발했다면, 이제 가부장

제 하에서 뱀은 “끔찍한 어머니”처럼 그저 공포스러운 존재로만 인식되

기 시작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메두사다. 메두사는 이미 가

부장제로 변모한 그리스사회에서 페르시우스를 위험에 빠뜨리는 괴물로 

등장한다. 하지만 미리암 로빈스 덱스터(Miriam Robbins Dexter)는 캐

더린 켈러(Catherine Keller)를 인용하면서 “메두사는 위대한 여신을 재

현하고 그녀의 힘은 생명을 주고 생산하는 힘이었다”(41)고 말한다. 괴물

로만 알고 있는 신화적 메두사의 기원은 사실상 위대한 여신이었다는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가부장제사회의 직선적인 논리 선상에서 

생명은 순환적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일회적 

사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을 위해서 지상이외 초월적 천상의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다. 

가부장사회는 죽음을 삶의 저편으로 몰아내고, 생과 사는 엄정하게 분리

되었고, 위대한 여신이 상징하는 생명과 죽음을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위

대한 여신의 우주론은 퇴락하고, ‘하나’의 한 측면에 불과한 죽음은 사악

하고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비체”로 매도되기 시작하 다. 여신은 남신

으로 교체되고, 여신의 상징이었던 뱀의 이중성, 공포스러우면서도 매혹

적인 이중성으로부터 매혹은 제거되고, 공포만 남게 되며, 뱀은 인간의 

삶에 죽음을 들여오는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추락한다. 

그러나 참으로 흥미롭게도, 인간 무의식의 심층에서는 뱀은 여전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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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인 존재로 출현한다. 매혹적인 뱀은 오늘날 무의

식의 심층, 기호계의 전언어적 역으로 가라앉아 버렸으면서도, 무의식

이 활성화되는 꿈과 환상, 그리고 일상의 무의식적 파편들 속에서 뱀은 

여전히 매혹과 혐오를 동시에 유발하는 복잡한 원형으로 등장한다. 무의

식에는 3차원적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버린다. 마치 오래전부터 깊은 땅

속에 고여 있던 지하수가 느닷없이 지상으로 솟아올라 역사적 변천과 아

랑곳없이 고대의 시간을 뿜어내듯이, 무의식에 출현하는 뱀은 고대의 원

형 그대로를 드러낸다. 마치 꿈속에 출현하는 집은 현재의 집이 아니라, 

어릴 적 기억조차 희미한 옛집이듯 말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먼 옛날 뱀

이 매혹적인 여신의 상징이었음을 대부분 모르고, 뱀이 어떻게 여신의 

상징으로부터 끔찍한 괴물로 추락하게 되었는지, 유감스러운 역사적 변

모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무의식에서 출현하

는 뱀은 의식적 차원의 공포나 혐오와 상관없이, 공포와 매혹을 함께 지

닌 존재로 출현한다는 사실이다. 무의식은 알고 있는 것이다. 뱀이 신성

하고 매혹적인 여신의 상징이었음을 무의식은 알고 있는 것이다.

신화학자 윌리엄 어윈 톰슨(William Irwin Thompson)은 신화는 “보

다 깊은 종류의 역사”(x)라고 말한다. 신화는 일직선적 역사가 기술하지 

않는 인간의 내 하고 변함없는 욕망을 기술한다. 문학은 바로 현대인의 

신화다. 그래서 스타인벡의 문학 속에 등장하는 뱀은 오래된 여신시대의 

뱀처럼 혐오스러우면서 동시에 매혹적이다.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이렇게 말한다.

문학이 우리의 위기들, 우리의 가장 내 하고 가장 진지한 묵시록에 

대한 최후의 약호를 표현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그것은 밤

의 힘이다. (맥아피, 100 재인용)

문학은 의식의 표면으로부터 감춰져있는 깊숙한 진실, 어쩌면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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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보여줄지도 모르는 “묵시록”적 진리를 상징화한다는 것이다. 크

리스테바가 의미하는 “밤의 힘”이란 투명한 의식세계가 아니라, 모호하

고 희미한 무의식이 지닌 힘을 의미한다. 문학은 바로 “밤의 힘”을 구현

한다.

또한 크리스테바의 비체개념은 매혹과 공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다. 여신의 상징이었던 뱀은 역사의 어느 순간부터 비천한 몸으로 전락

하여 상징계에서 배제되고 전언어적인 기호계에 은닉된다. 명확한 경계

가 없이 끈적거리고 흐물거리는 것들, 즉, 타액, 피, 체액이 상징계의 질

서와 정체성을 위협하듯이, 뱀의 흐물거림도 위협적 존재가 되고, 위협은 

혐오를 낳는다. 상징 질서 안에 편입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질서를 혼

란시키는 존재를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딜레마를 처리하는 방식은 해당 

대상을 비체화함으로써, 즉, 상징계에서 추방함으로써 상징질서를 유지하

는 것이다. 그리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3) 고체와 액체의 중간, 끈

적거리는 것, 배설물, 때, 체액 등을 혐오하고, 혐오스러운 것들을 여성

에게 투사하고, 여성이라는 존재도 가부장제의 상징계에서 애매모호한 

존재로 비천해진다. 그러나, 깊은 물이 우리를 매혹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듯이, 여성과 뱀은 무의식속에서는 여전히 공포스러우면서

도 매혹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다.    

스타인벡의 뱀

스타인벡의 단편 ｢뱀｣에서 필립스박사가 사는 곳에 대한 묘사, 그의 나이, 

행동, 외모 등, 그와 관련된 모든 묘사에는 “작은”(little)이란 말이 매우 자주 

3) 우리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여자도 아니고 남

자도 아닌 성(性), 양비론에 대한 혐오,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는 주식시장 등등. 
또한 명확한 경계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포를 느낀다. 근친상간, 섹스에 대한 

불안,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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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그는 “젊은”(young)(39) 박사

이며 몸이 작고 “호리호리”(slight)하다고 묘사된다. 나이가 작다, 몸이 작다

는 기술과 더불어, 그가 사는 곳은 “작은 빌딩”(little building)(39)이고, “작

은 상업적 실험실”(little commercial laboratory)(39)이고, 그 작은 실험실

은 양쪽에 “커다란 양철 정어리통조림 공장”(big corrugated-iron sardine 

canneries)(39) 사이에 어정쩡 끼어있다. 실험실에는 종종 방문객들이 있는

데, 방문객의 질문에 대해 필립스의 대답은 언제나 “작은 설명의 루틴”(little 

routines of explanation)(40)이거나 “작은 빠른 말”(little patter)(40)이다. 

그의 실험실은 물과 땅 사이, 부두위에 반쯤 ‘어정쩡’ 애매하게 걸쳐있고, 아

래에서 바닷물이 기둥에 부딪히는 소리는 언제나 “작은 파도”(little waves)

이거나 “작은 한숨”(little sighs), “작은 충격”(little shocks)로 묘사된다. 그

의 실험가대 역시 “작은 나무 요람”(little wooden cradle)(40)이다. 불과 

10쪽 정도의 짧은 단편에서 “작은”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것은 결

코 우연이 아니다. 필립스박사의 인물묘사에서 “작은”이란 형용사의 반복은 

그의 과학자로서의 높은 자부심을 훼손하고, 그의 ‘작음’은 후에 다시금 반복

되는 “키 큰 여자”(41) “큰 뱀”(41)과 현저하게 대조된다. 명백하게, 필립스 

박사의 과학자로서의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고”, 작은 그를 위협하는 

뱀 여인은 “크다”. 

필립스박사는 연구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과학자로서 자신의 능력

을 과시하고, 자신이 하는 실험의 중요성을 인정받길 원한다. 자신은 비

록 동물을 죽이긴 하지만 과학적 지식을 위한 유용한 실험일 뿐, 쾌락을 

위한 살해는 아니라는 윤리적 자신감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어스름한 

저녁 무렵 뜬금없이 한 여인이 그의 실험실을 방문한다. 그녀의 “흐

릿”(dusty)(41) 하고 초점이 없는 눈, 소리도 내지 않는 재빠른 움직임, 

검은 머리에 검은 옷, 락없이 뱀을 닮은 여인의 등장이다. 필립스는 불

가사리의 정액과 난자를 결합하는 실험을 낯선 뱀 같은 여자에게 보여주

지만 그녀는 별로 감동하지 않는다. 그러자, 필립스는 오기로 좀 더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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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실험, 즉 고양이를 가스실에 넣어 죽인 다음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고양이를 해부할 수 있는 실력을 과시함으로써 그녀에게 충격을 주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뱀여인은 충격 받긴 커녕 꿈쩍도 하지 않는다. 충격대

신 뱀여인은 “유보된 활력”(suspended animation)(42)으로 “낮은 신진대

사를 하는 개구리”(42)처럼 활기를 숨긴 채 앉아 있을 뿐이다. 필립스가 

오히려 긴장하기 시작한다. 점차 필립스의 자부심은 작아지고, “키 큰” 

뱀 여인 앞에서 그는 한껏 초라해진다.  

필립박사의 “작아진” 존재감은 스스로 은연중에 백색 쥐와 동일시하는

데서 더욱 처참해진다. 뱀여자는 유독 커다란 수컷 방울뱀을 골라 사고, 

자신의 뱀에게 하얀 쥐를 먹이로 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의 제안에 대

해 필립스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뱀이 쥐를 먹는 모습을 두려워하

는데 이는 스스로 주관적인 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실제로 뱀

이 쥐를 먹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객관적이다. 쥐는 쥐일 뿐, 공포는 

제거된다.”(45)라고 호기롭게 장담한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호언장담은 스스로 쥐와의 동일시를 일반인들에게 투사한 것에 불과하

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자신은 과학자답게 냉철하고 객관적이라고 믿

고 있지만, 그이 믿음과 달리 그의 행동은 매우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다. 

여자는 뱀이 쥐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뱀처럼 자신도 몸을 “꿈틀거리

는”(weaving)(46)한 모습을 보이인다. 이에 필립박사는 “역겨움을 느낀

다”(He turned sick)(46). 또한 “만일 그녀가 입을 벌린다면, 나는 역겨울 

거야, 나는 무서울 거야”(If she's opening her mouth, I'll be sick. I'll 

be afraid)(47)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으로 그녀를 외면한다. 큰 뱀이 잡아

먹은 작은 쥐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뱀여인을 혐오하고 두려워한다.

마침내 큰 뱀이 작은 쥐를 삼켜버린다. 

뱀은 아래턱을 쥐의 머리에 고정하고 천천히 연동적인 움직임으로 

쥐를 삼키기(engulf) 시작한다. 아래 위 턱이 꽉 잡고, 전체 목이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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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턱이 다시 꽉 잡는다. (47)

이 장면을 보고 마침내 참을 수 없을 만큼 역겨워진 필립은 곧장 몸

을 돌려 실험대로 돌아서서 자신의 하던 실험이 그녀 때문에 망쳐버렸다

고 뱀여인을 불합리하게 원망하면서 접시에 있던 것을 신경질적으로 싱

크대에 버린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큰” 뱀이 “작은” 쥐를 삼키는 모습

을 보면서, “키 큰” 뱀여인이 “작은” 자신을 삼켜버리는 연상을 필립스

박사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필립스박사는 자신을 쥐와 동일시하고, 자신이 

뱀에게 삼켜지는 것 같아 더 이상 차마 볼 수 없어서 몸을 돌린 것이다. 

그리고 나서, 좀 전에 자신이 죽 던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매우 흥미롭

게도 필립스박사는 고양이가 “십자가에 희생 당”(crucified)(47)했다고 생

각한다. 이는 쥐, 고양이 모두 어떤 의미에서 ‘희생’당했다고 보는 것이

다. 쥐도 여자의 요구 때문에 희생되었고, 고양이도 그 여자를 놀래줄 목

적으로 죽 기 때문에 결국 그 여자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필립스는 느낀

다. 결국 희생당한 쥐와 고양이 모두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처럼 

필립스 자신도 희생당했다는 피해의식이 발동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의

식은 곧장 뱀여인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로 연결된다. 

그러나 뱀여인에 대한 필립스 박사의 감정은 단순한 혐오와 공포만은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필립스박사는 뱀여인이 떠난 뒤 그녀가 돌아오

기를 기다린다. 길거리에서 키 큰 여자를 볼 때마다 뱀 여인으로 착각하

고 뒤를 따라갈 만큼 그녀에게 깊이 매혹되어 있는 것이다. 뱀 여인에 

대한 필립스의 공포와 매혹은 단순히 “심리적인 성적 상징으로 설명될 

수 없다”(48)고 스스로 말한다. 아마도 뱀을 남근의 상징으로 보았던 프

로이트를 의식한 말일 터인데, 뱀이 프로이트가 해석하듯 단순히 성적 

욕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가 비록 군용담요와 딱딱한 의자만

을 소유한 채 홀로 금욕적인 삶을 살아왔다 해서 낯선 여자의 출현이 단

순히 그의 성적 욕구를 촉발시켰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뜻이다. 즉,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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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때문에 뱀여자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뱀여

인의 소유가 되어버린 뱀을 죽여 버림으로써 (“Maybe I should kill the 

snake”) (48) 그녀의 혐오스러웠던 출현 자체를 부정해버릴 수도 없다. 

그녀의 출현은 그토록 강렬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필립스는 자신이 “기

도할 줄을 안다면 [기도하면 좋으련만], 그는 기도할 수도 없다”(48). 즉, 

뱀 여인과의 만남의 충격을 뱀을 사악한 존재로 여기는 전통적인 종교에 

의지하여 해결할 수도 없다. 

뱀 여인과의 만남은 전통적인 종교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더 오래

된 시공간, 뱀이 공포스럽고 매혹적인 여신의 상징이었던 그 시공간을 

체험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미 기호계에서 비체화된 뱀의 의미

는 필립스의 상징계 의식차원에서는 명확하게 인식되지도 언어화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는 스타인벡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스타인벡은 리킷츠가 

체험한 뱀여인과의 만남이 함축하는 의미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필립스의 공포와 매혹은 현재 그곳보다 더욱 오래된 무의식적 원형과 

관련되어 있다. 뱀은 가부장적 신화 이전 고대 ‘땅의 힘’을 재현하고, 이

후 여신시대에는 여성의 생명력을 상징했다. 땅 힘, 여성적 생명력을 상

징하던 뱀은 위대한 여신처럼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공포를 자아냈지만, 

가부장제와 함께 뱀은 공포의 기호로만 남는다. 

스타인벡이 뱀의 고대 상징성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단편 ｢뱀｣에서 뱀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8자 형상으로 누워있다(47, 

48). 8자는 바로 앞서 설명하고 그림으로 보았던 우로보로스의 형상, 즉 

생명이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순환을 상징한다. 스타인벡은 왜 

여기서, 그것도 두 번씩이나, 우로보로스와 같은 뱀의 8자 형상을 강조하

고 있는 것일까? 그는 우로보로스의 상징성을 알고 있었을까? 매혹하면

서 동시에 공포스러운 여신의 형상으로서우로보로스 뱀의 상징성을 알고 

있었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다. 다만 그는 명민하고 예리한 감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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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의 이중적 매혹과 공포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했었을 것이고, 그의 무의

식적 매혹은 뱀에 대한 필립스의 기다림으로 표현되었음에 틀림없다.

8자는 또한 뫼비우스의 띠를 형상화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로보로스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무는 형상으로서 생명의 순환인 여신을 상징하고, 

뫼비우스의 띠 역시 엘리자베스 그로츠(Elizabeth Grosz)가 주장하듯, 안

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순환하는 유연한 몸, 특히 여성의 몸을 상징

한다(23). 마치 남성에게 여성의 자궁이 욕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자신

을 삼켜버리고 무화시키는 비체로서 종종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여성의 몸은 액체처럼 유연하고 유동적인데, 이러한 유동성은 남

성적 세계의 고체성을 위협하고 공포로 몰아넣는다. 스타인벡이 리킷츠

의 뱀 여인 사건에 대해 느꼈던 신비로운 매혹과 공포는 작가 자신도 스

스로 의식하기 못했던 깊고 오래된 신화적 뱀 여신의 원형, 그러나 가부

장제의 도래로 기호계로 퇴화해버린 뱀의 심층적 의미를 막연히 감지했

던 결과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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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yung Joo Ki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snake's mythical symbolism normally goes hand in hand with human 
sexuality, evil, or something horrible. However, this paper claims that John 
Steinbeck's “The Snake” undercuts its usual symbolism, subconsciously 
suggesting a new but ancient one in which though terrible the snake may 
appear, it also emerges as something fascinating deep in the mind. It is proven 
in the story by the main character, Dr. Phillip, who explicitly abhors a 
snake-like woman but desperately awaits her return. In this paper, the new 
interpretation of the snake draws on the ancient symbolism of the snake that 
was earlier worshiped as life-giving earth spirit but later abjected into evil and 
thus projected to women in general in the patriarchal mythical frame. It is clear 
that seeing “The Snake” in light of the ancient symbolism enables Steinbeck's 
own incomprehensible puzzle at Ed Ricketts's real story as well as Dr. Phillips's 
to be comprehe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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