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렌의 침묵’과 오디세이 
－ 탈(脫)신화화된 서사와 계몽의 변증법

김  룡 (서울 )

아침이 밝을 즈음, 나는 암울한 결정을 내렸다. 이 살인마 같은 섬에서 육

체는 편하고 정신은 죽은 쓸쓸한 반쪽 인생을 사느니, 내 삶을 찾아서 여길 

떠나 죽는 편이 낫겠다고. 나는 맑은 물을 채우고, 낙타처럼 마실 수 있는 만

큼 마셨다. － Pi  

Ⅰ. 들어가는 말: 

‘모든 탈신화화는 희생이 아무 쓸모없고 불필요했었다는 

경험의 표현’

인의 삶이 지닌 정체성 기에 덧붙여 21세기의 멀티미디어  통신환

경은 ‘주 성의 객 화’를 이야기하거나, 서사의 심을 이야기하기 더욱 어렵

게 한다. 더욱이 디지털 시 에서는 사  역과 공공 역의 구분은 차 없

어진다. 싸이월드와 같은 웹 블로그나, 구 과 같은 서치엔진의 발 , 더구나 

인터넷 수색, 해킹, 치추  장치, 폐쇄회로 카메라, 휴 폰 도청 등을 통해

서 사 인 역은 자발 이던지 비자발 이든지 최소한 가상 인, 공 인 공

간에서 그 내면의 모습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다.1) 이 지 에서 본 논문의 

1) 뿐만 아니라 속도로 특징 지워지는 뉴미디어시대에서는 ‘회상 / 기억’의 요소는 ‘현재성’과 

‘인스턴트성과 라이브적 특성’을 위해서 소멸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는 것이 힘이 아

니라, 속도는 바로 권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공간이 시간성에 의해 치환되어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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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은 출발한다. 신화와 계몽의 변증법에서 이야기되는 ‘탈(脫)신화화

된’2) 실인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일까? 고 인 서사의 심이 상

실되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주 성의 객 화 과정을 보았으며, 이는 픽션의 발

흥을 낳은 역사철학  배경이 되었다. 주․객  세계의 분리와 ‘세계상의 탈

심화’(피아제)의 과정은 래의 세계를 시간화 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탈 신화화된 실인식’ 는 ‘공 역의 사유화’, 그 어떻게 이야기되어지더

라도 이런 방식의 탈 심화된 세계상은 도치(倒置)되었다. 이제 ‘사 역의 

공유화’가 낳은 서사의 ‘새로운’ 조건들에 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공간성의 시간화가 아니라 시간의 탈공간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

가 하는 문제를 논구하기 해서 우리는 다시  그 신화 속으로 시간여행을 

해야 할 듯 싶다.

옛 이야기는 10여 년에 걸친 트로이 쟁이 끝나자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일행의 고난에 찬 항해를 하고 있다. 다시  10여 년이 더 걸린 

주에 가득 찬 오디세우스의 귀향길, 즉 오디세이는 호머의 서사시에 뿐 아

니라 우주미아가 된 가족의 이야기에서와 같은 공상과학 화의 소재에 이르

기까지 시 를 넘어서 여 히 주어진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불굴의 인간상

을 보여주는 메타퍼가 되었다. 어 할 수 없는 자연의 력 앞에 이리 리고 

리 리면서도 고향 이타카의 항구를 찾아나서는 오디세우스가 이러 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후세의 사람들은 이성의 힘으로 자연을 길들이

는 계몽의 정신을 읽어내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닐 성 싶다. 아름다운 부인 

펠네로페가 20년간 온갖 유혹을 뿌리치며 오매불망 기다리는 고향으로 향한 

오디세우스의 강건함에게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
시도 잊을 수 없었던 고향에 한 그리움이 인생 노정에 지친이 들에게는 어

런 논의는 무엇보다도 비릴리오의 속도학을 들 수 있다. Vgl. Virilio, Paul: La bombe 
informatique. Paris, 2000. 

2) Habermas, Jürgen: Die Verschlingung von Mythos und Aufklärung.. in: Bohrer, Karl 
Heinz (Hrsg.): Mythos und Moderne. Frankfurt / M. 1983. S. 405-431, hier S.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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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안이지 않았을까. 마치 오디세우스의 귀향의 노정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

들지라도, 충견 아르고스가 20년이 지난 후에도 주인의 귀환을 알아차리고 

숨을 거두는 장면의 찡한 감동을 나 역시 갖게 되리라는 희망이 나그네를 길

에서 멈추지 않게 하지는 않았을까. ‘운명 ’이라는 수식어를 여기 기에 덧붙

이길 잊지 않았을 테고. 그러나 만일 되돌아갈 고향이 우리에겐 원래 존재하

지 않았다면? 아니 이런 억측은 우리의 오디세우스에겐 물인 것 같다. 아름

다운 키르 의 유혹도 뿌리치고, 가야할 길을 재 하는 오디세우스를 기다리

는 사이 들의 유혹의 노래 소리도 단호한 오디세우스의 귀향길을 막을 순 

없었다. 한 의 랍으로 귀를 틀어막고 쇠사슬로 돛 에 제 몸을 묶은 채 우

리의 오디세우스는 아름다운 사이 의 유혹을 벗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오디

세우스의 기발한 꾀를 이야기하는 목이다. 아니 오디세우스라고 변되어지

는 인류가 이성의 힘을 빌려 감히 항할 수 없었던 자연의 폭거를 보기 좋

게 따돌리는 본보기로서 수많은 이들이 인용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정

말 오디세우스는 한 의 납과 한다발의 사슬에 완 히 신뢰하고 자신의 꾀

에 천진난만한 기쁨을 느끼며 사이 들을 향해 배를 어갔단 말일까? 
이 사건에 해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사이 들에게는 

오디세우스일행을 유혹하고 궁극 으로는 난 시킬 그들의 노래보다도 더 끔

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자신의 꾀로 사이 의 노래 소리를 피했

다고 하는 오디세우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사이 들은 그때 노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유혹하고 싶은 마음은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고, 
오디세우스일행의 배가 그들을 통과해 갈 에, 다만 오디세우스의 커다란 두 

에 비춰지는 것들을 가능한 한 오래 붙잡고 싶었다고들 한다. 오디세우스는 

사이 이 진정 노래를 했었는지 듣지 못해 알 수 없었는데도,  다른 이야기

에는 오디세우스는 첨부터 사이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그토

록 용감하게 배를 어갔다고 한다. 모두들 한편의 연극을 천연덕스럽게 한 

셈일까?3)

3)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마저 덧붙인다면, 고향에 되돌아간 오디세우스는 다들 알고 있

듯이 사랑하는 아내와 늠름한 아들 텔레마코스와 행복하게 여생을 마친 게 아니란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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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체의 담론과 신화적 상상력:

‘세계의 정복은 유쾌한 일이 아니야. 구원은 관념에서 

뿐이야, 관념에 대한 이기적이지 않은 관념말이야’

얀 마텔 Yann Martel(1963-)의 이이야기 Life of Pi (2001)4)는 깊이 1미
터 남짓, 폭 2.4미터, 길이 8미터의 구명보트에 벵갈산 숫호랑이 한마리와 함

께 조난당해서 무려 227일 간 바다를 떠돈 이라는 인도 소년의 표류기를 

다루고 있다. 스페인에서 캐나다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코스타리카와 랑스, 
그리고 멕시코 등지에서 유년기를 보낸 작가는 학에서 인문학(철학) 공부를 

마치고 시닦이와 같은 허드렛일을 해가면서 지구의 다른 쪽을 떠돌았다. 진
지하게 쓰기를 시작한 것은 오랜 방황 끝에 ‘고향’인 캐나다에 정착하고 난 

연후 다. 
21세기의 오디세우스 혹은 로빈슨 크루소에 비견될만한 ‘ 이’의 이야기는 

작가의 노트에서 언 하고 있듯이 작가가 ‘배고픔에 시달릴 때’에 태어났다.5) 
소설의 반부에 등장하는, 얼룩말과 오랑우탄을 잡아먹는 하이에나, 그리고 

그 하이에나를 다시 잡아먹는 벵갈산 호랑이의 끊임없는 식성, 그리고 그 야

생 고양이 과(科) 맹수의 허기를 통제하고 길들여야 하는 어린 소년 이의 

기지와 용기는 ‘배고 ’ 작가를 리만족 시켰던 것일까. 벵갈산 호랑이를 작

은 구명보트에서 매일 마주 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나긴 조난의 항

해에서 반드시 살아서 뭍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소년 이의 열정은 오디세우

스의 귀향에 한 열망에 비견할 만하다. 더욱이 오디세우스와 마찬가지로 

료함에 좀이 쑤셔 이번에는 머나먼 대서양으로의 여행을 떠나 산채만한 파도에 휩쓸려 

이 세상을 떠난 오디세우스의 근황을 단테는 신곡의 지옥 편에서 전하고 있지 않던가. 
4) Martel, Yann: Life of Pi, N.Y. 2001.한국어 번역본은 공경희(역): 파이이야기, 작가세계

사, 2004. 얀 마텔에 대한 서평은 졸고 ‘얀 마텔의 ’파이이야기‘(파이낸셜뉴스 2006.3.30)
를 참조함. 

5) 주지하다시피 소설은 ‘This book was born as I was hungry. Let me explain.’이라는 문

구로 시작하는 작가 노트가 본 줄거리 앞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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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꾀를 생각해 내고 앞으로 이러날 일들에 해서 나름의 계획을 세

운다. 망망 해의 일엽편주와 같은 조각배에 한 마리의 야생 호랑이와 동고

동락을 해야 한다는 실을 받아들이고 동물원집 아들답게, 동물들에 한 

지식에 기 여 호랑이를 길들이는 계획을 세운다. 무엇인가를 갈망하던 작가

가 그려내는, ‘굶주린’ 호랑이의 밥이 되지 않기 해 그 맹수를 지혜롭게 제

어하고 길들이는 소년 이의 이야기는 사이 의 노래에 납으로 귀를 틀

어막아서 처해 나간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에 견  만하다. 그 뿐만 아니라 

정신을 가다듬은 소년 이가 구명보트에 비치된 장비들을 ‘ 검’하는 것이

나 벵갈산 호랑이를 길들이고 그 호랑이의 존재에 비춰 자신의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장면은 마치 로빈스 크루소를 연상하게 한다. 그럼에도 소설의 후

반부에서 보여지는 이야기들은 이와 호랑이는 우리 내면의 립 인 두 자

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그럼에도 작가 노트를 제외

하고 정확하게 100편의 사건들(Chapter)로 이 진 이 소설은 다음과 같이 난

 사건 조사보고서로써 결말을 지움으로써 벵갈산 호랑이와 소년의 오디세이

를 증명하고 있다. 

곁들여 말하면, 유일한 생존자인 인도인 피신 몰리토 텔의 사연은 이를데 없이 

힘들고 비극 인 상황에서 용기와 인내를 보여  놀라운 이야기다. 이 조사 의 

경험으로 볼 때, 그의 이야기는 난 선 역사상 어느 사건과 견  수 없다. 텔만

큼 오래 생존한 조난자는 없었다. 더구나 벵골 호랑이와 함께 생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6) 

그 벵골 호랑이의 이름은 ‘리차드 커 Richard Parker’ 다. 포획한 사냥꾼

의 이름과 헷갈린 서기의 실수에서 생겨난 이름이라고 소설은 설명하고 있다.7) 

6) As an aside, story of sole survivor, Mr. Pscine Molitor Patel, Indian citizen, is an 
astounding story of courage and endurance in the face of extraordinary difficult and 
tragic circumstances. In the experience of this investigator, his story is unparalleled in 
the history of shipwrecks. Very few castaways can claim to have survived so long at 
sea as Mr. Patel, and none in the company of an adult Bengal tiger. in: Martel, 319쪽.

7) 소설의 48 번째 이야기(Chapter) 참조. in: Martel, 13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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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표범을 찾아 나선 사냥꾼들이 우연찮게 잡은 어미 호랑이와 강가에서 

물을 마시다 잡힌 새끼 호랑이의 이야기, 처음 찾아 나선 살인 표범이 잡혔는

지 아무도 심이 없고, 더구나 새끼 호랑이를 포획한 사냥꾼과 그 사냥꾼이 

이름 붙인 새끼 호랑이의 이름이 뒤바  어처구니없는 경황이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되어 지고 있다. 처음 새끼 호랑이의 이름은 ‘갈증’이었고, 지 은 ‘리차

드 커’이고, 호랑이로부터 자신을 구한 것은 바로 그 갈증 덕이라는 역설

인 이야기가 이어진다. ‘십자가의 수는 질식해서 죽었지만, 그가 유일하게 

불평한 것은 갈증이었다고.’ 배고픔, 갈증, 그리고 호랑이 ‘리차드 커’는 모

두 이의 생존을 하는 것들이면서 동시에 살아있어야 하는 목표가 되어

가고 있다.8) 더욱이 주지하다시피 ‘리차드 커’라는 이름은 에드가 엘  포

의 소설 아서 고든 핌의 모험 The Narrative of Arthur Gordon Pym of 
Nantucket (1838)의 12장(章)에 묘사되어진 카니발니즘의 희생자의 이름이

다.9) ‘흑과 백, 삶과 죽음, 의식과 무의식, 실과 환상, 그리고 꿈과 악몽의 

경계가 불명확한 지역으로 우리를 이끄는 자아발견과 탐색의 오디세이’10)라

고 할 수 있는 핌의 이야기는 단순히 소설이상의 의미를 동시 인들에게 부

여하 던 듯하다. 그리하여  베른 Jules Verne은 1897년 핌의 모험 의 속

편 격인 빙원의 스핑크스 Le Sphinx des glaces 를 간행한다. 이는 포의 소

설에서 행방불명된 핌과 리엄 가이 선장의 흔 을 쫒는 동생  가이 일행

의 모험담으로 핌의 일행이 남극에서 보았던 스핑크스의 정체를 커다란 자석

이라고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괴물 같은 존재는 더 커졌고, 신화 인 모습도 더 

뚜렷해졌다. 그 한 곳에서 그것의 모습은 경외심마  자아냈다. 그리고 이건 

8) 가령 파이는 57장(章)에서 다음과 같이 털어 놓는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죄다 

말하겠다. 여러분에게 비 을 털어놓겠다. 마음 한편으로 리차드 파커가 있어 다행스러

웠다. 마음 한편에서는 리차드 파커가 죽는 걸 바라지 않았다. 그가 죽으면 절망을 껴안

은 채 나 혼자 남겨질테니까.’ 그래서 파이는 호랑이를 ‘길들이기로’ 결심한다.
9) 에드가 앨렌 포: 아서 고든 핌의 모험. 황금가지 1998, 참조.

10) 포, 28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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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우리의 착각일 뿐이겠지만, 우리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것을 향해 끌

려 나갔다. 그 우리의 에 도착하자, 거기에는 자석이 끌어당긴 오만가지 것들

이 붙어 있었다.11)

 베른의 소설은 19세기말엽 당 의 서구문화가 열 하 던 극지의 정복

과 자원과 자연에 한 지배욕을 형상화하고 있는 셈이다. 스핑크스를 둘러싼 

핌의 실종사건에 한 ‘과학 ’ 해명은 오디세우스의 ‘기지(機智)’를 다시  생

각나게 한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조셉 콘래드 Joseph Conrad의 암흑의 핵

심Heart of Darkness (1899)에서도 말로 Marlow 선장의 다음과 같은 유년기

의 회상에서도 다시  신화 모티 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꼬마 시 에 나는 열정 으로 지도를 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거든. 여러 시간 동

안 남아메리카니, 아 리카니 는 호주니 하는 지역을 살펴보면서 그곳을 탐험한 

모든 사람들의 스러운 이야기에 몰두하곤 했었어. 그 당시 만해도 이 지구상

에는 많은 빈공간이 있었다구. 지도에 그려진 모든 지역이 다 유혹 으로 보이기

는 했지만, 특별히 유혹 인 지역을 보게될 때마다 그 지역에 손가락을 고 <내
가 크면 이곳에 가보아야지>라고 말하곤 했었다네. [...] 그곳은 암흑의 땅으로 변

해 있었어. 하지만 거기에는 특별한 강이 하나 그려져 있었지. 자네들도 지도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굉장한 강은 한 마리의 거 한 뱀이 똬리를 풀고 있는 형상이었

는데, 머리는 바다에 닿고, 꾸부정한 몸뚱이는 멀리 활한 륙에 놓여 있었으며, 
꼬리는 그 땅의 오지(奧地)에 감추어져 있었지.12) 

베른의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콘래드의 텍스트역시 식민지지배와 자연정복

의 역사를 신화  이미지와 상징들의 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자들의 열정은 ‘오지와 극지’에 이르는 여행을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목 지에 이르는 길에서 베른의 경우와 콘래드의 경우 모두 죽

음의 표상을 내재한 신화  형상들과 마주하게 된다. 베른에게 있어서 포의 

소설에서 유래한 스핑크스의 문제를 가설 인 자연과학의 문제로 치환하고 

11) 포, 272쪽.
12) 조셉 콘래드(이상옥 역): 암흑의 핵심. 민음사. 1998.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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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신화화’시키고, 식민지 개척과 정복의 역사를 진보의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한 반면에, 콘래드의 주인공 커츠 Kurtz는 주지하다시피 ‘오리엔탈리즘’13)의 

병폐를 죽음으로써 변해보이고 있다. 사이드 Edward W. Said는 다음과 같

이 콘래드의 쓰기가 지닌 문제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콘래드는 말로의 이야기를 개시켜 나가는 데 무 의식 이 된 나머지, 우리로 

하여  제국주의가 스스로의 역사를 삼키기는커녕 슬그머니 일어나고 있으며 보다 

큰 역사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넬리호의 갑 에서 원을 그리며 앉아있는 유럽인들

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곳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콘래드는 그것을 텅 빈 공간으로 놓아두고 있다.14)

이 ‘비어 있는 empty’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신화  배경인 것이다.15) 
그리고 자신의 목 지를 망각하고 음습한 림지 에 자아를 잃어버린 주인

공 커츠의 모습은 80여년이 지난 후에 코폴라 Francis Ford Coppola감독에 

의해서 <지옥의 묵시록 Apocalypse now>(1979)의 월남  탈 병의 모습으로 

‘재매개’되어진 바 있다. 베른 소설의 얼음에 갇혔지만 어떻게든지 극지를 정

복하고 스핑크스의 비 을 규명하고자 하 던 불굴의 웅들의 모습은 마치 

난 을 헤쳐나간 오디세우스의 모습처럼 21세기의 수많은 스토리텔링 속에서 

계속 매개되고 있으며, 때로는 끝없는 우주를 떠도는 웅의 모습에서 때로는 

버 얼한 공간을 넘나드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상징화되어 나타난다. 물론 

이의 경우처럼 고 인 난 소설의 형태를 고수하기도 하고 말이다.16)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말의 소설들에서나 21세기 벽두의 

13) Vgl. Two Visions in Heart of Darkness, in: Said, Edward W.: Culture and Imperialism, 
N.Y. 1994, S. 19-31.

14) Ebd. S. 24.
15) 무언가에 갈망하고 굶주려 있던 작가 얀 마텔의 문학적 세계관과 이렇듯 비어 있는 콘

래드의 서사공간의 신화적 충만성이 이야기되어 질 수 있는 지점이다.
16) 여기에 덧붙인다면 베른과 콘래드, 그리고 마텔의 소설에서는 신화적 아우라에 대적하는 

남성적 영웅의 이야기만 보일뿐. 여성의 모습은 배경적인 자연의 모습으로 물러나 있는 

점도 이야기되어 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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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에게서도 주체의 담론 Subjektdiskurs은 신화  형상속에서 이미지

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작 의 신화  소재들에 한 문학을 시한 문화계 

반의 심증 는 단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출 에 따른 재매개  표상

의 발 에 따른 것으로만 치부 할 성질은 아니다.17) 
‘문명의 근원텍스트’(호르크하이머 / 아도르노)로서 신화는 항시 새로이 읽

져야 할 것이며, ‘신화에의 작업’(블루멘베르크)은 해석학이자 미메시스의 

작업일 것이며, ‘신화에의 매료됨’(슐 지어)은 텍스트화된 신화의 순응  요

소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주체가 신화  힘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고난에 찬 

역정인 오디세이에서, 특히 사이 과 오디세우스의 조우에서 ‘회상 / 기억’의 

요소는 탈신화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 재성’과 ‘인스탄트 / 라이  

특성’을 해서 소멸되어진다. 

Ⅲ. 신화와 계몽의 변증법: 

‘별을 보고 길을 찾는 것은 포기했다. 무엇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쓸모가 없었다. 어디로 갈지 제어할 수단이 

없었다－키도, 돛도, 모터도 없었고, 노는 있었지만 힘이 

충분하지 않았다’

호르크하이머 Max Horkheimer(1895-1973)와 아도르노 Theodor W. Adorno 
(1903-1969)가 망명지 미국에서 집필한 계몽의 변증법 Dialektik der Aufklärung
(1944 / 47)의 문제의식은 주지하다시피 다음의 테제에 축약되어 있다.

부르주와 상품경제의 확 로 말미암아 신화의 어두운 지평이 산술  이성의 태양

으로 밝게 비춰지고, 이러한 산술  이성의 차가운 선아래 새로운 야만성의 싹

이 움튼다.18) 

17) Vgl. Febel, Gisela u.a. (Hrsg.): Kunst und Medialität. Stuttgar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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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 에게는 마치  하나의 ‘신화’처럼 여겨졌던 랑크푸르트학 의 

학문  오디세이의 귀결이 되는 이 “철학  단상 Philosophische Fragmente”
은 호르크하이머가 행한 도구  이성에 한 

비 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논의로 이야기

되어 질수 있다. 나치의 집권에 따른 망명, 
새로이 뉴욕의 컬럼비아 학에 둥지를 튼 

사회연구소, 그리고 다시  미국 서부로 이

주해야만 했던 랑크푸르트학  두 거장의 

당 의 실에 한 (역사철학 ) 분석은 자

신들의 앞에서 자행되는 홀로코스트와 

시즘의 횡행, 미국의 자본주의가 잉태한 

혹 인 ‘문화산업’의 논리에 한 비  문

제의식에 기 한다.19) 랑크푸르트 학 의 

비 이론은 그 학제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성가를 발휘한다. 그럼에도 우리

는 계몽의 변증법 의 집필을 비하던 시기의 토론이 정신분석학에 한 논

구에 집 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20) 정신분석학  방법론은 타부와 망상을 

진리에 한 추구로 이끌어 내고자한 래의 계몽정신의 일환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네오 마르크시즘  출발 에서 시작한 랑크푸르트 학 의 정신  

노정에서 자칫 ‘비과학 ’이라 홀 받기 쉬었던 정신분석학과 변증법  사유

의 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고의 환’은 근 의 논리 실증주의  방

법론이 지닌 한계에 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탈마법화로의 계몽은 근 의 정

신이기도 하지만, 상상력을 붕괴시키고 신화  사고를 해체시켰다고 보기 때

문이다. 

18) Horkheimer, Max / Adorno, Theodor W.: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Frankfurt / M. 1994, S.38.

19) Zur Frankfurter Schule vgl. Wiggershaus, Rolf: Die Frankfurter Schule. München /Wien 1986. 
20) 발생사에 관한 문제점들은 무엇보다도 다음을 참조. Horkheimer, Max: Gesammelte 

Schriften. Bd. 5: Dialektik der Aufklärung und Schriften 1940-1950. Frankfurt /M.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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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진보  사유를 쫒아 가장 포 인 의미의 계몽은 인간의 공포를 몰아

내고, 인간을 주인으로 자리 잡게 하는 목표를 따랐다. 그러나 이제 계몽되어진 

세계는 승리를 구가하는 재앙의 상징기호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계몽의 로그램

은 세계의 탈마법화 다. 계몽은 신화를 해체하려 했고 지식의 힘으로 상상력을 

무 트리려 했다.21) 

주지하다시피 여기에서는 이성 ratio의 지배를 일반화시켜 ‘계몽’이라고 규

정한다. 이성과 신화의 립이라는 일반 인 계몽에 한 이해를 넘어서서 두 

자가 시도하는 실 분석은 베이컨식의 ‘인식과 권력은 동의어’라는 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이다. 신인동형론 Anthropomorphismus으로서의 신화의 

원리는 신화역시 계몽의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계몽의 도구를 두 

사람은 개념(화)라고 보고, 신화 역시 이미 이러한 개념화의 소산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신화의 세계 역시 계몽의 단계로 악되어질 수 있다. 개념

화에 성공한 소크라테스 이후의 이론  인간은 자연을 객 화시키는 주체로 

자신들의 치를 격상시키고, 자연에 한 지배를 정당화시킨다. 그러나 그 

가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바는 ‘소외’이며, 이러한 즉물화의 논리는 역으로 

인간사의 제 계에서도 철되어지게 된다.

신화는 계몽으로 넘어가며 자연은 단순한 객체의 지 로 떨어진다. 인간이 자신의 

힘을 증가시키기 해 치르는 가는 힘이 행사되는 상으로 부터의 소외이다.22) 

이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상품의 교환가치의 추상화의 한 표  양상으로 

이해되어질수 있는 것이다. 결국 주체가 아무 항 없이 상품경제의 총체  

지배에 몸을 내맡김으로써 계몽의 정신은 다시  ‘신화’로 회귀하게 되어버린

다는 것이다: “애니미즘이 사물들에 혼을 불러 넣었다면, 산업화는 혼을 

물화시켰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자면 윤리, 문화산업 그리고 학문은 이와 마

찬가지로 도구  이성의 형식주의의 발아래 놓이게 되고, 인간과 자연에 한 

21) Horkheimer / Adorno (1994). S. 9.
22) Horkheimer / Adorno (1994). 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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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혹 인 연 계에 사할 뿐이다. 
계몽의 변증법 을 집필하던 시기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인류가 처

한 야만  실에 한 회한의 감정에 사로 잡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이 작의 심을 이루고 있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에서 그들

은 모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향에 한 향수라고, 웃음은 ‘고향’으로 가는 

길을 약속해 다고 고 있다. ‘주체가 신화  힘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도

정’에 한 묘사로서의 오디세이는 ‘신화  세계에서 탈출한 상태’로서의 ‘고

향’에 한 추구이며, 이를 묘사하는 호머의 ‘회상 Eingedenken’ 속에서만 ‘희

망’이 이야기되어진다. ‘고향’과 ‘화해’사이의 은폐된 심연, 즉 ‘계몽에 한 

(새로운) 계몽’의 가능성에 해서는 우리시 의 어느 구도 쉽사리 이야기 

할 수 없어 보인다. 다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말을 따르자면, 왜냐

하면 ‘서사시는 소설이 됨으로써 비로소 동화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계몽을 운명의 힘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실패한 

시도로 악한 것이다. 해방의 황폐한 공허는, 신화  폭력의 주가 도망자

를 항상 앞지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신화  사유와 계몽  사유에 한 서

술의  다른 차원은 탈신화의 궤도가 근본 개념들의 변형과 분화로서 규정

되어지는 목에서만 보여 진다. 마법  사유는 사물과 인격, 탈 혼성과 

혼성, 조작의 상과 행 , 행 자들 사이의 구분을 낳고 있지 않다. 이런 의

미에서 보자면 하버마스의 말처럼 ‘탈신화화가 비로소 우리에게 자연과 문화 

사이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마법을 푼다.’ 계몽의 과정은 자연의 탈사회화와 

인간세계의 탈자연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상의 탈 심화’(피아제)
의 과정은 승된 세계상을 시간화 시킬 수 있었으며, 래의 세계 은 그 자

체 변경될 수 있는 세계에 한 해석으로서 구별될 수 있게 되었다. 외면 세

계는 존재자의 객  세계와 규범의 사회  체계와 분화되며, 이 양자는 다

시  모두 주 인 체험의 세계인 내면세계와 구별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탈마법화/합리화의 과정은 문학과 술의 역에서도 실 된다. 

실재세계와 묘사되어진 세계의 분화가 이 진다. 기호로서의 문자는 과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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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며, 기호로서의 언어는 자연을 인식하기 한 계산의 도구로 략하는 

반면에 (형상)이미지로서의 언어는 자연의 모상으로서 남게 되지만, 계몽의 

과정을 거치며 완결된, 이러한 ‘기호와 형상의 분리’는 다른 한편에서는 근

의 ‘픽션’ 개념을 낳게 된다. 근 에 생성되어진, 실제세계와 구분되어지고 원

칙 으로 ‘자율 ’인 이러한 ‘픽션/허구’의 개념은 환상, 허구, 거짓이라고 여

겨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실의 감춰진  다른 측면의 알 고리로 이해되어

진 이 없다. 이러한 픽션의 자율성은 미디어와 연 성속에서 보자면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즉 회화를 심으로 하는 ‘주 성의 

객 화’( 노 스키)과정은 학과 시 의 차이에 한 인식과 허구  공간의 

구성을 낳았으며, 서사의 시간성에 한 재발견은 소설 형식의 흥기를 낳았

다. 화가 는 작가 심의 시 에 한 강조는 커뮤니 이션의 측면에서 보

자면 실과 그 묘사되어진 세계 사이의 일치성에 한 믿음이 깨어진, 즉 

‘세계상의 탈 심화’의 특징이다.23)

Ⅳ. 남는 문제들:

‘저 나태하고 편협한 고정관념의 요새를 지켜내기 위해, 

마비되어가는 이성의 손가락 하나로 그렇게 기를 쓰고 

매달려 있었다－이제 일어나 손가락을 빼냈다’

출발 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다면, 이는 성공 인 계몽일 것이다. 그
러나 오디세이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신화의 이야기는 근원으로의 회귀

를 ‘지연’시킬 뿐이다. 인류는 계몽의 세계사  과정에서 근원으로부터  

더 멀어지지만, 신화  반복의 강제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 완 히 합리화된 

세계는 오직 가상 으로만 탈마법화된 세계이다.24) 신화와 계몽의 변증

23) Vgl. Todorov, T.: La naissance de l’individu dans l’art. Pari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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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놓여 있는 탈 심화된 세계인식의 이해의 근 에는 이데올로기 비  뿐

만 아니라 문화비 의 엄한 칼날이 번뜩인다. ‘주 성의 객 화’가 ‘객 성

의 주 화’ 는 사 역의 침탈로 이어지는 디지털 시 에 있어 출발 으로

부터 멀리 벗어난다는 것은 공간 으로나 시간 으로나 별 무의미 해 보인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단 의 시기를 르네상스라 부르는 시기의 회화사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이시기에 우리는 뒤러의 자화상으로 변되어지듯이 신(神)
인 것이 차 인간화됨을 보게 되고, 인간이 신격화되어 지는 과정이 뒤따른

다. 그럼에도 이러한 개인의 발견이 주 의 자의성으로 환원된, 타인들과 고

립된 개인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에 주목해야 한다. 르네상스기

의 이 화가들은 항상 동일한 사고방식과 해석의 코드를 공유하고 있을 뿐 아

니라, 모두 여 히 기독교의 교리 테두리 안에 있었고 어떤 상과 몸짓의 규

범  의미를 잊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림

에 의해 재 되는 공동체와 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의 인본주의는 결코 개

인주의는 아니었던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재 직면하고 있는 ‘가상 실’은 

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상세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가시  육체를 통해

서 자아를 규정하고 있다. 가상 실과 같은 투명한 테크놀로지는 데카르트  

자아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매개한다고 주장되어진다(볼
터/그루신). 우리는 의 가상 인 탈마법화의 세계를 탈신화화된 세계인

식의 ‘재매개 ’ 발 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사 역의 

공유화’'가 래한 서사의 기를 넘어서는 쓰기 략이다. 

주체가 신화  힘들로부터 도망쳐오는 도정의 묘사로서 이야기되어지는 사

이 과의 조우에서 오디세우스가 고안해 내었던 기지(機智)의 이야기를 통해

서 오디세우스가 ‘시민  개인’의 원형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면, 이런 에서 

24) 우리의 ‘경험세계’의 심미화 과정, 즉 객관적 세계의 기술적 규정과 사회적 세계의 매개

적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심미적인 것은 ‘버츄얼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의식의 심미화는 결국 우리가 의식의 전제가 되는 토대들 Fundamente을 더 이상 바라보

지 못하고, 현실을 우리가 이전에는 단지 예술의 산물로만 이해하였던 표현양식 

Verfassung으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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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구텐베르크 갤럭시’를 벗어나 디지털 이미지에 의한 새로운 총체  

매체 환경의 우주 속에서 이 질 21세기의 ‘오디세이’에 해서 심을 가져

야 할 것이다.
이 에서 다음과 같은 ｢사이 의 침묵｣(카 카)의 결말부분으로 이 을 

마칠까 한다:
“여기에는 부록처럼 덧붙여진 이야기가 하나 더 래되고 있다. 사람들이 

말하건 데, 오디세우스는 어 나 꾀 많고, 얼마나 마치 여우같은 인간 이어서

인지, 심지어 운명의 여신마 도 오디세우스의 속마음은 꿰뚫어 보지 못했다

는 것이다. 비록 인간의 오성으로는 도 히 악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오디세우스 아마도 실재로는 사이 들이 침묵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

고, 사이 들과 신들에게 에 이야기되어진 거짓 행 를 그가 짐짓 방패로 

내세운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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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as Schweigen der Sirenen‘  und Odyssee
–Die entmythisierte Narrativität und Dialektik der Aufklärung

Kim, Young-Ryong (Seoul National Univ.)

Die These, dass auch noch in der ,entzauberten‘ Moderne Subjektdiskurse 
in mythischen Konfigurationen inszeniert und durchgespiegelt werden, wird 
hier an einigen Beispielen diskutiert: an literarischen Texten (Life of Pi, 
Heart of Darkness, The Narrative of Arthur Gordon Pym, Le Sphinx des 
glaces) wie auch an der Dialektik der Aufklärung. Poe, Verne und Conrad 
erzählten Eroberungsgeschichten, in denen koloniale Landnahme und 
Geschlechtermythologie durch eine Fülle von Bildern und Symbolen 
miteinander verschränkt sind. Die Helden bilden und härten sich im Kampf 
mit einer Umgebung, die faszinierend und abschreckend zugleich ist. Die 
Einbeziehung von der These Horkheimers und Adornos erfolgt aus der 
Überlegung heraus, dass Kritische Theorie und Cultural Studies kulturelle 
Deutungsmuster darstellen, auf die literarische Texte - bewußt oder unbewußt- 
immer wieder rekurrieren. 

Als Urtexte der Zivilisation“ (Horkheimer / Adorno) können Mythen nicht 
übertroffen, sondern immer neu ausgelegt werden. Die Arbeit am Mythos“ 
(Blumberg) ist Hermeneutik und Mimesis, das heißt Wiederholung und 
Nachahmung. Die Texte z. Z. erliegen der Faszination des Mythos“ 
(Schlesier) und reinszenieren Mythen mehr oder minder emphatisch und 
affirmativ. Ungeachtet aller Trivialisierung und Kommerzialisierung des 
Mythos in der Zeit sind die Mythen immer noch unangefochten das groß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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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oir, aus dem alle diejenigen schöpfen, die nach Sinn suchen und 
Sinnangebote machen wollen. 

주제어: 탈신화된 서사, 주체의 담론, 계몽의 변증법, 재매개, 
이이야기, 암흑의 핵심, 아서 고든 핌의 모험, 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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