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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故 변선환 박사는 일찍이 현대 세계의 위 기률 조장했던 그리스도교 

서구 문명의 원리 중의 하나가 ‘욕망의 중대와 충족을 선(善)’이라고 생 

각한 것에 있다고 비판했다1) 이는 인간이 지닌 욕망의 파괴적 속성과 

성격을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정당하게 비판한 것이라 생각된다. 근대 

이후 도구적 이성올 통하여 인간의 삶이 풍요와 행복이라는 사적 인간 

의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는 데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그리스도교가 

일조 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인간의 욕망이 근본적으 

로 부정적 성격으로만 치부될 수 없다. 여기에는 욕망이 지닌 이중성올 

* 대구가훌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연구원 
1) 변선환 r현대문명과 기독교 신앙J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9),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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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할 수 없는데， 그것은 욕망의 긍정적 측면 즉， 인간의 생리적 욕구 

(식욕， 성욕/종족 번식욕， 취침욕， 배설욕 등)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 

드시 중요한 순기능적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종으로서의 인간이 이러 

한 기본적 인 생리 욕구마저도 없다면 인간으로서의 생활올 영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다루 

고자 하는 것은 욕망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욕망의 부정적(역기 

능) 측면， 즉 인간의 지나친 욕망으로 드러난 소유욕， 소비욕， 장수욕， 

지배욕， 공격욕 등으로 인한 고통을 기술하는 데 있다. 지나친 인간의 

욕망이 자신의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뿐만 아니라 자연에 이르기까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 하면서 그 고통의 종교적 의미와 생태학 

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2) 

2. 고통에 대한 종교적 이해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설 

명하고 있다 특히 인간은 이 땅에서 왜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고자 각각의 종교들은 역사적 실 

존 안에서 해명해보려고 노력해왔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 ‘발생학적 기술’ 또는 

‘원인론적 기술'(etiological description)올 통하여 구명하려 했던 흔적 

이 〈창세기〉 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인간의 고통이 하느님께 대한 교 

만과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 결과는 인간이 땅으로 

부터 저주받은 자로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초래하였다 그 뿐 아니라 땅의 저주도 인간 

의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게 되었다(창세 3장)， 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교에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원인은 궁극적으로 죄의 본질 

적 요소인 ‘욕망’에서 기인한다. 신의 피조물인 인간 자신이 신과 같아 

2) 김기곤 r욕망의 인간학J (서울· 세종출판사， 1995), passim 
3) 강영욱 r고통， 신앙의 단초J (서울: 우리신학연구소， 1999), pp. 64-76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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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겠다는 교만(뚫慢)， 그리고 그에 따른 욕망이 자신의 불행올 초래한 

것이고 인간이 여타의 피조물을 지배하는 욕망으로 발전한 것이다. 인 

간이 ’하느님과 같은 인간'(homo sicut Deus)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 

이 죄이다. 인간이 하느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올 하느님으로 선포한 

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것의 주인입으로 신의 계명에도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는 무한한 욕망올 지닌 존재로 살아간다. 어떠한 것도 그의 욕 

망을 제어할 수 없다. 심지어 그의 양심조차도 그의 욕망올 잠재울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은 무한한 성욕， 무한한 소유욕， 무한한 권력욕， 무한 

한 명예욕에 사로 잡혀 살아간다. 이렇게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확장하려는 ‘자기 중심적 욕망의 무한계성’과 ‘자기 중심적인 우 

상’(active and self-centered id이atry)이 바로 죄 인 것 이 다 4) 이 러 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지닌 이러한 원초적인 욕구가 바로 창조신화 

와 타락신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불교의 경우， 인간의 모든 삶이 생로병사(生老病死)임을 일찌감치 간 

파하였고， 더불어 인간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 라고 보았다. 그 고통의 원 

인은 바로 집착과 욕망인데， 그것올 멸하기 위해서 팔정도(八표道)라는 

길올 통하면 온전히 열반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보았다(苦集滅道). 불교는 

고통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삶 자체가 집착에 따른 

고통이라는 것은 어느 종교보다 강하게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이러한 욕망， 고통， 집착( t($l)ã)을 인간본성의 불가피성， 불가항력 

4) “신학적 전통올 빌린다면， 우리는 이 것을 욕정(concupiscentia)이라고 말할 
수 있대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Sine fide erga deum et cum 
concupiscentia). 죄는 하느님에 대한 불신앙과 욕정이라는 표현에서 
‘concupiscentia’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한 대로 색욕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색욕도 포함하지만 자기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고 
자기를 무한히 확장시키려는 인간의 모든 욕망올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자기 중심적 욕망에 사로 잡혀 있는 인간은 하느님과 이웃과 참된 자 
기 자신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 죄의 본질은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을 뜻한다. 이러한 무관계성이야말로 
죄의 또 다른 한 연을 말한다" 김균진 r기독교조직신학 II J (서울: 연세 
대학교출판부， 101999) , pp. 89-101 참조; Daniel L. l\ligliore , Faith 
Seeking Understandl끽g(Grand Rapids, l\l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이정배 역 r조직신학입문-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J (서울: 나단， 1994),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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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죄성으로 보지 않고 오늘날 소비시대에 상호관계적(緣起說) 관상올 

통하여 마음의 평정을 갖게 해야 한다는 긍정적 해석은 환경윤리에 대 

한 불교적 위치를 새삼 가늠하게 한다 5) 

유교의 고통에 대한 이해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유교에서 인간이란 하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그 성 

품은 순수한 선(善)이요， 보면적 이치이자 불멸적 인 존재로 인식된다. 

하지만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육신은 선과는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가 

멸적 존재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의 선과 악이 실현되며 양 

자를 결합하는 인격의 중심이 마음이다. 문제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 

여받은 선한 성품을 거부하고 악한 육신의 요구를 쫓는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유교에서의 인간은 육신의 욕망에 이끌리어 하늘의 성품을 잃은 

상황이 고통의 상황이며 이로 인해 부도덕한 냥비와 사치에 이르는 행 

동을 저지르게 된다 6) 그러나 유교는 이 육신의 욕구를 단절하라고 하 

지 않는다. 다만 ‘중절’(中節)과 ‘과욕’(흉欲)이라 해서 조절을 요구할 뿐 

이다 7) 유교에서 마음이 하늘에 부여한 선한 성품을 따르느냐 아니면 

육신의 욕망을 따르느냐는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 고 

통이냐 아니변 해방이냐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노자는 도(道)에 따르지 않는 삶이 고통임을 인식한 현자(賢者)이다. 

인간은 도로부터 연원하여 다시 도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임올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과 앓을 추구하는 생활을 버리고 사욕과 부 

귀와 명예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단으로서의 지식을 버리고 도 

를 따라서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구들을 버려야만 한다. 그 욕구들로부 

터 해방되고 사물들의 유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연 

에서부터 왔음을 깨달아야 한다. 자연의 부드러움(柔弱性)올 따라 생명 

의 밀접한 관계를 향유할 줄 아는 존재，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족 

5) Rita M. Gross. "Toward a Buddhist Environment Ethic " , A4R 65(2 , 
1997), pp. 333-353; Kevin Trainer, Seeing, "Feeling, Doing: Ethics 
and Emotions in South Asian Buddhism" , A4R 71(3, 2(03), pp. 
523-529. 

6) 금장태 r유교사상의 문제들J (서울· 여강출판사， 2199 1)， pp. 14-17. 
7) 황의통 r유교와 현대의 대화J (서울: 예문서원， 2(02),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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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신의 생명에 연연해하지 않는， 문명의 모든 파괴적 속성들을 벗 

어 던진 무위(無寫)척 존재여야 한다 8) 

장자는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을 섬(心)， 성섬(成心， 또는 成見)이라 

하였는데， 이 성심이 인간 사회의 모든 시비와 대립의 근원으로 보았다. 

그런데 심이 외물(外物)에 끌려 다니고 갈둥을 일으키게 된다. 성심은 

사물과 현상을 독해하고 감각기관을 통한 사고작용인 지식올 통해 급기 

야 인간의 인위적(人罵的)인 행동을 낳게 된다. 그래서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는 불행과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과 감각을 정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정신과 마 

음을 깨끗하게 하는 수양 방법이 심재(心짧)와 좌망(坐忘)이다.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없애 욕망올 버리라고 말한다(心蘭). 자기 

자신과 외물올 초월 r忘c.， 忘我， 忘物j 하는 좌망올 통해서 인간은 비 

로소 자연과의 조화로운 만남을 꾀하는 진정한 자유에 다다를 수 었다. 

하지만 인간이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해(뤘解)， 즉 인간이 외부의 

사물에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현해란 원래 거꾸 

로 매어 달린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현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위적인 사회적 제도， 규범， 조직， 부귀， 회노애락오 

욕(홈짧哀樂惡愈) 둥 인간의 정서와 사회성，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도 

(道)의 본성인 자연을 따르는 것이다(順엄然). 도를 체득하는 수양에 정 

진하여 진인(륨人)， 지인(至人)， 천인(天人)이 되어 자연에 따라 사는 것 

이 자유인 것이다.9) 

8) 김성회， “비판적 초극의 인간관: 노자와 장자의 인간관”， 이규성 편 r통양 
철학. 그 불멸의 문제들J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pp. 
181-86; r노자J 19章， “見素狗樓， 少私흉愁”; “以無薦自然寫體， 以讀退孫
檢뚫用 .. 

9) 이강수， “장자의 자연과 인간의 문제" 한국철학회 r철학」 제20집0983/가 
을)， pp. 75-89 참조; 신순정， “자연과 덕 그리고 인간-노장올 중심으로" 
새한철학회 r철학논총J 19(1 999/겨울)， pp. 73-95 참조; 정진일 r도가 
철학개론J (서울: 서광사)， pp. 98-106; 김숭혜， “도교의 인격이해" 한국사 
목연구소 편창， r인간관의 토착화J , 사목연구총서 8(서울: 한국천주교중앙 
협의회， 1995), p. 228; 劉笑敢 r장자철학J , 최진석 옮김(서울: 조합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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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종교가 지닌 고통관에서 보변 인간의 외적 사물에 대한 인식 

작용， 즉 욕망에서 고통이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늘이 부여한 

성품인 선을 거역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음으로 고통이 된다는 유교， 고 

통의 시작이 신이 되고푼 인간의 욕망(혹은 Hubris)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그리스도교， 인간의 욕망과 현세적 집착이 고통이 된다는 불교의 

관점과 인간의 불완전한 지각과 지식으로 인해 외물(外物)올 곡해하여 

생기는 인간 자신의 상처와 고통， 도의 본체인 자연을 역행하여 도를 

상실함으로써 욕망을 따라가는 노장의 인간관을 보면 모든 것이 인간이 

지닌 근원적 욕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본래 유한성을 지닌 존재이자 욕망적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 

은 자신의 실존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욕망 해 

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욕망이 인간의 

실존을 규정하는 한 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인간 전얀격올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이 지닌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실 

존의 위협과 그로 인한 자연 착취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에 그 속성이 

었다. 다시 말해 욕망은 궁극적으로 파괴적 속성올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파괴적 욕망은 소외라는 부산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 자신의 본질 

적 속성을 잊어버리고， 타자에게서 그 본질을 찾는다거나， 자신의 본질 

을 본질 아닌 것에 투사하여 자신의 본질이 타자에게 전이됨으로써 자 

신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다. 결국은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타자와의 단 

절， 사불과의 분리를 초래한다. 이것은 존재론적 소외이다. 따라서 소 

외， 단절， 분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욕망으로 인한 고통의 현실올 대변해 

주는 말들이다. 이제 인간이 이 파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자연 

으로부터 그리고 인간 자신으로부터 영원히 소외되는 수령에서 빠져 나 

체 소나무， 21998), p. 151; p. 167; p. 270; p.308; “재(薦)라는 것은 온갖 
물욕을 버리고 온갖 물욕을 버리고 마음올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즉 심재 
는 마음의 재계이다. 물욕은 마음을 흐리게 하므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심재이다 화망이라함은 마음을 마른 나무나 심은 재와 같이 총명과 지식을 
물리치고 자기의 신체를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I ; ß"莊子」

「太宗師J , 安時以處11명 哀樂不能入也 此려之所謂應解也 而不能自解者 物能
結之 r人間世J , 若 →志無廳‘之以耳而聽之以心 無聽之以心而聽Z以氣 聽1I:.
於耳 心止於符 氣也者 虛而待 物者也 唯道集虛 虛者心顆也; 우야철인 r중 
국사상J , 정상구 역(서울: 내외신서， 1991), pp. 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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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못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3. 고통의 원인으로서의 소외(趣外) 

인간은 자신의 신체-내-존재로서의 생물학적 인간이다. 인간은 신체 

적 현실태롤 소유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존재하 

며， 철저하게 자신의 물리적 실존에 근거한다. 이러한 인간은 자신의 육 

체가 유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통과 쾌락， 만족한 기분 등을 느끼는 

욕구적 존재임을 말해준다. 또한 인간은 다른 존재보다도 유약한 존재로 

태어난다. 여타의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본능에 따라 생존해나 

가는 데 탁월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독립하기 위해 

서는 무려 20여년이나 부모의 보살펌을 받아야만 한다 10) 이와 같은 생 

물학적 취약성과 의존적 심리는 인간의 탄생 배경을 통해 더욱 확실하 

게 드러난다. 인간은 어머니의 안정된 태반에서 열 달 동안 살다가 자궁 

으로부터의 독립올 하게 되면서 최초의 고통과 함께 자신의 근원으로부 

터 소외룰 경험한다. 인간이 모태로부터의 단절올 경험하는 순간 어머니 

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바로 식욕의 욕구 

를 드러내는 어머니의 젖가슴 찾기일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반으로 

부터의 소외를 경험하는 순간 고통과 함께 자신의 최초의 욕망을 경험 

하게 되는 것이다 11) 신화의 대가 요셉 캠벨(Joseph Campbell)은 신생 

10) Helmut Plessner, “생물로서의 인간-아돌프 포르트만을 위하여 .. Otto 
Friedrich Bollnow et al.. Phüosophische Anthropologie heute. 이을상 
옮김 r현대의 철학적 인간학J (서율: 도서출판 문원， 1994), PP. 63-79. 

1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지음， r삶과 철학J (서울: 동녘. 1994), pp. 61-67 참 
조; 실질적 으로 인간은 과도한 외부의 필요 이상의 소음과 빛에 의해 신체 
적 인 고통올 받을 경우 인간의 자아는 위험올 평가하고 그 고통의 그림자 
룰 경험한다고 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그 고통이 과도한 자극에서 오는 
위험한 반응이나 경고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심리학적으 
로 보자면 외부적 환경의 지나친 자극에 의한 방어척 기제가 작통한 결과 

라면 좋올 것 같다. 그렇다면 태아가 태어날 때 받는 외부적 환경. 이를테 
연 자신의 랫줄이 잘려 나간다든지， 산모의 산도가 좁아 강제적 분만을 시 
도한다든지， 또는 분만실의 지나친 조명과 소음은 태아에게 분명히 고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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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태어나는 순간과 그 각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허파가 작동하기 시작하기 전에 신생아는 질식의 느낌과 충혈 

로 인하여 짧은 시간 동안 공포에 사로잡히는 체험올 한다. 이러 

한 현상(숨막힘， 혈액순환의 장애， 현기증， 또는 일시적 의식상실) 

은 갑작스러운 공포를 느낄 때마다 다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 상흔은 급격한 변동의 위기를 수반하는 죽음의 위협에 처하였 

을 때나 어떤 안정감을 상실하였을 때 커다란 정서적 충격과 함 

께 와락 몰려오는 경향이 있다 12) 

인간의 유한성과 욕망으로 말미암은 소외는 인간에게만 그치지 않는 

다 그리스도교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고통은 죄의 결과이고 그 결과로 

인간만이 고통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의 터전인 땅도 

인간으로부터 소외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창세 3장). 아도르노 

(T.w. Adorno)는 인위적 자연， 다시 말해서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근대 이후의 세계를 ‘제 2의 자연’이라고 본다. 이 제 2의 자연은 본래의 

자연이 아니라 소외된 자연， 인간에 의해 황폐화되고， 인간의 지배 아래 

있으며 인간의 인공물에 의해 인간으로부터 소외된 자연올 말한다 13) 

인간의 고통은 땅의 소외， 땅의 고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계속적 

인 개발과 착취는 땅을 황폐화시카고 인간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 

위적 공간과 세계가 형성되고 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소 

외되고 있는 것은 먼저 인간이 자연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다. 그 소외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ηlOmas Szasz, Pain and Pleasure, 이 
남표 옮김 r고통과 쾌락， 신체감각의 정체J (서울: 도서출판 왼탑문화， 

1992) , pp. 90-91 참조; 프로이트도 유아기 때에 어머니를 찾고 그리워했 
던 젖먹이 때의 공포와 출생 불안， 자궁으로의 회귀를 열망하는 정신분석 
학적 설명을 하고 있다. S. Freud , Neue Folge der Vorlesungen zur 
Einfl’ïhrung in die Psychoanalyse(S. Fischer, 1940) , 임홍빈·흉혜경 옮 
김 r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J (서울: 열련책들， 1996) , pp. 126-27. 

12) Joseph Campbell , 까1e JlJasks of God Vol 1: Primitive JlJythology 
(1 969) , 이진구 옮김 r신의 가변 1. 왼시 신화J (서울: 까치， 2(03), p. 
80. 

13) 김유동 r아도르노 사상-고통의 인식과 해방의 모색- J (서울: 문예출판사， 
21994) ,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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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계적 고통’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김종호의 지적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래 인간온 자신의 생존의 소재률 자연에 바라며， 따라서 인 

간 자신이 자연 그 자체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간이 직접 결부하고 있는 것은 벌써 자연이 아니고 기계이며， 

인간은 기껏 기계를 매개해서 자연에 접촉할 쁜으로， 인간적 생 

존올 지탱하고 있는 것은 기계 그것이던가， 또는 기계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던가 이다. 기계는 자연올 대신해서 오늘날의 인간에 

게는 제2의 자연으로 되었다 14) 

칼 마르크스(K. ~larx)에게도 인간은 충동과 욕구를 지닌 존재다. 인 

간은 기본적 욕구(항상적 욕구: konstant)와 상대적 욕구(relativ)를 지 

닌다. 그런데 자연은 인간의 돈에 대한 욕망으로 생산과 소비의 수단으 

로 전락하면서 비자연화. 비인간화되어 버렸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 

연은 인간 자신의 삶의 표현 수단이다. 인간을 드러내는 장(場)이며， 인 

간화된 자연이다. 자연은 인간이 노동올 통하여 자신을 실현하는 생명 

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연은 인간에게 낯선 것이 되어버렸고， 인 

간은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자연이 아닌 기계와 상품 

올 숭배하는 존재가 되어 버혔다. 결국 마르크스도 인간의 소외는 자신 

의 터무니없는 욕망에서 기인하고 있음올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15) 

4. 욕망으로 인한 고통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카로스(!carus)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테세 

14) 김종호 r소외시대의 철학J (서율: 문음사， 1981), p. 23. 
15) E. Fronun and Heinrich Popitz, r마르크스의 인간관J , 김창호 옮김(서 

울: 동녘， 1983), pp. 38-70 참조; 안형관 r인간과 소외 J (대구: 이문출판 

사， 31994), pp. 56-57; 이극찬 r프롬의 자유사상J (서울: 연세대학교 출 
판부， 1985), pp. 61-64 참조; 박창회 r갈등과 소외 J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9), pp. 238-2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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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가 미궁에 갇히게 되자 테세우스에게 반한 미노스 땅의 딸 아리아 

드네는 이카로스의 아버지 다이 달로스에 게 도움을 요청 한다 다이달로 

스는 아리아드네에게 설타래를 주면서 미궁(迷宮)에서 빠져 나오는 방 

법을 일러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를 미궁에 

가두어버렸다. 그래서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밀랍으로 된 

날개를 달고 빠져나가게 된다. 하지만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를 잊고서 날아오르던 이카로스는 결국 밀랍이 녹는 바람 

에 바다 속으로 떨어져 죽고 만다 16)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연간의 욕망이 파멸을 좌초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내변에는 욕망이라는 

헤어 나오지 못하는 라비린토스(Labyrinth)가 있다. 이 신화는 인간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생활을 능가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지 못할 

때 인간은 끝없는 삶의 미궁으로 추락하는 고통을 겪 게 된다 1 7) 욕망이 

지나치면 삶이 신비요 수수께끼가 아니라 도저히 헤어 나오지 못하는 

미로가 되고 만다. 

인간의 원초적 인 잠재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신화 세계에서조차도 인 

간이 욕망에 사로 잡혀 있음을 잘 드러 내 보여 주고 있다. 인간은 끊임 

없이 상승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고 욕망으로 인해 결국 추락의 고통 

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상승은 하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상승은 욕망이요， 하강은 고통이라는 현실이 

다. 

16) Joseph Campbell/ Bill I\ loyers , The power of JIιτh(Apostrophe S. 
Productions and Alfred van der I\ larck, Inc. , 1988), 이용기 옮김 r신 
화의 힘 J (서울: 고려원， 21996), pp. 250-252; Sergius Golowin et al.. 
α'e Grossen Jl!ythen der J1Jenschenheit(1998). 이기숙， 김이섭 옮김， 
『세계 신화 이야기J (서울: 까치글방， 2001) , pp. 166-67 참조; Paul 
a하‘ Symbolism in Greek J1JythoJogy -Human Desire and Its 
ηansformations， trans. Vincent Staurt et al.(Boulder & 1ρndon: 

Shambhala , 1980) , 안용철 옮김 r그리스 신화의 상정성-인간의 욕망과 
그 변형 J (서울: 현대미학사. 21997). p. 54. 

17) Joseph Campbell with Bill Moyers , j bÍd , pp. 250-252; Paul Diel. 
ÍbJd. pp. 55-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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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인간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소비문화라 할 

수 있겠다. 소비를 자극해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채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이라 한다면，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라는 인간 

의 무한한 추동 욕구를 부추겨서 생존하는 체계다. 그러나 그것이 극한 

으로 치달은 현상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과 자연환경파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은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18) 

이러한 욕망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또한 현대인의 정체성이다. 

‘관계를 상실한 인간’ 말이다. ‘너’를 ‘나’를 위한 대상화로 ‘너’를 소유 

해야 하기 때문이다 19) 따라서 ‘너’는 ‘나’를 위 한 대상화가 되어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 여 

자가 남자를 위 한 ‘그것’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올 위 한 ‘그것’이 아니듯 

이， 자연이 인간올 위한 ‘그것’이 아니다. 자연은 한갓 인간의 욕망올 

채우기 위 한 객관적 현실이 아니다. 또한 “자연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 

은 모든 인간이 생존할 수 있고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충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힘을 가진 자는 불필요하게 많이 가지기 때 

문에 약자는 그만큼 적 게 가질 수밖에 없고， 고통을 받을 가능성은 항 

상 있으므로 더 큰 힘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무한하다. 무한히 증가하는 

욕망을 충족시 키 기 위 하여 계속 자연을 착취 하는데도 그것은 욕망을 앞 

지 르지 못한다."20) 

신학적 으로 보면， 그리스도교의 마태오 공똥체 안에도 분명히 의식주 

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고민이 되는 신자가 있었을 것이다21). 그러나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들올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자들(또는 마태오 공동 

체)에게 예수는 그것마저도 초연할 것올 가르친다. 욕구가 과하면 본질 

을 잃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일 것이다(過觸不及). 욕망올 통해 자신의 

18) 김용석·이숭환 r서양과 동양이 127일간 e-mail올 주고받다J (서울: 휴머 
니스트， 2(01), p. 245. 

19) 어도선， “포스토모던니즘시대의 욕망에 관한 진실 읽기" 라깡과 현대정신 
분석학회 편 r우리시대의 욕망읽기 J (서울: 문예출판사， 1990), pp. 

94-98 참조. 
2이 손봉호 r고통받는 인간. 고통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J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 140. 
21) 마태 6, 24-34; 25, 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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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약이 되는 교훈이라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는 있음에 만족하고， 없음에 초연할 줄 아는 인간 

상이 요구된다. 자족이 삶의 총체적 미궁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을 해방시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연을 

해방시카는 길인 것이다. 

5. 하느님의 선물인 대지(太地: 땅)의 고통 

이스라옐에게 있어서 대지 r땅j 란 하느님의 선물이며， 아름다운 것 

이다.22) 그렇기 때문에 언간은 하느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대지를 잘 관 

리하고 보전해야 하는 청지기적 소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교 

만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소원해 

지고 만다(창세 3 장). 그러나 창세기 2, 7절을 보면， 인간과 자연이 원 

래는 유기적 관계였음을 잘 드러내고 었다. 하느님이 인간(c1~)을 땅/ 

흙(:"101~)으로 지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땅에서 나와서 땅으로 

돌아갈 존재다(창세 3,19). 마찬가지로 피조계도 땅에서 나와서 생명의 

기운을 머금고 사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땅은 인간과 자연의 공통적 기 

반이다.23) 한편 대지는 인간과 하느닙의 공존적 관계를 드러내는 장이 

지만 사회적 불의에 의해 땅이 황폐화되기도 한다. 땅이 더럽혀진 이유 

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한 정벌의 원인이었다. 그러므로 〈예레미 

야서〉 에는 나그네와 새와 짐승들이 떠나버린 고통스런 땅을 잘 묘사하 

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땅과 하늘의 창조가 헛된 일이 된 것이다. 하늘 

이 벚을 잃고 생명이 사라진다. 땅은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의 희생물이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느님， 땅 그리고 인간의 공존 관계에서 어느 

한 부분이 고통을 당하면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22;、 Norman C‘ H잉bel ， πle Land is ]I!ine: 5ix BibJicaJ 매Ifld JdeoJogies 
(I\ Iinneapolis: Augsburg Press , 1995) , 정진원 옮김 r땅의 신학. 땅에 
관한 여섯 가지 이념J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2001). pp. 57-62. 

23) Gene 1\1. Tucker , "Rain on a Land Where No One Lives: 까le 

Hebrew Bible on the Environment" , JBL 116(1, 1997), pp.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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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죄는 땅의 고통이고， 땅의 고통은 곧 여호와의 고통인 것이다. 

왜냐하면 빵은 하느님의 것이고 존재의 터이기 때문이다 24) 땅은 하느 

님으로부터 씨를 받아서 그것올 풍요로 변형시커는 존재의 자궁이다. 

그래서 땅은 모든 존재를 품는다. 땅은 우리를 살리는 근원이며， 믿음과 

소망과 신뢰의 근거가 된다.25) 

이스라엘이 겪었던 땅의 고통 문제는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가 라는 원인론적 해답올 구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문제는 고통이 

란 무엇인가의 질문이 아니라 이 고통이 어떻게 작용하는가(고통의 작 

용점)와 고통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고통의 지향점)를 분석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은 자신의 본질로부터의 소외를 경 

험하게 한다면， 피조계(땅)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의 표상’이다. 인구의 

급증 현상에 따라 주택 보급을 위해 집을 짓고 대지 r車道」 를 확보하 

여 아스팔트를 만들 때 대지는 숨을 쉴 수가 없다. 물이 정화 작용을 

상실하고 민물고기와 바다 짐승 그리고 수생식물들이 살 수 없다면 그 

것은 분명히 고통이다. 풍수 r풍향j 를 고려하지 않고 지은 높은 건물 

들은 날짐승들의 날개짓을 방해하여 도시 속에 감금사키고 만다. 이러 

한 것들이 다 파괴로 인한 고통의 결과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26) 인 

간만 살아야겠다고 실속을 차리며 타자의 이익관심은 안중에도 없는 순 

간 모든 타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올 직시하게 하는 트라피스 

트의 글이 었다. 

24) /bid , pp. 109-113 passim 
25) 이정배 r신학의 생명화 신학의 영성화J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pp. 218-19. 
26) 인간들의 행위로 인해서 겪게 되는 통식물들의 불필요한 고통에 대해서는 

롤스턴 3세의 책올 참조하라 Holmes Rolston,m, Environmental 
Ethics. Duties to and Values in the Natural WorlÚ(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8) , pp. 56-62; Eugene. C. Hargrove, 
Foundation 01 En까ronmental Ethics(Prentice Hall , Inc. , 1988), 김 형 
철 옮김， r환경윤리학J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4), pp. 205-213; 
Peter Singer, Animal μ;beration( 1995) ， 김성한 r통물해방J (고양· 인간 
사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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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문화적 이며 윤택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정당한 욕 

구는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안 

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 

서들이나 신약의 복음서와 서간경들은 일부 사람들의 안락하고 

즐거운 생활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 위에 이루어지는 것임 

을 항상 깨우쳐 준다 27) 

한편 궁극적으로 고통이 작용하여 지향하는 바는 불쾌감이다. 그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몸의 자극을 통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는 인간이면 누구나 행복과 쾌락을 원한다. 하지만 그와 

는 반대로 자신의 원의와는 상반되는 불쾌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또한 

인간 자신의 지나친 욕망의 쾌락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과소비로 인한 쾌락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인간 자신의 피폐를 가져올 뿐 아니라 환경 

을 오염시켜서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병들 수 있기 때문이다 28) 

6. 고통의 인식론적 의미와 극복 방안 

인간이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또한 문화와 무관하게 살 수 없 

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모든 문화는 자연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비 

롯된다고 볼 때 인간의 현재적 고통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올 

끊임없이 성찰하며 자연과 벗하여 대립이 아닌 공존을 모색하고 새로운 

접촉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29)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 

신의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건전한 이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이 

다. 

27) 까lomas fllerton, Cistercian LJfe(Spencer , l\1assachusetts: Cistercian 
Book Service, 1974), 오무수 옮김 r침묵 속에 하느님올 찾는 사람들， 

엄률 시또회(트라피스트) 수도생활J (왜관: 분도출판사， 1994) , pp. 

18-19. 
28) 손봉호， op. αt. ， p. 21 1. 
29) 김종호， op. cit. ,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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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고통은 스스로의 조절에 의해 해소되고 극복하지만 자연의 

고통은 인간의 고통보다 더 근원적인 데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것은 

자연의 고통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인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생태계의 파괴는 인류에게 위협이고 고통이 

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좀더 자연파 일치된 삶올 살아야 하고， 인간 

이란 자연과 유기적인 존재임을 알게 해준다 30) 그러므로 고통이 반드 

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앞으로의 교훈적· 

경고적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일러주는 좌표가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수정을 요구하 

는 지침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현실에서 고통을 

극복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 

다. 고통은 우리의 현실 외부로부터 인식되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인식 

하는 주체인 인간의 의식 활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고통올 긍정적으 

로 또는 부정적으로 소화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개별적 인간에게 달려 

있다. 여기서 개별적 인간이란 고통의 표상이 주어지는 반응이 개개인 

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고통의 표상이 요구하는 것은 더 이 

상 현실의 고통이 파괴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젓이 

다. 파괴적 고통은 재건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고통이 

인간의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고 

통을 다루는 인간의 의식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었다. 

따라서 고통， 그것이 정신적 고통이든 아니면 육체적 고통이든 인간의 

의식을 스스로 고양하지 않고서는 주어진 자연의 고통올 인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자연의 

고통을 위해서 몸소 모험을 감행하신다는 데에 위로를 얻는다. 하느님 

께서는 자연만물의 고통올 외면치 아니하시고 친히 피조계의 고통에 동 

참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다. 하느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가 되어 하느님의 자기 비허가 현실이 된 것이다. 자기 비허를 통한 하 

느님 의 사랑은 늘 고통올 수반한다 3 1) 

30) 남경희， “생태주의 인문학 서셜" 한국기호학회 엮음 r생태주의와 기호 

학J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1). pp .. 71-72. 



196 종교학 연구 

그러기에 인간에게 있어서도 절제를 통한 고통은 아름답기만 하다. 

“절제는 자원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윤리적 행위의 기본”이기 때 

문이다 32) 절제라는 금욕적 태도가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절실한 삶의 요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도덕성을 구성하는 핵 

심이며 사람답게 사는 인간 정신의 근원이며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을 위해 생존경쟁을 종식사커는 아스케제(askese)인 것이 

다 33) 다시 말해 인간의 본능인 욕망이 나쁜 것이라고 규정짓고 저지하 

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34) 

7. 나오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지나친 욕망이 생명의 신비와 삶의 건전성 

을 파피할 수 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삶과 생명이라는 말은 인간의 

총체적 구성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여타의 생물과 무생물이 우리의 삶과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총체적 구성인 삶과 생명은 자연에게도 소 

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인간이 지닌 기본적 욕구를 넘어선 욕 

망(예컨대， 지나친 소비 욕망， 축적적 물질 욕망， 편의와 경제적 가지만 

을 지향하는 개발 욕망 등)은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 

에게도 크나큰 ‘고통’이 초래될 수 있다. 그 고통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배려하고 공존해야 할 인식의 대상인 자연을 소외시킨 결과로서 다시 

31) 심상태 r인간. 신학적 인간학 입문J (서울: 서광사， 1989), p. 269. 
32) 손봉호， loc. α:t. ， p. 21 1. 
33) 진교훈 r철학적 인간학 1J (서울: 경문사， 21988), pp. 88-89. 
34) 전헌호 r자연환경， 인간환경 J (서울. 성바오로， 1998), p. 360; 또한 다른 

소논문에서 전헌호 신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많은 종류의 물질 
적 소비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적 인 욕구를 거 
슬러 소비를 줄이고 근검 절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자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주변 세계의 무역 상황과 생태계의 
상황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몰고 와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하게 압박해 올 
것이다" 전헌호， “고통과 지구 생태계의 한계성" í신학과 사상J , 
25(998) ,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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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업(業: karma)이 되는 굴레가 되고 만다. 

모든 종교는 일찌감치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인간이 지닌 합리적 이 

성을 통해 욕망을 절제해야만 한다고 구구절절이 가르쳐 주고 있다. 종 

교가 인간 문화의 투영과 반성을 통해 이루어진 선에 대한 신념 체계로 

서， 이것이 세대에 걸쳐 전숭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종교가 주는 의미들 

을 오늘도 소중히 여기고， 생태학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재생산하고 기여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날 인간의 모든 고통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고통이 우리의 욕망에 

서 기인하였음을 깨닫고 종교적 의미， 즉 절제의 아스케제(askese)를 

내면화하여 오늘의 위기 상황올 극복해나가는 데 진력해야함이 마땅하 

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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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ligiousÆcological Cognition on Desire 

and Its Pain of Human Being 

Kim , Dei-Seek , Ph. D. 

In this paper, 1 critically describe which of two elements 

has been seized upon by the human being. That is to say, pains 

of the human being result from their own desires. AIso we find 

that the source of all suffering in the Nature largely proceeds 

from element of the human being’s desires. Owing to this cause , 

1 think that the Earth is in a state of crisis. Religions point out, 

for the most part , that human beings suffer a severe pain for the 

reason of their own desires seriously. Therefore , to overcome 

this situation, humans must be in harmony with all things and 

then cultivate their mind for self-denial. The Earth is not object 

of the interests and the desires but the womb of beings. 

In conclusion, human being must ultimately renounce the 

desires , try to join the Nature and then coexist with 

nonconscious being. That’s why we are meaningfully embody that 

in rationality with the religion , at the same time , it will be 

possible for every one to internalize the askese of mod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