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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 접촉의 세 양상: 콜럼버스 롤라 
몽태뉴의신세계담론 

신문수 

(서올대학교) 

고유한 문화 전용을 지키연서 티문화와 호혜적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정학적 경제와 지리적 거리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을고 있는 셰제화의 

압력 속에서 요능날 더욱 설싱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문화의 만냥이 자칫 강 

자에의 동화를 강요하는 문호냉-합과 동일화의 앙력으로 귀결되기 일쑤잉올 역 

사적 정엉이 경고하고 있기 때운이다 근대사을 관류해온 이러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울명퉁한 교류를 교환J아서 천다웅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지구촌 

문화블 건성하는 것은 오늘날 지구화 시대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 아니항 

수 없다 이 글은 이런 시각에서 근대의 여영기로 올아가 서구와 비서구 세계의 

안냥의 시원적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다문화 시대의 바람직한 문화 교류툴 위한 

타산지석의 교홍용 모색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씌여졌다 겁토 대상으로 상은 

텍스트는 「콜럼 버스의 연지 “ Columbus‘s Letter on His First Voyage" J , 

월터 휠리((Walter Ralegh)의 r기아나의 발견‘ Tlw Dîscoverie o[ the Lnrge 

Ricll alld Beωlifll1 Empyre 01 CllimtaJ 용태뉴{Michel de Monta igne)의 

「식인종에 관하여 “ Des Cannibales“」이다 

비서구 세계와의 접촉의 초창기에 서구는 낯선 원주인의 문화와 가지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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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서구의 의이 제제에 일방적으로 연입시키기에 급급했다 대다수 신대륙 방 

견의 서사는 타문회에 대한 사섣적 관셀의 기욕이라기보다는 서구의 오랜 상상 

태룡 현실에 들씌우는 전도된 재현행위에 7f.끼운 것이었다 이른바 타자의 해 

석학은 타자의 타자성을 박틸하고 그것을 동일성으로 환원시키는 인식의 쪽력 

이고 자아의 부정적 이미지를 타자에게 투사하는 자기 앙양1며， 타자플 영퉁 

한 존재로 격하시키고 주변화시키는 권력 의지의 행사였다 「콜럼버스의 연지」 

는 이련 자가 예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적 안남의 전벙융 보여준다 

이 같은 일방소흥적 안냥은 서구의 갱치적 경제적 힘의 우위에서 기인하였 

올 뿐만 아니라 비서구적 시각의 애제와 목소리의 억압 때문이기도 했다 신대 

륙 서시는 대체로 이련 일방흥행적 당론으로 특정 지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반 

드시 내적 일관성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신대륙 당론은 또한 재현의 폭력에 대 

한 자의식과 객관적 사싱올 선정하고자 하는 내적 갈퉁 양상옹 종종 표출한다 

이런 갈퉁은 핵스트 사이에서안이 아니라 텍스트 내에서도 일어나 텍스트를 애 

애하고 룰투명한 것ξ로 안을기도 한다 용리의 「기아나 얼견」은 타자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선입관에서 벗어나 그것올 동둥한 인간적 존재로 당색할 멸요성 

용 3표종합으로써 신디1륙 서사의 내적 갈등 응 증얻하연서 g 시예 상호호혜걱 문 

명 접촉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다 

서구와 비서구의 안남은 지배와수탈의 일방적 식민주의적 관계로 귀결되었 

지만‘ 그렇다고 이 안냥이 비서구 세계만올 연화시킨 것은 아니다 만냥 이라 

는 표현에 합의되어 있듯이‘ 그것은 서구 세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올 끼쳤다 

탕식민주의 이론가 바애Homi K. Bhabha)가 강조하듯이‘ 피식인자가 식민 

자를 모방하더라도 그 모방에는 식민자틀 풍요시키고 체제툴 위협히는 전복척 

요소가 스여있기 마련이다，Bhabha 85-92) 서구와 비서구의 만냥이 지배와 

며지배의 관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언제나 서로가 서로률 규정하는 대자 

적 판계의 장 속에 있었다 서구 근대성에 대한 칙근의 논지플 흑히 서구의 근 

대적 주제 개녕의 형성에 주목하는 논"f을은， 서구의 자기정체성 형성에 비서 

구의 역합의 중요생을 새상 일깨우고 었다 이들은 서구의 자기 갱체성이 서구 

사회의 내적 연화의 결과이연서 동시에 서구와 비서구의 교류와 접촉의 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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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는 정올 강초한다 용태뉴의 「식인종에 관하여」는 타자와의 만낭융 

통해 오히려 내부로 시션을 툴려 자기 정제생을 발견하는 또 다른 시각을 보여 

준다 

1 r롤링버스의 연지」 

할럽버스는 역사적인 첫 번째 신대륙 항해에서 서인도 제도의 성들을 발견 

하고 스에인으로 귀환 중인 1493년 2월 1 5일 아￡레스 제도 부근에서 심한 쪽 

용을 만났다 폭풍 때운에 애가 칭올해서 스페인으로 무사히 귀환하지 옷합 수 

도 있디운 영려에서 콜럼버스는 급히 후원자인 스페인 국왕 에르난도와 여왕 

이사엘에게 신대륙 발견의 개요를 척은 연지툴 썼다 그는 그것을 양피지에 써 

서 와스로 밀봉한 후 나우통에 넣어 바다에 띄웠다 콜험에스 일행은 다행히 폭 

풍우를 이겨내고 아조레스 셰도올 거쳐 3월 4일 포트투갈의 리스본 강 어구의 

레스탤로에 도착한다 롤렁버스는 이날 포르투갈 국왕 주앙 2세에게 다시 선대 

륙 발견에 관한 연지를 었다 그의 항해 일치에 언급되어 있는 이 두 면지의 원 

본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 사온으로 추정되는 연지는 남아 었다 전자의 사온 

으로 여치지는 연지는 두 종류가 있는데 수신자가 스에인 궁정의 관리인 산단 

젤(Luis de Santángel)과 궁정 재무관인 산제즈(Rafél Sánchez)로 되어 있는 

것이 각각 그것이다 산탄젤어 게 보내는 연지는 1493년 4월 중샘 스페인어로 

총간된 텍스트이고 산제즈를 수신자로 한 연지는 1493년 5월 로아에서 출판 

왼 그것의 라틴어 연역온인 것 o 로 보인다 ' 3월 4일 포르투갈 레스텔로 'J에 

잉항한 직후 포르투갈 국왕 주앙 2세에게 썼다는 연지는 오랫동안 유실왼 상태 

에 있었다 그러던 차 최근 1 6세기 우영 유포된 것으로 보이는 이 연지 사온이 

방견되어 1989년 아르마스(Antonio Rumeu de Armas)의 연집으로 총판되 

었다{Zamora 199. n 5) 이 두 연지가 롤럽벼스 생전에 출판왼 유영한 신대륙 

과의 만남의 기적이다 i 용칭 「콜렁어스의 연지」로 붙리는 이 텍스트는 신대릅 

에 관한콜험에스의 갯 인상의 요약일 뿐만아니라할럽벼스의 항해에 대한당 

대 사회의 기대 지명이 드러나 있는 중요한 분서이다 오리슨{Samuel El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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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son)의 표현대로 -최초의 아메리카기("the firs t o f all Americana ιt 

204)라고 할 수 있는 이 역사적인 문서에 대한 검토는 따라서 동서문영의 교섭 

양상올상띠는데 펼수적이다 

올럽버스가 가리브 해의 바하아 군도의 하나인 구하나하니(Guanahaní)성 

에 도착한 것은 1492년 JO월 1 2일이다 8월 3일 스에인의 딸로스 항을 충항하 

여 서아프리카 근해의 카나라아 제도를 경유한 뒤 무역풍을 타고 서쪽으로 항 

해한 지 68일안이다 항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연서 선원틀의 물안감이 

커지고 불명이 노골화되는 와중어 서 어떻게든 인도에 이르는 새로운 뱃길올 열 

고자 하는 그의 일녕이 거둔 성과였다 그는 힘든 항해어 서 그등을 구해준 이 

섭을 산 살바도르(San Salvador; 성스려운 구원자)라고 이릉 움였다 세계사 

의 흐릉올 바꿔 놓은 이 역사적 항해는 그러나 세 척의 작은 범선에 분숭한 불 

과 90명의 선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405년에서 1433년까지 흘렁벼스와 다 

른 방향에서 인도양올 건너 동아프리카 연안올 탕헝한 중국의 정화 원정대가 

300여 척의 대규오 선단에 2안 7.900 '경에 이르는 선원들로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한다연 창a로 작은 규모이다 악조건 속에서 대서양 횡단에 생공항으로써 

콜럽버스는 잉찍부터 해상항통올 영쳤던 북구의 바이킹등과 이따긍 대서양 너 

어로 표류했다가 툴아온 어부들올 흥해 풍문으로 전해지연 신세계를 마정내 구 

1 이 라언어 번역혼응 1493연애서 1499년사이얘 척어도 17깨의 서로다혼연용으로유렁에 녕 

리 유용원 것￡로 추정외는데[Morison 203] 이 밖애도 이 연지의 이앙리어 신띈 잊 웅문 언 
역혼도 용간되어 잉혀겼디f{Hart \80 , n13J 언역의 과갱애서 연역자는 수신자용 산당쩡에 서 
스에인 궁정의 윤영어스 항쩌 후원얘 칙정 판여했융 재우판 산새즈로 바꾼 듯한데 이 요체 중 
악요로씬혜의 이용 Gabrie l Sánchéz7t Rafaél $ánchez호요가되어 있다 어웠든 이 두 연 
지는 홍일한 핵스트의 서로 다혼 딴온이라고 양 수 있다 룡영어스" 이 두 연지용 싱재호 썼는 

지얘 의문융 갖는 학자도 었다 연지 결구애 엇g인 장소가 「임지J와 당리 카냐리아 재도로 되 

어 있기 얘문이다( '잉지 r애는이 연지용쓴 2월 1 5일갱혹용&안난곳이아조에스군도근얘 

랴고 객혀 있다) 흉렁어스가 영자 항얘 후 스애인으로 §아옹 후 영리 유포원 것이 분영한 이 
연지얘 대해 자모래Margarita Zamora)는 날짜가 뒤인 3영 4일자 연지가 오히려 원온이고 

2월 15일자는 그것융 대본으로 "여 수선자료 되어 있는 산딴쟁 자신이 흉영어스의 양경융 대 

대척으로 용보하기 휘안 선정융호 작성안 것으로 추ν정하고 았다-(Zamora 11 ) 
2 률영어스는예 언의 신대욕앙얘애서 요투항얘기 영식의 일지용썼지안 오g날냥아있는것 
은 스에인 신우 랴스 카사스fBartolomé de las CasasJ가 연정한 갯 언예 힘얘 일지혼이다 

이 일지도 1825년애서야 @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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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연결시킨 것이다 그것은 토도로프의 지적대로 세제가 비로소 그 총제 

생을 드러낸 그리하여 근대의 시작음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Todorov 

12-14) 

콜컵에스는 역사상 시장 극적인 두 운영의 조우 순ζ탱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저는 사람등이 많이 상고 있는 여러 성올 양견하고 이틀융 모두 폐하 

응 위해 정유했습니다 저는 왕실의 깃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이 땅이 예하 

의 것잉용 선언했슐니다 이에 대해 (원주인들로부터) 아우련 이의가 없었 

습니다 저는 이련 기쩍용 우리어 게 가져다주신 구세주 인 우리 주냥융 기 

혀 발견한 첫 언째 성응 신설바도르라고 이용시었습니다 원주인 인디언 

들은 그것옹 구하나하나랴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두 언째 성은 산타 마리 

아 데 온셉시온 세 언째 성은 메프난다나 너1 번째 성은 이사엘라 다섯 

언째 성은 후아나라고 이흥왕였습니다 얀경한 모든 성들에 이져엄 새호 

운이등융부여했슴니다 (Colon 1983. 115) 

이 짧은 단락은 서양이 비서양 세계와 안나는 원형적 모슐을 보여 준다는 정 

에서 중요하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발견한 땅을 정유하는 행위이다 중세부터 

내려온 서양의 자연엉 전흥에서는 사당이 상고 있지 않은 땅은 앤 처음 발견한 

자가 소유하는 것융 인정해 왔디l-(Greenblatt 60. n2기 그러나 올럽버스가 상 

륙한 성은 무인도가 아니라 원주민이 영연히 살고 있었고 고유한 영칭도 있는 

성이다 더욱이 롱혐버스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 지역이 인도의 지배자 칸이 다 

스리는 나랴의 일부라고 믿었다연 냥의 나랴에 도작하여 그곳올 새로 작영하 

고 소유권올 주장한 콜럼버스의 앵동을 어떻게 설영해야 할 것인가 이의 해영 

은 신대륙 항해의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 애정의 검토를 요챙한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작한 1492년은 스에인사의 분수령이 되는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다 그해 1 월 초 스페인은 800여 년에 경진 레콩 

커스타{reconquista )를 애둥지으여 잔존하고 있던 마시막 이슬랍 세력을 그라 

나다에서 올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3월 알 스메인 쟁실은 

가율릭으로 개종하지 않은 유태인들을 이에리아 반도에서 추망하는 칙령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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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 레콩커스타의 여세를 몰아 내부의 척을 일소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용일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카스티야와 아라곤 왕조의 흉합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정치적 흉일을 완수하고자 '!-는 초치였다 용합 스페인의 공통 국짱인 

페르난도와 이사벨은 그로부터 3주 뒤에 비로소 콜럼버스흘 그라나다 공략을 

위해 건설했던 군사주둔지 산타페로 불러를여 신대갇 항해를 위한 약정서 

(Capitulaci6n)를 제결했다 콜럼버스의 인도 항료 개척융 국가적a로 후원할 

것올 약욕하연서 작성된 이 약정서는 「일지」의 어리글에 밝혀져 있듯이 콜럽벼 

스플 -대양의 제옥-으로 서임하고 인도로 가는 대서양 항로에서 발견하게 될 

오든 성과 대륙올 지배하는 종신총독 경 부왕으로 임명하고 그 지위의 세슐융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약갱 내용은 흉펑버스의 인도 항로 개척이 레용키스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응을 시사한다 레종키스타를 효파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스에 

인 왕성은 흔히 무어인 토벌작전에 참여한 군사 지도자가 전쟁에서 숭리할 경 

우 전리용과 새로 얻은 영토를 흥지'!-는 세슐쩍 권한올 보장하는 계약올 제경 

송F곤 했었다 이번 관행융 따른 방식뿐안 아니라 그 갱신에서도 콜럼버스의 신 

대륙 한해는 헤콩커스타블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잉지」의 어리긍에 천명되 

어 있듯이 콜럼버스는 항해의 주목적이 끼독교블 널리 전따하고 마호옛 교을 

비롯한 모든 우상숭배와 사교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군주를 받들어 인도 

의 지애자올 안나보고 -그 지역의 원주인들을 우리의 성스허운 종교로 개종시 

킬‘ 방법융 찾아보는 데 있응용 표"J-하고 있기 때문이디w콜럼버스 항해록」 

15) 기독교 복응 전따에 일익올 담당해야 한다는 그의 소영 의식은 이에 그치 

지 않는다 최근 발견된 1493년 3월 4일자 연지에서도 콜럼버스는 자신이 발견 

한 신대륙 땅에서 얻게 원 채화로 7년 뒤에는 스메인 군주에게 예루살햄을 되 

찾는성전에 씀 기병 5천과보병 5안올제공할수 있고‘ 5년 뒤에는또 다른 기 

영 5천과 5만의 영사흘 추가로 정발할 수 있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대Colon 

1993. 194-95) 이 언급이 시사하듯이 그 당시 스에인 사회는 레용키스타률 십 

자군 성전의 연장으로 파익r하고 북아프리카로 쫓겨간 이슬랍 세력을 지중해로 

부터 완전히 축출해야 한다는 생각올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과제로 여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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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일픽이 셰우타 정북올 홍혜 북아프리카에 교두보용 확보하고 그랴 

나다융 배후에서 협공양 생4율 했던 포르푸강의 항해왕자 앤리커I(Henrique 

o Navegador , 1394- 1460)의 포부이기도 했다 앤리케는 또한 존 앤더빙 

Qohn Mandcville)의 여뺑 '1와 마르코 융로(Marco Po l이의 「흥방견문혹;，에 

도 언급되어 있는 에르시아 너어 아시아 쪽 어연가애 있다고 알려져 있는 프얘 

스터 존(Prester John)이 다스리는 기독교 왕국과의 연대용 흉해 1453년 비잔 

틴제국용 영앙시킨 이후 지충해 동연옵 장~하여 위세용 영치고 있던 오스안 

뷔르크의 이슐랍 세력융 좌우에서 협공한다연 성지 애루상앵융 회복힐 수 있융 

것이라는 생각올 피력하기도 했다 인도로 가는 항로용 양견하고자 한 그의 해 

상 앙통은 이처펌 종교적 소명 의식으로 채색왼 젓이기도 했다 대서양용 용한 

인도 항로의 옐견올 십자문 성전과 연판시키고 있는 콜럼버스의 땅은 엔리케가 

얘시한 바 있는 기목요 쩨국주의의 엘로인 것이다 

헐렁어스는 구하니하니 성애 당도하자 왕성의 깃발을 앙세우고 휘하의 두 

선장과 기혹판융 대용하여 상륙한 다응 곧 그들용 층인으로 삼아 그 영이 스에 

인 국왕의 소유임융 선언한다 울론 그것은 일방적인 선언이다 원주인들이 이 

의식용 지켜보았더랴도 그 의미음 이해항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렁에도 용구하 

고 졸렁벼스는 자신의 선언에 대혜 원주민으로부터 아무언 이의가 제기되지 않 

았다고 적고 있다 그런용랫(Stephen Creenblatt)의 지적쩌렁 이 의식응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유럽 국가 륙01 포르후강과 영국용 영두에 두고 이툴얘 대빼 

신세계얘 대한 스애인의 선정권올 분양1 혜두고자 Of는 용척의 소산이연서 

또한 씬주인의 존재융 우화시켜 그툴이 산고 잉는 땅융 무주공산의 빈 땅 

(terrae nuUius)으로 간주g냥 행동인 것이다(Greenblatt 64 . 60) 딸럽어스 

의 이 의식은 뒷날 스애인 콩키스타도료율이 아에리카 대륙의 갱복과 식인화용 

정당화하는 에케르미엔토(requerimiento) 의식으로 계송되연서 식인 칭활의 

한 판행으로 자리 잡게 왼다 울돈 이 의식융 륜펌어스가 장안한 것은 아니다 

스에인은 1478년과 1482년 우 자혜에 경쳐 카냐리아 제도용 갱영하여 스애인 

령으로육속시키연서이미이와유사한앙식으로그것용갱당억했고 당사자의 

형식적 용의용 구하연서 신제로는 그를융 의사절정에서 U뻐하는 이런 예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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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의는 레콩키스타 과쟁에서 정복지의 이교도틀에게 강Jl.왼 것이기도 했 

다 3 

상륙한 성융 스메인령으로 선언하고 거기에 새로운 이릅올 붙인 것도 같은 

액락의 행동이다 지리적 위치블 가늠하고 기억의 연의흘 위해서 새로 앙견한 

지역의 성과 바다와 산에 장정적으호라도 이릎을 움이는 것은 영요한 일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이미 언제나 대상흘 이릉 붙이는 언어의 의이망에 다 

시 알해 문화적 제계 속에 블어넣어 규정짓는 행위이다(툴럽어스의 작영이 일 

정한 위계적 순서을 따르고 있응에 주목하래) 그렇기 때문에 콜링버스의 이릉 

붙이기는 신세제를 서구의 의이 제계 속에 일방적으로 연입시커는 일종의 폭력 

이요 정복 행위이다 더구나 콜럽에스는 자신이 산살바도르라고 영명한 성올 

원주민들이 이이 Cuanahaní 라고 부흔다는 것올 알고 있었다 그럽에도 용 

구하고 콩렁버스는 신대륙에 당도한 첫 날부터 스메인으로 돌아가는 마지악 날 

까지 (그는 1493년 1월 16일 카리므해를 뒤로 하연서 얼리 보이는 에스파농랴 

성의 한 꽂올 산 테러1모 꽂~(Cabo San TheramoJ이라고 작영한다) 신세계의 

처처에 영 새 없이 새로 이를융 용셔져나간다 그의 이를불이 기는 이즘이 없던 존 

재에 영칭융 부여한 아당의 작명 행위와는 근본적으모 다E다 그의 지1작영용 

원주민의 문화와 가지 체계를 지워버리고 그 위에 서구의 의미 체예흥 재기입 

해 넣응으로써 대상을 정유하는 폭력적인 행동이다 ‘ 

앤저음 발견한 섭을 -성스러운 구세주‘에게 헌정함으로써 콜협어스는 협난 

한 여정옹 지켜준 구세주의 가호에 감사하연서 그것이 그의 이릉으로 그를 위 

3 기욕a군은 이승강 정형지g 영양한 후 그곳의 이요도등애게 기욕표호의 깨종@떤지 아니연 
노얘가 되리낸 양자핵일의 선액권용 부여했으나 그것용 두앙양 것 없이 성질칙으호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냉적 요구인 것이다(Ellio t ， r，스애인 제국사J 72-73 장조) 

4 그얘서 그런용랫옹 이흥함이기용 기톡a 제국주의의 토대잭 앵위라고 규갱한다 Th, 
founding action of Cnristian imperialism is a christening. Such a christening 
enlails the cancellalion of the native name-• he erasure of the ahen perhaps 
demonic. identity--ønd hence a kind of making new; it ’‘ at once an exorcism an 
appropriation. and a gift. Christening then is the culm inating instance of the 
marvelous speeçh act; in wonder 이 proper name , the movement from ignorance 
10 kn。‘Nledge ， the taking of possession , the conferral of idenlity are fused in a 
momenl of pure linguistκ formalism(83); 칸영버스의 작명 앙석얘 대해서 는 Todorov 
19S4 27‘ 언어와 언어화애 얘한 그의 정'1<1 예얘서 는 Campbelll99-2여 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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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행혜진 것잉융 전영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그의 함해가 자오라가 지적하 

고 있는 대로 예수을 닮고자 @냥 신앙인의 자세로.(imitatio Chri sti) 또한 그 

가 스스로의 삶으로 수엄올 보였고 많은 사도들)이 힘써 뒤따랐던 복음화의 여 

정으로 앵해진 젓이었응융 시사한대Zamora 9기 그러나 콜럽버스가 이처럽 

소영으로 강조한 기독교 복응화의 길은 그의 이릉움이기가 시사히F듯이 근본적 

으로 비기독교 세계를 정복하고 정유하는 제국주의의 행로인 것이다 

발견의 의식옹 지른 후 신세계의 낯선 풍팡이 콜럼버스에게 보다 구제적 인 

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스메인 왕세자의 이릎을 따서 후아나로 영명했던 

쿠바 섬에 이르러서이다 콜럽버스는 처음에는 성이 광양하여 이꿋이 중국의 

동연 끝이 아닐까생각했다가 원주민들이 성이라고 하자 「동방견문옥」에 소개 

되어 있는 지망구 곧 일본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어쨌든 땅이 비욕하고 

크고 멋진 항구가 보이고 커다란 강줄717f 산재한 이꿋의 용광에 콩협버스는 

경딴용금지옷한다 

모든 것이 지극히 아용답고 형제도 다。성}고 정긍가능하다 성애는 

§뜯융 쩌융 듯이 커가 큰 나우들이 올창하다 나는 이 나무틀의 잉이 언 

어치는 엉이 없다는 이야기용 듣고 수긍이 갔다 그등은 스에인의 오영 닫 

나무듣저엉 짙푸르연서 아름다었기 때운이다 어떤 나우에는 꽃이 피어 

있고 어떤 나우에는 영애가 닫혀 있고 또 다른 나우틀은 제 각기 행태에 

따라 서표 다흔 성장 단계에 있는 형상틀이다 때가 11월이었지안 어디윤 

가든지 나이명게임과 많은 새틀이 지저귀는 소리융 틀융 수 있었다 야자 

수안 해도 예닐곱 가지로 다%"하였는데 그 다양한 아용다용이 보기에도 

정이포웠다 다른나무틀과과일과중또한그러했다 그안에는또한능랍 

게 아픔다웅 소나우 승이 있었고 넓은 등판이 연쳐져 있었다 거기에 몰아 

있었고 않은 새와 여러 가지 파일등이 쓸비하였다 (Colon 1983 , 11 6) 

그야말로 아읍답고 용j요용고 갱이로운 -지상 낙원M(Paradisl‘ s terrestris) 

의 모습이다 콜펌어스가 발전하고자 한 곳은 아메리카가 아니라 인디아였다 

그 당시 인디아란 말은 요능날의 인도 대륙옹 가트킨다기보다는 극동 아시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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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하여 향료가 나는 동남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을 의미했다 자신이 

발견한 신천지가 인도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한 콜링어스에게 그것은 이렇게 살 

기 좋은 낙원의 모습으로 비쳤다 기옥교 전홍 혜로도토스 함금시대의 신화‘ 

。}를란티스의 전설 마르코 올로와 존 앤더빌 류의 중세의 여행기 당헝가와 

지도제작자들의 정보 풍이 어우려져 있는 콜럽벼스의 지리척 상상력 속어 서 지 

상 낙원은 기후가 온화한 아시아의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장소였다 그는 이 

선잉견에 따라 온화하고 비옥하고 풍팡이 아릉답게 보이는 지역에 이르자 그곳 

올 중세 이래 유럽인틀이 꿈꾸어왔던 지상 낙원으로 보았던 것이다 

콜렁어스에게 켈견 은 새로운 곳 이지의 지역올 찾아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유럽인의 상상 속에 존재하고 있던 것옹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그의 여행은 이 

지의 세제를 새홉게 발견한다기보다는 자라리 당대의 지리적 상상력융 재확인 

하고 검증하는 것이었다 그는 토도로프의 표현대로 켈견할 것을 미리서 알고 

있었다.~(Todorov 1끼 다시 알혜 신대륙에 대한 그의 판장은 현실이 주어진 

관녕융 모뺑F는 전도펀 재현행위였다 까령 그는 신대륙에서 우엇보다 앵무새 

륭 찾아내 유럽으로 가져가고자 했는데 앤더엘의 여챙기에 동양은 앵무새가 않 

은나라로그려져 있기 때푼이었다 그는 1492년 11월 17잉자일지에 인도에서 

자라는 것과 강은 큰 호두와 거대한 쥐블 보았응올 흑기하고 있다 이 또한 인 

도의 카나에서 크기가 개만한 큰 쥐가 상다고 적은 앤더빙의 영향 핫이다 

(Mason 30) 

이 지상의 낙원에 사는 사랍들은 어번 모습인가? 콜럽버스의 눈에 맨 변저 

띈 것은 원주민들이 옷올 입고 있지 않다는 정이다 새로운 섬에 기항하연 낯선 

이방인틀을 구정하려 원주인듬이 달려 나왔는데， 그들은 여자들까지도 거의 발 

가벗은 모습이기 일쑤였다 에스마놀 성의 이곳저곳을 들르연서 찾은 한 해연 

가에서는 인디오들이 콜럼어스 일행올 구경하기 위해 요백 명이나 올려나왔다 

그틀 역시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다 콜럼버스는 이형게 적고 있다 -추장 

을 비훗한 원주민들 모두는 태어난 후 중곧 영거벗은 채로 동아다닌다 여자들 

도 마찬가지인데 전혀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녀 모두 지금까지 우리 

가 만났던 원주민보다 훨씬 잘 생겼다 피부도 열물이 창애해 보일 정도로 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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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상당히 옐쌀하지만 기후는 아주 중다 안약 그들이 옷을 잉어 햇볕으 

로부터 옴을 가렸더라면 아마도 에스파냐 사람들의 피부색과 비숫힐 정도로 희 

어졌옹 것이다."(r콜럽버스 항해록 . .J 146-7; 1492. 12. 16) 

원주민들이 얼거벗고 다닌다는 사실은 자신이 발견한 곳이 아시아의 일부라 

는 확신과 마찬가지호 신세계를 보는 올럽어스의 시각에 큰 영향을 끼친다 옷 

올 문화적 척도의 하나로 여겨온 유혐의 기준으로 붙 때 원주민들은 이제 일제 

의 운화적 삶이 결여왼 야만인으로 비치기 시작했끼 때문이다 구하나하니 성 

에 상륙하여 원주인과 첫 대연한 날의 일지 끝에 할펑버스는 이미 이렇게 쓰고 

있다그들은 모든 연에서 대단히 가난힌 것 같았다 내가 그틀에게 켈을 보 

여주었을 때 아부 것도 모른 채 캉날 쪽올 잡았다가 슨올 에기도 했다 챙기도 

전혀 없었다 나는 그틀이 아주 업게 그리스도교가 되리라고 밍고 있다 그 

들에게는 종교가 없는 것 같았다 ('콜럼버스 항해혹.J 43-44) 뭐니지 출신의 식 

민주의 이론가인 알에트 에미(Alber t Memmi)에 따르연 인총적 타자흘 보는 

유럽의 시선은 세 가지로 특징지어진다 첫째 타자는 문명사회에서 가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질이 결여왼 존재이고 둘째 타자는 기이하고 낯설고 울투 

명한 존재이여 셋째 타자뉴 후라스러유 익명의 징합적 츄채로 표상되다 

(Memmi 2000, 83-5) 롤엄어스는 처응으로 안난 타 문영권의 사랍을올 그들 

과 대화도 거의 나눠보지 않고 즉각적ξ로 메이가 타자의 첫 번째 특정으로 용 

은마이너스적존재로규정짓는다 -내가관첼한바에의하연그들은종교도없 

고 우장숭배도 없다 그들은 성격이 온슨하고‘ 악의 의미플 모를 뿐만 아니라 

살인 벙죄 제포라는알도모른다또무장도하지않고 선원의사소한장난에 

도놀라도앙정정도로겁이않다.-(r.콜링버스항해록， 93; 1492. 12. 11 ) 

이 같은 결여의 리스트는 계속 이어진다 그들은 엄도 없고 정부다운 정부 

도 없고 사유재산도 없고 언어적 다양성도 없다 무모하게까지 보이는 콜럼버 

스의 이런 안정잭 시각은 영경 원주민들이 옷올 잉지 않은 야만인이라는 첫 인 

상의 강혈합이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는 원주민등이 그들이 요구핸 것 

이연 우엇이든 아낌없이 내어추는 판대항올 -전성적으로 소싱한 심성"(C이。n 

1983. 117)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하찮은 유리 파연이나 천 조각용 금울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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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꺼이 교환해주는 그들올 갱숭저렁 단순하다.M(Colon 1983. 11 8)고 비하하 

기까지 한다 그리하여 야만 상태의 원주민이 소심하고 유순하다는 생각에서 

콜링버스는 행간에 -그들은 영리하고 흉흉한 노예로 적격이다-는 말올 끼워 넣 

기도 한다 이처명 아에리카 운영과의 첫 만냥에서부터 액인 기독교 문명은 스 

스로의 우월성융 >1신히는 자기중심주의즐 드러낸다 

요컨대 신세계를 보는 콜럼버스의 인식융 지애하고 있는 당론은 두 가지로 

요익F할 수 있다 신세계를 인도의 일부로 따?야F는 동앙 당롱과 원시적이고 미 

개한 세계로 보는 야만 당론이 그것이다 전자의 프리즘이 작풍될 때 tμ”계는 

용광이 아릉다운 지상 낙원 위대한 군주 칸이 다스리는 나라 풍부한 울산과 

항금으로 장식된 도시가 있는 세계로 비치고， 후자의 시각에서 신세계는 야만， 

괴기(monstrosities) ‘ 식인 용습이 잔존하고 있는 미개한 사회로 보인다 tμ” 

제의 자연 용광용 관창힐 경우 전자가 지애적이라연 원주인과 그 삶에 대한 지 

각에서는 후자가 우세하다 이 두 시각의 교차 속에서 콜렁에스는 낯선 신세계 

흘 관찰하고 해석하고 재단한다S 

콜렁어스의 탑험 영정을 자극하여 이 우 세계블 연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복응화와 급에 대한 욕망이다 그가 조우한 신세게가 써대한 군주 칸외 나라이 

든 이개한 원시사회이든 그 주민들은 그리스도의 풍안으로 끌어들여 항 이교도 

들이다 어느 쪽이든 복응화 사영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없고 소명갑에 차이가 

있올 수 없다 금에 대한 욕앙 또한 마찬가지이다 신대륙 탐혐의 후원자블 얻 

는데 9년의 세월옹 기다려야 했던 콜럼어스로서는 황금올 등확 안고 돌아가든 

지 아니면 최소한 향후 채굴할 금광에 대한 정보툴 가지고 귀환하는 것이 긴요 

했다 그가 찾은 신세계가 용요한 황금의 나라라는 것을 후원^r들에게 보여 주 

어야안 그의 탐험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올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신대륙에 도 

착한 3일 뒤인 lOJ일 1 5일 자 일지에 그는 이이 금을찾는 일을 더 이상늦출수 

없다고 적고 있다 신세계의 당협 기간 중 그는 선교의 사영 옷지않게 금에 대 

5 용{Peter H이m，) 또한 양양은 ￡긍 다르지안 이 두 가지 시각에 대혜 자세히 논의하고 있대 

Hulme 20--22 장조 토도호프는 원주인 인디언얘 예한 액인의 태도용 이와 에슷한 때혁에서 
투 기지 잉장으로 대영하여 논의하고 있다{Todorov 1984 ,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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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싱올 이처럼 지속적으로 표영했다 콜럽어스를 선도한 기독교 재국주의의 

이데올료기에서 이 두 가지는 결코 상반왼 것이 아니다 실제로 첫 번째 항해에 

서 네 번째의 마지막 항해에 이트기까지 이 두 가지 과업에 대한 콜렁버스의 열 

쟁은 죠긍도 식지 않았다 복응화가 근온석으로 사랍의 영혼용 지환히는 것이 

라고 한다연 금은 우엇이든 원하는 을풍으로 지환시킬 수 있는 물질적 힘의 표 

상이다‘ 첫 번째 항해의 도중인 1492년 11 월 27일에 그의 후원자인 에르난도 

국팡파 이사앨라 여왕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스스여진 일지는 콜럼버스에게 영 

흥의 개종과 물질의 교역이 경E 분리된 것이 아닝윤 극영하게 보여준다 

지금까지 제가 알견한 그리고 앞으호 귀국하기 전까지 발견하게 윌 

모든 지역과 그리스S고 세계가 거래하게 원 경우 에스파냐는 이 모든 지 

역용 지배하연서 다른 나라보다 더 안안하게 거래할 수 있융 것입니다 두 

운 예하깨서는 그리스도 교도등응 제외한 다른 외국인을공 여기서 장λ멍 

하거나 발융 툴여놓지 옷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니다 이곳은 그리스도 

교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길잉니다 또한 이 사업이 처음이자 아지약 목표 

가 그리스도교의 전따이기 때문잉니다 따라서 두 운 예하께서는 그리스 

도 교도이외에늠 어느 누구도 여기에 오지 못하도혹 죠지하셔야 한니다 

('힐명버스 항혜옥.J 117;) 

인용문이 역성하는 스페인의 독정적 교역에는 원주민을 노예로 파는 것도 

포함되어 있응융 덧융여야 하겠다 원주인의 노예화는 콜럽버스의 2차 항해에 

서부터 본척화되지안 앞서 온 대로 이띠 1차 항해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싹트고 

있었다 콜펌어스에게 원주민은 띨요에 따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도구적 존 

재에 플과했다 이 점은 원주민올 마지 통식물저펌 표온올 수집하여 스에인으 

6 그연상햇응 이런 시각에서 콜링어스용 껴항의 주재자."(the agent of convers ion. 75)라고 

부혼다 디옹의 진융용 장고하랴 ïhe rhelo ricallask 이 Chrislian imperia1i‘m then is 
10 bring togelher commodity conversion and spiritu 1Il conversion. Most often 
Ihese are simply juxla posed by Columbus. as “ the energies of the one ‘\'ould 
nalurally spill 。‘ er IIlto the other but on 0(C1ISlOn their intercahnage is 
mκ이ated more directly "(Greenblatt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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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데려가 국왕융 비뭇한 후씬자율에게 보여주겠다는 그의 언영에셔 확인된다 

그는 복히 기독교로 개총하지 않는 원주민융 노예로 상아 활자고 국뻐게 여 

러 차혜 제안하기도 했다 그에게 신앙의 전파와 원주민의 노예화는 이렇게 상 

호결부된 문제였던 것이다{Todorov 1984, 4기 

콜럼어스가 용리니나 앤더벌 류의 허구적 여행기에 의해 자극왼 신화척 상 

상혁으로 신대륙융 보았다는 것은 꼬리달린 사랍이나 어리형이 었는 사랍과 같 

은 기형의 존재애 대한 그의 판싱애서도 노갱된다 그는 신대륙얘서 맘은 사랑 

들이 기대했던 괴기스런 사람을.~(Colon 1983, 121)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운 

용 엔 뒤 이련 기혐의 존재률이 자신이 미져 가보지 뭇한 성에 상고 있다는 풍 

문올 원주인들로부터 듭었다고 객고 있다 콜럼버스는 충세 。1래 유럽의 대중 

적 상상력올 사로장아온 식인총과 아마존 여자듭에 대혜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성의 원주민률은 식인 관습에 젖어 있지 않았지만 카리스 

(Charis)라고 불리는 성얘 인육용 억고 사는 아주 호전적인 총측이 살고 있다 

는 이야기율 원주민으로부터 전혜 툴었다고 쓰연서 이률이 마트에오니오 (마티 

나크)성에 사는 켈로 무장융 하고 구리 장식올 닿고 다니는’(Colon ] 983 

121) 효천쩍인 여자동과 어용혀 산다는 이야기용 틀었다고 옛용이고 있다 이 

지의 세계였언 신대륙이 유협의 지식 체계에 연입되자 이국적 타자의 세계는 

다시금 그 연앙 너어효 율러나는 생이다 이율에 대한 혈럼버스의 언급은 당시 

의 유럽 사람들이 언 미지의 세계얘 대한 기대가 어떠했는지용 우선 시사혜준 

다 이에 못지않재 흥미로운 것은 미지의 세쩨애 대한 이률의 기대용 자극함으 

토써 신대륙에 대한 지속적인 판싱과 후속 당헝의 필요성융 양기시키는 그의 

셔사 션략이다 예컨대 머리혈이 없는 종족이 살고 있다E 하는 큰 성애 악대한 

앙의 금이 애장되어 있다는 부가적인 정보흉 덧용잉으로써 샤랍들의 지적 호기 

싱과 물질적 욕앙융 풍시에 자극.~능 방식이 그것이다 

연지의 얄미에서 캉혐어스는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용가능해 보이는 일율 

성취항 수 있도혹 이끌어 준 신에 대한 감사흉 드리연서 자신의 기혹은 추측이 

나 소문이 아닌 지각적 중거"(1 22)애 엽각한 것입융 강죠하고 있다 그러나 지 

금까지 살띤 것쳐렁 콜럼버스의 판장은 대부분 선입견의 프리즘으로 굴절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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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정우에초차도 그것은 자기틀 거올로 하여 타 

자를 촌틱에뜯 독백의 양상이었나 선잉견의 재확인과 일방적인 투사로 채색된 

그의 눈에 비친 신대륙은 멋진 신세계이연서 또한 야만의 세계이다 신세계에 

대한 이 두 이미지는 사설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올 보는 후세의 시각에 지대한 

영향올 끼치며 서양과 비서양 세셰익 만냥의 양태플 규정짓는 준거점으로 오랫 

통안작용했다 

2 월터 롤리의 r기아나의 발견」 

플럽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뒤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1595년 유럽의 

새로은 강자로 떠오르고 있덩 영국의 엘리자베스 궁정 총신 월터 흘리는 기아 

나 제국의 당험에 나셨다 이이 1585년과 1587년 두 차혜에 걸쳐 식민 원정대 

를 조직하여 버지니아의 로아노크에 보낸 바 있으나 신대륙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던 휠리는 이번 원정에는 자신이 직접 선붕에 성다 기아나 당협은 올리에 

게 그또녕 중요한 것이었다 영국의 서쪽 해안가 데온셔의 명범한 가문 출신임 

에도 툴구하고 엘리자베스 여양의 총애를 한 몽에 받으며 숭숭작구하던 툴리는 

궁갱 시녀와 비일리에 결혼한 것이 밝혀지연서 엘리자에스 여왕의 분노를 사 

1592년에는 잠시 투옥되기까지 했다 냥아에리카 요리노코 강 유역 어딘가의 

명금의 나라로 알려진 기아나 원정옹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활리는 여왕의 

신임을 되찾아 정지적 채기의 발판옹 of련할 수 있기훌 원했던 것이다 1595년 

2월부터 약 1 년에 걸진 이 원정은 그러나 기아나 왕국a로 틀어기는 길목으로 

알려진 카올리(CaroH) 강 (오늘날의 카로니 [Caroni] 강) 연안 일대의 당사와 

인근의 광산에서 얻은 약간의 금 원석을 가져온 것 이외에는 영 소득 없이 끝나 

고 알았다 이 초라한 성과에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 비동했는데 그 중에 

는 그가 오리노코에 직성 가지 않고 콘월에 숨어서 원정대가 동→아오길 기다었 

다가 합류했고 가져온 금 원석도 아프리카에서 가져옹 것이라는 당혹스러운 풍 

설도 포항되어 있었다 흘리는 1596년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연호하고 기 

아나의 식인지로서의 장재적 가치즐 역설함으로써 후속 원정의 발안올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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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올러 엘리자에스 여왕의 관심올 촉발시키고자 하는 다옥척 심t에서 자신 

의 원정기 r기아나의 발견」을 집필했다 

r7]아나의 발견」은 그 해에만 3판이 나올 정도로 세인의 주옥올 끌었으냐 휠 

리는 자신의 수하에 있던 케이미스(Lawrence Keymis)올 한 차혜 더 오리노 

E 지역에 보낼 수 있었올 뿐 원래 소망했던 본격적인 재원정을 성사시키지 못 

했다 그가 다시 오리노코 원정에 나서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1617년 여릉 국가반역죄로 런던탕에 복역하고 있던 죄수의 신분으로였다 그 

는 금광을 찾아내 쟁실 재정올 튼튼히 하겠다는 약속으로 자신올 국사범으로 

단죄한 제입스 l세훨 설득하여 운영을 걸고 제2차 기아나 원정에 나설 수 있었 

다 그러나 기아나 루트의 탐사 도중 그곳융 선정하고 있던 스에인 측과 무력 

충퉁이 일어나면서 흘리는 아틀 와트훨 잃고 이로 인해 오랫동안 그의 총직한 

수하였던 케이이스가 자결하는 비극올 겪고 아무런 성과 없이 영국으로 툴아올 

수밖에 없었다 원정융 허락하연서 스애인올 자극하는 행위응 해서는 안 된다 

는 조건올 융였던 제임스 1세는 이로 인해 스에인과의 외교 분쟁이 일자 1618 

년 10월 툴리블 처행했다 선발 주자인 스애인올 제치고 신대륙에 정작지툴 건 

성하는 것이 영극의 미래 받전에 긴요하다고 믿었던 엘리자베스 조의 용운아 

롤리의 야싱은 이렇게 꺾이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비전과 꿈은 영국 사 

회가 제국의 야땅올 실현해나가는 갱사진이나 다릉없었다 이헌 정어 서 툴리가 

냥긴 r기아나의 발견j은 영국 제국주의의 초창기인 16세기 알 해외 식인 활똥 

에 대한 영국의 사회적 상상태를 엿볼 수 있는 충요한 운서이다 뿐만 아니라 그 

것은 16세기 알신대륙원주인사회의 실상과콜렁어스이후한세기 동안유럽 

과의 접촉이 초래한 변화상올 중언하는 사회적 민속학적 자료이기도 하다 

흘리가 찾은 오리노E 강 유역의 아메리카는 스매인의 식민 쪽갱과 지속적 

인 칭탈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극심한 연화블 겪고 있는 사회였다 오리 

노코 강 초입의 트리니다드 섬에서 그는 스페인 총독 안토니오 에레오 

(Antonio de Berre이가 원주민 추장 다섯 명을 웅잡아 외사슐로 움어 놓고 고 

운을 가하면서 먹올 것을 주지 않아 굶주링으로 쪽어가고 있는 것용 옥격한다 

스에인 식인지들에 의해 안복적으로 자행되온 원주민 지도충 인울들의 납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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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해 그리고 꼭두각시 추장의 선임 등으로 원주인 사회의 전홍적 사회질서는 

와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예컨대 원주민등이 자주 들어본 백인 선장의 호칭올 

모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caslqU1 라는 명칭보다 .capltayne 으로 부트는 

것을 선호하게 된 것도 그런 혼란상의 한 징후라고 할 수 있다{Ralegh 134) 

지도충뿐만 아니라 일반 원주민들도 스페인 식민 흥지의 폭정에 우수히 희생되 

어 왔기 때문에 에레오 자신이 중언하풋이 원주민들은 액잉이 나타나연 도망치 

기 일쑤이고 액인이 아올까지 따라오연 아올 전세를 울살라 벼리고 더 깊은 숲 

속으로 피신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올 정도。1대Ralegh 154) 오리노코 강 

잉구의 한 성에 사는 부족은 롤리의 원주민 뱃길 안내인이 먹을 것을 구해 그들 

의 마융융 찾아가자 외지의 액인들올 끌고 왔다고 그을 죽이려 들었다{Ralegh 

1 5기 액인의 칩투에 대한 인디언의 경제는 원주민올 무더기로 징발하기 시작 

하는 롤럽어스의 Z차 항해에서부터 빈번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 세기가 지난 

후에도 그런 긴장된 관제는 여전한 것이마 

그렇다고 올리가 접한 오리노코 원주민이 콜힘벼스가 초우했던 차별화되지 

않은 침묵의 타자인 것안은 아니다 그들은 그동안 액인과의 접촉 경힘으로 나 

릎의 생존 전략응 터득하여 상핑에 적걷히 대처õh는 임기용연의 능력을 셔인 

다 예컨대 를리가 스메인과 적대관계에 있는 영국인입올 알고 그 접융 한용하 

여 스메인 식인자들의 억압과 부당한 요구에서 옛어날 궁리를 하기도 하고‘ 강 

풍 관계에 있는 이웃 부족의 공격을 흉리의 우수한 군사력올 빌려 막아내려 시 

도하기도 한다 요컨대 원주인은 식인 세력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동적 자세 

에서 벗어나서 상황에 따라 그들에 저항하기도 또는 협력올 구하기도 하는 주 

제적인 모슐윤 보인다 원주인이 이처렁 주제척이고 능동적 존재g 나타나는 

것은 울론 그들을 대하는 흘리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 필리는 원주인들에게 

그틀을 억압하고 수당해온 스페인으로부터 벗어냐게 해중 해방자로 자저하고 

휘하 대원을 중 단 한 사람도 원주민의 식량이나 재산을 약탈하지 않도록 했고 

원주민 여자들올 성적 도구로 상는 영올 엄격히 금지시컸다 r기아나의 발견」 

앞에 을인 「헌정사 The Epistle DedicatorieJ에서 툴리는 자신의 원정은 결E 

-약달의 여정‘('joumeys of Pκorie .. Ra legh 121 )이 아니었음을 강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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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염과 덕성을 겸비한 여왕의 나라 영국의 식인 ~.동은 당욕과 비인간적 만행 

으로 얼룩진 스에인의 그것과 달라야 함융 주장했다 

이는 당시 영국보다 여러오로 부강한 스페인을 상대로 그 세력권 오써 서 경 

쟁해야 융+는 상황올 고려한 쟁치적 전략이기도 하지안 흘리 자신이 주도한 버 

지니아 식인 환동올 흥해서 깨우친 교훈의 소소10171도 하다 그는 두 자혜의 버 

지니아 식인지 건설 시도가 실패한 중요한 이유가 원주인의 적극적인 협초를 

끌어내지 옷한 점에 있응을 인식하고 있었다 항해가 쉰지 않은 오루노코의 뱃 

길은 툴론이려니와 협준한 산악 길올 통과하여 기아나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원주민의 정보와 협조가 갤대적잉올 올라는 잘 알고 있었다 r기아나의 발견」 

은 그가 원정길에 나서연서 가장 큰 역정을 둔 것이 정보 수집이었음을 보여준 

다 텍스트의 서두에서 그는 기아나로 가는 풍로의 발견올 위해 줄곧 노력을 기 

울여옹 스에인 총목 에레오를 비롯한 스에인 측 당헝가들의 행적과 경과를 지 

루할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그 밖의 여러 가지 기록과 구선 정보를 인용하여 

기아나의 지리와 형연을 개콸하연서도 재 정보는 사실로부터 일다·‘ (Ralegh 

135)고 한탄한다 이 부촉을 메우기 위해 그는 원갱 충 기회 있을 때마다 여행 

융 않이 힌 정힘 많은 원주인 노인툴과의 대화를 흉해 기아나 사갱올 당문하는 

노력올보이고있다 

요컨대 적어도 기아나 원정 중의 플리에게 원주인은 정복하고 교화시켜야 

항 이개한 존재가 아니라 협력융 구힐 동반자로 나타난다 스에인 식민지을과 

차별화된 원주민에 대한 롤리의 이런 태도는 그블로 하여금 묵총의 타자 혹은 

상대의 기대에 맞춘 형식적인 대화자에서 벗어나 주제적 소용의 문을 여는 제 

기로 작용한다 블리가 7)을리 강어귀의 부족 아로아이아 추장 토며아와리 

π'opiawari)와 나눈 대회}는 그런 흔치 않은 예이다 

나는 산액의 저 연 안쪽 아야리오카파나 계곡 너에에 어떤 부혹을이 

상고 있는지뭉 울었다 그는 한 승올 크게 쉬고 (나라흩 잃고 지유을 상실 

한 것 그리고 우엇보다 그곳에서 엘어진 전투애서 애지중지했던 장냥올 

잃은 것에 대한 내적 감정용 지닌 인간으호서) 그의 아버지가 연로한 시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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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아직 갱년이었융 때 태양이 지는 언 곳으로부터 (그렇게 그는 g현했 

다) 한 부족이 아노아 계곡으로 융려왔는데 그플은 생 수 없율 갱도로 많 

은 수었고 그래서 저항힐 수도 없었다 이렇게 대당올 하고 그는 고안 

등i-O t가야겠다E 말했다 갈 길도 영고 이제 나이가 틀어 쇠약해져서 매일 

축응이 부르는 것 갈다고 암하언서 (이 또한 그의 표현이다) 자리어 서 열 

어났다 냐는 그가 그날 방은 우리와 함께 지냈으연 했지안 그에게 강청 

할 수는 없었다 (Ralegh 173-74) 

r기아나의 발견」에서 가장 긴 의미 단락올 이루고 있는 이 대화는 혼히 지배 

/종속의 관계로 얽혀 있는 액인과 원주민 사이의 그것이라고는 밍기 어려올 정 

도로 상호 존중하는 태도와 인간적 감정의 교류를 보여준다 110살로 알려진 

노추장 토피아와리가 t냉 속에 털어 놓는 상실의 아폼， 그 계적 감정 에 공감 

하여 그의 말을 경청하는 올리의 태도에는 정복자의 오만항이나 식민자의 우월 

감은 잦아올 수 없다 토띠아와리의 태도 또한 달종이나 자기비하적인 피식인 

자의그것과는거리가멸다 그는미개한원시인도고귀한야만인도아닌 근본 

적으로 의식과 강정올 지닌 일상적 인간의 모승이다 룡리의 원주인은 이렇게 

잉단화된 용투명한 다자가 이니여 내연 의식용 지닌 쭈재적 인간의 모습S로 

나타난다 이는 아에리카는 발견했지만 아에 리카인은 발견하지 옷했다는 후세 

의 비딴을 볼러잉으킬 정도로 원주인올 선업견에 젖은 눈으로만 바라보았던 콜 

럽벼스와는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른바 캘견의 서사-틀 여행기 장르의 진화라는 관정에서 살핀 바 있는 캠 

벨(Mary Campbell )에 따르연 이 기록들은 처음에는 정보 제콩의 압력으로 

사람과 용정에 대한 외척 묘사에 지중하다가 점차 여행자의 사걱 정험과 주관 

적인 인상의 기록으로 진화되는데 롤리의 r기아나의 발견J은 여행자의 내연 

감정이 외적 용정 요사 λ}이 에 비치기 시작하는 효시씌인 것이대CampbeU 

167-8) 지앵과 풍경에 대한 R사에서도 흔럼벼스의 경우 플리니냐 앤더넬 류 

의 신화적 전숭과 혹은 고갱 판념의 확인으로 끝나기 일쑤인데 반해 올리는 그 

런 알레고리의 세계에서 벗어나 눈앞의 인상 그 자제에 더 무게를 둔다 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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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리의 경우처혐 원주민이 。l긋적이연서도 사쉰적이고 다르연서도 풍류의 인 

간척인 존재로 비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새로웅 그 자제로 받아들이려는 이런 

개별화된 눈 덕분이기도 하다 흘리가 카리브 족사람들에 의해 노예로 끌려온 

카노아 족 인디언 우리 중에서 성격과 외오가 충중한 한 인울을 눈여겨보는 것 

이내153) 잠시 기항했던 아로와카이 항에서 용 외모가 아듭다우연서도 행퉁이 

자연스러운 한 추장 부인을 피부색만 아니랴연 영국의 귀부인과 다를 것이 없 

다고 찬탄하는 것에서도(20키 고정 관녕에서 벗어나 있는 그의 시선융 확인힐 

수 있다 원주민에 대한 룡리의 상호 효헤객이고 개방적인 태도는 r기아나의 발 

견」올 16세기의 여행기와 탐험기 중에서 인종적 연견이냐 선잉견에 의해 원주 

민융 재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예외적인 텍스트로 tfr들고 있다 

툴리의 시선은 전제 속에서 부분을 가려내고 부분들끼리의 유사성과 차이를 

놓지지 않는 상당히 섬세한 것이다 그것은 오리노코 강의 수많은 지류와 연안 

의 지형 원주민 부족들과 그 방계의 영칭‘ 총교와 의식 퉁융 원주민 언어로 쓰 

연서 그들을 구열하고 유형화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왼냐 유업 사회와 접촉한 

역사가 한 세기블 념기연서 아메리카 대륙은 성서나 박울지 혹응 환상적 여행 

기가 제공했던 신화혀 당른으호는 더 이상 기송될 수 엉는 곳이 인 것이다 근 

대의 깅목에 틀어선 유협의 연방으로서 그것은 식민 앵창주의의 야욕 상엽적 

항흥 새로운 과학적 정보가 교차i버 그 나릉의 역동적 세계로 변모한 것이다 

스에인과 영국의 갈풍 이를 둘러싼 원주민 부측들의 이합집산1 에레요와 쿠마 

나의 총독 비데스의 경우처럽 스메인 식민자들 사이의 이권 선점을 위한 내분 

오리노묘 강 유역의 원주인 부족들 간은 울론 그들과 유럽 사이의 항밸한 교역 

활동퉁응 이런 역동적 사회상의 일부인 것이다 

오리노E 강 연안의 자연 환경에 대한 흘리의 묘사도 콜럼버스의 경우와는 

당리 신화적 에일이 걷핵 있다 롤링버스는 3차 항해에서 따리아 만으로 엉챙 

난 울을 쏟아내는 오리노코 장을 보고서 그것융 거승러 올라가연 어딘가에 지 

상 닥원이 있옳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혼리에게 오리노코 강은 앙초가 않 

고 계철에 따라 수항 변화가 심하고 거친 파도로 인해 향해하기 쉽지 않은 강 

이다 수많은 지류가 미로처럽 얽혀 있고 슐이 우거진 비슷한 모양의 성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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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란리는 항해 중 곧잘 길을 잃고 헤애지 않으연 안 되었다 헝준한 지세와 

예측불허의 기상 연화는 아에리카의 자연을 어느 때라도 인간의 삶을 앗아갈 

수 있는 공포의 장정으로 안든다 자연이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은 자신의 원정올 여땅올 위해서 축음올 우흡쓴 충성의 소산으로 부각시키고 

싶은툴리의 정치적 동71가작용한연도없지 않겠지안 어쨌든흘리의 능에 비 

진 아메 리카의 용정은 대체로 상투적인 선입견에서 비껴서 있는 것이다’ 

강 연안의 원주민의 삶은 종족 간의 갈동파 유럽 세력의 침투호 사회적 동요 

가 심하긴 하지만 녁넉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다 오리노묘 강을 거슬러 요트다 

가 억올 것이 떨어져 롤라 일행은 원주민 뱃길 안내인의 제안에 따라 작은 지류 

의 상류 쪽 마융을 찾은 적이 있는데 억올 것을 넉넉하게 영은 후 올아오는 도 

중에 봉 강 양안 풍경은 낙원을 망불케 한다 

이 강의 앙연으모 내가 이제까지 온 중에서 가장 아픔다옹 고장이 휠 

쳐지고있었다 이전에우리가본송은나무들과가시영굴 장목과가시멍 

용 일색이었지만 이곳은 이싱 마일에 걸쳐 녹색의 작은 용이 자라는 명지 

로 그 안얘 여러 종류의 나무등이 무리을 지어 자라고 있었는데 그 모승 

응 옹갖 기융과 노역으호 일부러 그영제 안는 것처영 요일 정'"였다 쑤리 

일앵이 조용히 노풍 저어 가고 있는데 시슴을이 울융 을기 위해 융가로 내 

려왔다 (Ralegh 163) 

허기진 상태에서는 눈에 들어요지 않던 지형이 귀로의 포안강 속에서 이제 

7 용리w꼬꾀잃도강자얘 대한 A냉혀판강보디는개인칙혹운갱i껴 웅기가앙선혀까 
구객 요소가 많다는 것이 "1명적 시각의 주류률 이루었다 §려('ιary C. Fu l1 er)의 다옹과 강 지 

응 진용은 선형적인 것이다 "Ralegh 、vrites a book ca l1ed Tlle DisCQverie 01 G“”’”’ ” 
，b。비 not discovering Guianι Iwenly years later. he is st iJ1 eager 10 prove that 4 

there was something there t O be confessed • hal is. "made known" or (in 이her는 

words) disc。‘ ered{Fuller 71). 그려나 최근 현지용 칙정 g사해 혼 인류아자 액이트에드 
(Neil W“ tehead)는 '1앵이나 용속얘 대한 용리의 기혹이 비요적 갱이}한 것잉용 밝혀내고다 
있q.; "RaJegh emerges a5 our most intricate source for understanding the lower르 
。rmoco n이씨thstanding ‘he fad that he ffiay hó1 VC cu lJed much from Spanish -
informants i!nd published or captured texls. \씨'"。이 the [거s∞venc. 1I “。uld beO~ 
difficu Jt. perhaps imposs ible. 10 reconstruct the polities of Carapana 
Mo~에lito/Topiawari and their oonnection 10 Trinidad- (\애ilehead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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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다운 용정으로 "1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이 심적 상태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개제죄 정협과 인상이 중시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긴 하나 한 

연으로 이런 대옥은 용광이 이색적인 꿋이연 으레 황금시대의 낙원흐로 묘사하 

곤 δF는 콜럼버스를 연상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기아나 왕국과 접경하고 있는 

것으로 얄려진 아마리오카따나 계곡의 초원 용경 또한 이와 유사한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데 올리는 특히 거기에서 ·영국의 숲이나 공원처링~(Ralegh 

186) 사슴이 뛰노는 것왈 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다시 말해 룹리는 아메리카 

플 냥안적 아우라로 채색하더라도 그것용 신화적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영국의 

전원 풍경야}는 보다 현실적인 장소에 견주고 있는 것이다 기아나에 근접할 

수록 이련 이상향의 이미지가 빈번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이 또한 영국 조정에 

기아나플 식민화할 가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현시하고자 하는 흉기의 발로라 

고도할수있다 

사실의 객관적 관창올 앙세우는 r기아나의 발견」이지만 이국적 당론에 대한 

매혹에서 완전히 자유스러운 것은 아니다 툴리 또한 아마촌 여자들의 나랴 머 

리 없는 부족 식인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흉리가 이들을 화제로 삼 

는 것윤 일차적A로 그등이 모두 원정의 혹객지인 기아나 왕옥과 연판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의 시각은 또한 오랫동안 전숭되어 온 신화의 사실생올 재확인 

"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주민 사회에 토착화된 인속의 영부라는 정에 초정이 맞 

추어져 있다 가형 기아나 왕국으로부터 영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 아마존 여자들은 일 년에 한 차예씩 한 달 정도 인접한 이웃 나라의 남 

자을과 만나서 쩍많 지어 억고 아시는 축제를 벌인 후 아들을 낳으연 아버지의 

나라에 보내고 딸을 낳으연 키운다는 정이 특별히 소개되고l 유럽에 알려진 것 

처렁 싸웅융 장하기 위해 앞가슴올 도려낸다는 것은 사질이 아닌 것 같다고 부 

기되어 있는데‘ 흘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떤 원주인 추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힘주 

어 강조하고 있다 이와 앙께 툴리는 아마존 국은 영국에서 우올중의 치료에 도 

용이 된다고 하여 :Spleen stone' 으로 올리는 수정이 많이 나는데 이 특산물 

8 헐렁어스 또한 아디니노(오늘날의 아티나크) 성의 아야존 사회얘 대해 전하연서 이와 유사한 
내용융기흑으표냥기고있다('룡업어스앵해올J 223; 1493. 1. 16) 



운명 정축의 세 앙상 왈엄버스 양리 용태뉴의 신세계 당흔 185 

올 71아나 왕국과 교역하여 다량의 딴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을 특기하고 있 

다 를라는 기아나 왕국의 또 다흔 정정에 사는 에와이파노t:I\{Ewaipanoma) 

쪽이라고 올리는 -어리가 어깨 위에 없는 종족"(1 78)에 대혜 언급하연서도 이 

얻기지 않는 -우회F을 원주민들이 사실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사싣로 믿는다고 적고 있다 

요컨대 흘리는 유럽인들의 이국 취향올 자극해응 이런 전설융 원주민틀 고 

유의 인속적 전승으로 알하고 있는 것이지 이들의 원시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 

편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화이트헤드는 아메리카 원주인 사회에도 

이국잭 타자성올 요상하는 이헌 선설이 유럽 사회와 접촉하기 이전부터 있었다 

는 것은 고고인류학적으로 확인되는 사싣이랴고 지적하고 이를 유럽인의 기대 

에 상웅하는 원주인의 운화적 전용의 선별적 수용이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살 

필 필요가 있응융 강조하고 있다{Whitehead 91-4). r기아나의 발견」 또한 초 

장기 아메리카 여행끼의 단골 에뉴인 식인종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그들의 

식인 관숭보다는 형제자매의 아들과 딸들은 울론 정우에 따랴서는 자신의 알까 

지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들의 비인도적 행태을 특기하고 있다 올리는 자신 

을 곧 억올거리로 상든지 아니연 죽일 것으로 생각하고 공포에 떨었다는 아라 

와카 족 뱃킬 안내인의 경우즐 들어 원주인들이 오히려 유럽인들을 식인종으로 

생킥「하고 있다는 접융 환기시키고 있다{Ralegh 165) 이는 원주민올 밥 억듯 

이 상혜해온 스에인 식민자을에 대한 봉혈한 야유이지만 다은 한얻으로 그것 

은 원주민의 미개성올 충거하는 문화적 기표로 운위되어 온 식인 관습이 백인 

들에 의해 정치적 목적에서 역으로 유포되었음옹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 

다 

유럽 사회의 긍에 대한 당욕은 우수한 인디언들을 희생시켰다 테오도르 드 

므리(Théodore de Bry)의 삽화 중에는 스에인 식인자틀의 급에 대한 당욕응 

조홍하는 것이 었다 긍올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스에인 사람 

들올 원주민들이 울잡아 그 중의 한 사합의 입에 금을 녹인 용액올 부어 넣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기독교의 복음화라는 소영을 전연에 내 

세웠지안 콜험에스의 신대륙 함해도 실상 마르코 폴로가 r홍방견문옥」 에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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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시아의 끌자락에 있는 형금의 나라 지망구의 발견올 영우에 둔 것이었다 

흘리가 일녕으로 찾고자 하는 기아나 제국이 콜럼버스의 지땅구랴연 서양은 

한 세기의 세월이 흐르면서 종교적 탈올 벗어던지고 발견 의 목적이 황금임을 

분명히 한 생이다 그러나 신대륙 경영의 후알국인 영국은 당시에 납(Jeffrey 

Knapp)이 지적하고 있듯이 스메인의 금에 대한 광적인 탕욕올 비판하연서 

발견‘ 의 목적올 여전히 현세초월적인 것으로 내세워 스에인과의 차별성올 강 

조하고 있었다(Knapp 191) 엘도라도의 황금 찾기가 주목쩍인 툴리의 기아나 

원정은 이헌 정에서 처음부터 띨레마올 안고 있었던 셈이다 그는 일념으로 황 

긍융 추구하연서도 그 옥책이 스에인 식인자들의 당욕괴는 다른 차원에 있응올 

표명하지 않으연 안 되었다 올리가 「독자에게 드리는 글 To the ReaderJ어 서 

는 울흔 본문에서도 스애인이 강대국으로 문립하여 유럽 사회의 질서을 어지럽 

히고 있는 힘의 원천이 아메리카대륙에서 유입된 금이라는 것올 반복해서 말하 

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항 수 있다 그가 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알하자연 스 

에인의 영포호부터 유럽융 지키기 위한 정치적 대의의 일환임율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가 r기아나의 발견J의 결말 부분에서 기아나가 짱금의 나라일 얄만 

아니라 -건강‘ 좋은 환경 상의 열랴， 풍요‘ (Ralegh 1 95)가 보장되는 유토피아 

잉을 강조하는 것도 감은 액락에서이다 그러나 그의 여정이 이상향에 대한 인 

간의 근원쩍 동경과 정치적 대의의 실현이라는 그가 내세운 이녕적 풍기 때문 

에 낭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궁영하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원주인올 정발과 

수탈의 대상으로 상지 않은 -고용스러운 순예‘ (a paineful pilgrimage 

Ralegh 121 )였다는 점에서 차별화왼다 그것은 황금이라는 물질척 욕땅에 선 

도된 것이면서도 금욕척인 순혜의 여정이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살띤 대로 툴리의 r기아나의 발견j은 신대룩 원주민을 열퉁한 원시 

적 타자로 규정짓지 않고 상호 효혜적 교환의 파트너로 인갱하는 드문 사혜들 

보여준다 그러나 역사는 이 자멸성이 결국 정치적 수사였음올 다시 말해 앵도 

라도가 영원히 도달합 수 없는 띠지의 피안으로 남아 있는 t에서만 유효한 것 

이었응올 잉중히}는 방향으로 전개외었다 17세기에 들어서서 스에인율 제치고 

대서양 세계의 때자로 군링하게 되자 영국은 스에인이 걸었던 폭력과 수탈의 



용영 갱측의 세 앙상 형영어스 g리 용에뉴의 신세셰 g릎 187 

진융 그대로 답융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치당기 때문이다 기아나가 아직 찢겨 

지지 않은 처녀지로 냥아 있다는 결말의 유영한 언영은’ 이런 정얘서 예언적이 

다 그것은 처녀지로 남아 있는 다른 수많온 기아나 왕국의 식인화율 고취하연 

서 동시에 우자"1한 혹력파 수탈로 그 순절융 짓밟올 제국의 앵로얘 대한 죄의 

식융 이미 당고 있기 때문이다 

3 몽태뉴의 「식인종에 관하여」 

용태뉴의 에세이 r식인총얘 판하여」는 1 6세기 유렁사회가 신대륙융 보는 또 

다은 시각융 보여훈다 판협벼스가 낯선 신대륙의 정정을 주어진 선잉견 속에 

서 보.7 1에 급급했다연 용리가 그 에영융 걷어 용리고 개별적인 인상의 가능성 

용 타진했다연 용태뉴는 그것올 용해 오히려 자신의 내연에 깃융어 있는 악자 

성융 발견한다 칼럼에스냐 룡리와 날리 용태뉴는 신대륙에 가용 객이 없는 사 

람이다 그는 다안 프랑스의 당헝가 밍르가농{ViUegaignon)이 르라질에 세웠 

던 냥극 프링스( France Antarc tique)에서 온 브라질 원주인융 1 562년 경 루 

앙에서 만냐 대화풍 냐눈 척이 있고 그곳에서 10여 년옵 지내다 온 자신의 하 

인과 그의 소개로 앙게 원 선원과 상인융융 용해 신대륙의 사갱융 을었융 문이 

다 용태뉴 자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안 당대의 지식인이라연 누구나 관싱융 

가지고 접했융 신대욕 여행기를 용<1 앙드레 태에l(André Thével )의 「냥극 

프랑스의 욕이성 μs Sillgu!arités de 111 Frfmce Antarclique)J(1557) , r안국 지 

앵지 Cosmographie Univer잊lJeA1 575) 장 드 러l리Oean de Léry)의 「브 

라정 여챙기 Histoire d’ IlJI voyage끼;1 elllfl lerre dll Brési/A1578)‘ 로에즈 드 

고아랴(Francisco 1ρpez de Góma ra )의 「인다아 용사 Hisloire géllérale des 

/ndesJ(1 S53 프랑스어 번역온 1584) 지용랴모 엔초니(Giro lamo Benzoni) 

의 「신세제 악웅씨 Hislorie Ilaturelle dll 1I0llVC,’ “ mondeA1579) 웅도 신대륙 

에 관한 그의 시야용 엉히는데 유용한 장고자료였을 것으로 보인다m 

9. "1야냐톨 g항이여 신얘욕이 여성적 o]u1지로 영상'1원 애정과 의 '1에 대하여는 Monlrose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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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것처렁 이방의 세쩨라고 해서 전적으로 낯선 것만은 아니다 신대륙 

당헝가들은 원주민의 문화에서 거의 언제나 드 셰르토의 표현대로 「낯선 친숙 

함.~(strange familarity)용 밥견했다(de Certeau 1986, 77) 다시 말해 타자 

가 반드시 알 수 없는 기이한 존재인 것안은 아니다 토도로프는 여러 유형의 

타자용 언급한 바 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내가 속한 세계 밖의 타자도 있지 

만. 공동왜 내의 내가 속하지 않는 집단으로서의 타지{남성에게 비친 여성을 

부자에게 비친 가난한 '1충 셰급)도 있고 냐의 내연 속의 타자도 었용 수 있다 

(Todorov 1984 , 11) 요컨대 타지는 우리 내부의 적이요， 악이며‘ 억앙왼 욕 

앙이자 사회적 급기 셰계이기도 하다 타자 속에 우리 얼굴이 겹쳐 있고 우랴 

내부에 타자가 틀어 앉아 있기 때문에 기실 타자에 대한 이해와 소흉이 가능한 

것이다 「식인종에 관하여」나 「마자에 관하여 “ Des coches" j와 강은 신대륙 

에 판한 에셰이얘서 용메뉴가 보여주는 시대에 앙선 문화장대주의적 시각은 나 

와 타자의 이런 연중적 판쩨톨 그가 쩨뚫어 보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는 

r애세， 1 권 26장의 「어련이의 교육에 관하여 "De I’ institution des 

enfans" J에서 이형제 쓰고 있다 

이 큰 세상용， 어떤 X많은 그것올 와장한다고 하면서 원11) 밍에 종 

(빼융 꾸려 넣고 압니다만 우리가 자신을 알기 위해서 &바은 시각으효 

비추어 보이야 앙 거율입니다 A컨대 냐는 세상이 공 우리 학생률의 책이 

기용 '1링니다 새싱애 그쳐엉 않옹 기질 종따 싼단 의경 엉 관습이 

있는 것은 우리용 자신의 것융 건전하재 판단하도용 가르칭융 주고 우리 

의 연단이 근온척으포 용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것입융 깨달재 하기 위혜 

셔입니다 (Montaigne 116) 

「식인중에 판하여」용 관류하는 용테뉴의 시각도 타자라는 거융에 나흩 비추 

어 용으로써 나융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사 히는 교육의 근온원리 바로 그것이 

10 이 앙고자료융11 용에뉴기 언if')지 앙은 것응 그가 r식인용에 ".얘 J에서 주장한 예호 학 
식 있는 사<m은 자신이 온 것을 그대흐 쓰지 않고 에석을 가이이기 예동에 왜꽉외기 심상이 
야는 그의 지용에 여용 것이라 흩 수 외다{Greenblatt 1씨'11조) 용에뉴의 장l 자료에 예 

안 보다 자셰한 논의는 Michel de Certeau 1986. 74 악용규 291.92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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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에뉴는 그리하여 신대륙 원주민을 석인종으로 애도하는 것응 유럽중심적 

사고방식의 소산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이 인육을 먹는 것은 일상화된 식 

습관으로서가 아니라 전쟁 상대방을 용징하고 복수하는 의식의 일환이다 실상 

이 그러항에도 불구하고 유형인들은 이흉 -이성적으로" (“ by reason' S way") 

판단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환 관습파 다른 것은 우엇이든지 야만적인 것으로 

비하하는 억견(“vulgar opin ions". 150)에 사로잡혀 있다 용테뉴는 이륭 야 

안적이라고 한다연 야만성에서 유럽인들이 오히려 이을을 농가한다고 질타한 

다 포르투결의 정북자들은 적의 포로를 붙잡으연 상반신만 나오게 땅에 붙고 

노출된 몽에 화살올 잔뜩 쓴 나음 교수형에 저하는 잔혹하기 이틀 데 없는 방식 

으로 처형했는데 원주인들은 자신들의 처형 방식보다 더 고풍스러워 보이는 

이 방식을 따라 하기 시작했올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유렁인들은 신앙올 문제 

삼아 사랍들올 산 채로 형을에 매달아 고문하고 옴제를 하나씩 찢어내고 동울 

올 동원하여 그들융 웅어툴게 하는 안행올 자행해 왔다 유렁인틀은 신대륙 원 

주인틀의 식인 의식을 야만적인 것으료 비난하지안， 자신을 내부의 더 잔인한 

야만성에 대해서는 눈열었다는 것이다 

용테뉴는 신대륙 원주민을 야안적이라고 매도히는 유럽인의 시각응 유형화 

한다 갯째는 앙서 지적한 대로 자신들의 관융과 다른 것이연 무조건 야만적이 

라고 보는 시각이다 많은 경우 타운화에 대한 연견은 자이를 자이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올 자신의 잣대로 재단'};는 몰이해와 그것을 사싣인 양 회자시키는 

용설("popula r say" . Montaigne 1 50)의 결과이 다 자신등 이외의 다른 모든 

부족을올 야만족이라고 불렀던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융 몽에뉴는 그 전형으 

로 제시한다 예컨대 무용한 승리 (P)πrhic victory)라는 관용어를 낳은 장본 

인인 그리스의 피루스(Pyrrhus)왕은 로마군과 대치해 써내연서 -이 야안인들 

이 어떤 자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진형의 배열만은 야만적이지 않다-고 말한 바 

있디t(Montaigne 1 5이 

율째는 자연에 일착된 순박한 -야생의" (wild) 삶올 야만적이라고 부트는 태 

도이다 ” 신대륙 원주인들은 자연 속에서 저절로 익은 야생의 과일처럼 -자연 

스런 미역과 자질-올 간직하고 있는데 유업인들은 a자신들의 타캄한 취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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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도혹 이을율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타락시키고 있다{Montaigne 152) 용 

테뉴는 유럽 문영의 칭루에도 불구하고 -온래척 자연스러웅-융 여전히 유지하 

고 있는 신대륙 원주민의 삶융 야만적이라고 애도하는 것이 자가당착입올 자연 

/예슐의 대비용 흥해서 성명하기도 한다 인간이 창조한 예송이 아무리 공교하 

다 하더랴도 그것은 .ot용다융과 연의성을 지닌 지극히 작은 새의 둥지도 아 

니 그보다 더 하찮은 거미중도. 안들어내지 옷한다 따라셔 ·인공의 에숭이 우 

리의 위대하고 강력한 어어니인 자연올 밀쳐내고 더 큰 영얘용 얻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자연이 아용다웅과 용요로 일구어낸 작용을 우리들의 

꾸여낸 기교로 엎어 씌워 질식시키~(Montaigne 1 52)는 우융 법하고 있다 

원주인의 자연스러용은 그등의 일상적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율은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냐 곧바로 야칭융 억는데 이따금씩 식툴의 뿌 

리로 안든 음료을 마시는 것 이외에 더 이상 아우 것도 억지 않고 하루를 난다 

산융 등진 "t양때 사는 그를응 을고기와 고기가 능 용혹하다 그등은 이렇게 

용촉한 억거리용 요리혜서 억융 훈 거기애 인공적인 감이를 벗붐이지 않는다 

그융의 낮시간은충융추거나사냥올하는데 바쳐진다 그률이 사는지역의 기 

후논 용난히고 쾌격해셔 영자도 드를고 나이가 들어도 아비윈다ξ지 눈이 엄 

칭해진다든지‘ 이가없다든지， 혀리가굽는사랍윤찾아용수없다 

신대륙의 생황상융 직정 체헝한 사람들이 전하는 원주민의 삶은 이처렁 ‘시 

인이 이상적으로 그린 그 어떤 황음시대나 사랍들이 앵혹한 상태라고 상상혜 서 

그려낸 허구적 공간.~(Montaigne 1 53)올 능가하는 이상 사회이기 때문애 용태 

뉴는 리쿠르구스나 용라톰과 강은 깨혁흔자들이 이듭에 대혜 알지 웃했던 것이 

유감이라고 척고 있다 그는 앤주민 사회가 플라톤의 이상국가보다 더 냐온 꿋 

이기 때문에 왈랴혼용 융러내 이렇게 얄하고 싱다고 적는다 

11 유영(Edwin M αlval )옹 이 아에 다용 얘 기지 λI~I인 판융이 야안객이라고 하나 유 
언인의 잔혹한 영잉애 비하앤 싼대 하다는 것 식인종융이 션갱에서 유엉인흩보다 더 용강하 

다는 정에서 정E 야안스렁다고 앙 수 없아는 것 식인종흩의 시가 유엉인율의 시 웃지않게 

에슐적이기 예용에 야안스업다E 잉 수 엉다는 것-흩 옛‘이고 이융 시피써1 예갱융 이쭈l 
었용에 주욕하여 그 건혹씩인 정서톨 규영얘내 연서‘ 이 꽁g안 구생이 주찌의 성득혁융 농어 

고 있다l 주정한대Duva l 95- 1여) 



운영 껑흑의 세 영샘 흉럽에스 용리 용태뉴의 신세계 당흔 191 

이 나라에는 어떤 종류의 거래도 없다 문자의 지식도 수의 지식도 

전혀 없다 판리나 그 위의 거듭억거리는 정치가라는 영갱도 없다 사랍올 

종속시켜 i츄리는 것도 빈부의 차이도 없응 얻만 아니라 계약 상속 분 

애도 없고 직엉도 한가로운 것 이외애는 없고 친척응 제외하요 그 누구 

도 보살영 일요가 없다 의북도 농사도 금속도 포도주나 꼭식의 시용도 

없다 이들의 언어에는 거짓엘 애반 기안 탐욕 시새용 명하 눈감아주 

기 따위와 강은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상상한 공회F국이 이 

곳 사회에 비한다연 완벽항에서 영마나 언 것인지룡 알았흘 것이다 

(Montaigne 153) 

이런 천혜의 조건과 바람직한 제도와 관습을 지닌 이상사회인데도 울구하고 

액인들은 식인 의식을 목격하고 그것도 지극히 피상적인 이해의 바탕에서 오 

로지 그 한 가지 정으로 원주인 사회를 야반적이라고 명하하고 있다고 용태뉴 

는 주장한다 용테뉴는 글의 서두에서 이띠 인ι}이 지닌 지적 능력의 한계툴 지 

적하연서 -우리는 위장보다도 더 큰 눈을 가졌고 능력에 비해 호기싱만 크기 

때운에 온갖 것올 용에 안기는 하지만 웅장는 것은 고작 바람뿐 이라고 한탄 

앵다 

용태뉴는 백인을이 신대륙 원주민의 야만생을 얄하연서 거론하곤 "는 호전 

성과 일부다처제의 판습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여기에서도 그들의 관습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왼 억측이 진실옹 호도하고 있응을 그는 지적한다 신대륙 

사랑들은 우선 액인들처링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한 욕심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천혜의 용요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틀은 영토를 넓힐 띨요성을 느끼 

지 않는다 그들이 싸우는 것은 다안 용맹스러용에 대한 경쟁의식 때문이다 이 

웃부촉융 공격해서 숭리하연 승라자는 무용에서 앞선다는 자부심과 영예흘 얻 

은 것으로 만족한다 그들은 경E 패자의 재산을 취하지 않는다 공격당한 쪽이 

승리해도 마찬가지이다 -포로에 대한 배상으로 그들은 다안 패배툴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것을 요구항 뿐 그 밖의 다른 것은 아우 것도 없다 (Mon taigne 

156) 그렇지만 아무리 달래고 위협을 가하더랴도 죽응을 연하기 위해서 켈로 

나 g정a로- 때애를 자인하는 표로는 한 세기를 헤아려도 단 한 영도 찾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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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식인은 기실 패배했으나 결코 굴옥하지 않는 이런 포로를 처리."능 용 

정의 의식인 것이다 그러므료 신대륙 원주민은 유럽인이 상상 속에 그려옹 식 

인종(anthropophagy)과는 거리가 얼다 

용태뉴는 죽옹의 위협에도 결국 의지를 굽히지는 않는 원주민의 이런 태도 

에서 창왼 용기의 전형융 발견한다 그것은 우기의 우세항이나 얄딱한 재간에 

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Montaigne 157)에서 솟구치는 강인 

합이다 이와 같은 용기용 시협하는 것이기에 원주민의 전쟁은 ‘고귀하고 관대 

한 것이여 용인될 수 있고 이흥다운 것"(Montaigne 156)이다 옹테뉴는 「아차 

에 판하여J에서 창다운 용기가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원주민올 정복하기 위해 

서는 -용기와 미덕용 갖춘 고대인처럼- 고귀해야 한다고 주장하연서， 이와 갱 

반대로 비인간적인 잔인함이 지애해온 사정을 개탄한다 특히 기독교 복응화의 

기치를 내걸고서 원주민에게 옹갖 만행올 자행한 백인 정복자들의 자기모순에 

대한 그의 비판은 신랄하다 

그들 스애인 사람들은 단언애 460영의 사랍을용 산 채로 올태워 쭉 

였다 그들응 이00명의 일반인과 어떤 지방의 영주 60영으로 모두 포료에 

불과했다 우리는 이 이야기용 스에인 사람으로부터 직정 툴었다 왜냐하 

면 그툴이 직정 그형게 고액했융 뿐만 아니라 그것용 자랑상아 며뜨리고 

다녔기 때문이다 이것이 쟁의와 종교에 대한 그틀의 영갱의 중거란 말인 

가? 그것은신성한옥적과울과기픔처렁상치되는방식이다 안일 그들이 

우리의신앙옹넓히끄자했다연 신양은땅의소유애의한것이아니라아 

음의 소유에 의해 넓히는것이라고생각했어야했다 (Montaigne 69끼 

그의 비딴은 스에인 신부 라스 카사스용 연상시킨다 랴스 카사스는 r인디안 

사회의 항예화 약사 The OevastatiOIl 01 tlle Indies: A Brief AccolllltJ(1552) 

에서 백인 정복지을의 야만척인 욕혁과 살상융 규탄하고 원주민 노예화의 중단 

을 촉구했었다 용태뉴가 라스카사스의 책을 장고했는지 여부는 얄 수 없지 

만 " 그는 액인 정복자틀에 의해 유련되고 있는 신대륙의 참상올 이쳐헝 알고 

있었고 그의 신대륙 에세이도 이로부터 촉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식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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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입각해 사결r& 판단하고자 했던 이 르네상스 휴어니스트의 명철은 용렬하 

다 -그러으로 이생의 범칙에 비추어 그률융 야만인이라고 말힐 수 있지만 우 

리와 비교해서 그융용 야만인이라고 부용 수는 없다w(Monla igne 156) 

자연애 일착왼 소악한 상을 사는 신대륙 원주인 사회의 도억올은 단순하다 

전쟁얘 입해서 용앵스러융 것과 아내융 사랑하라는 것이 션부이다 두 번째 계 

영은 신대륙 야안성의 중요한 기g융 구성하고 있는 일부다처제의 관숍과 언뜻 

상치되는 것처형 보인다 그러나 그것도 원주민 사회 흑유의 용앵의 미덕과 연 

관되어 었다 용테뉴가 적고 있는 것처엄 우용의 영성이 드능운 남자일수록 아 

내의 수가 많기 얘문이다 그리하여 원주낀 사회의 아내들은 냥연의 명얘흘 농 

이기 위해서 가농한 한 않은 여자율이 남연과 더불어 살게 하려는 부터용 발휘 

한다 용태뉴는 야안적으로 보이는 이번 판*01 신대륙 사회에안 긋한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눈융 안으로 올리연 하여용 냥연의 칭소에 융여보냈던 성경의 

헤아 라영 사랴나 아우구스투스 항재의 부인 리비아의 경우가 암시하듯이 유 

럽사회에서도 한때 고취왼 미덕이라고 지적함으로써 다시급 고생 판녕의 허용 

씬러그반전융꾀한다 

「식인종에 관하여」의 얄미어 서 용태뉴는 루앙에 끌려온 브라질 원주민의 ~! 

상을 소개함으로써 마지막으료 독자동융 이 반전의 대영로 끊어들인다 사랑률 

의 상의 이모저모와 도시의 화려한 흥정용 구경시킨 뒤 무엇이 가장 놀라운 일 

이었는지올 묻자 그 씬주민은 첫째는 웅쟁에서 건장한 무장률이 오히려 어린 

왕으로부터 영령융 받고 그것에 꽉종한다는 것이고 융째는 나라의 반이 옹갖 

것융 독차지하고 나이지 반응 그률의 문간에서 거지나 다용없이 굶주리고 있는 

떼， 이렇께 가난과 기아애 허덕이는 하충얘급이 이 사회객 용의융 창고 견디는 

정이라고 대당한다 육자틀은 이 대당용 등고 아마 그들이 산고 있는 분영세계 

가용연낯선야안사회로보였을것이다 

12 드 셰르토는 자" 앤션 연구를 인용에서 라스 카샤스는 용에뉴의 장고 자'''1 아니었다고 주 

장하고 있다~deCcr‘야u 1986. 243. n l7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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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얀tr뎌ac야tJ 

Three Types of the European Encounter 
with the New World 

Moonsu Shin 
(Se。미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informed by an attempt to class싸 the ways in 
which the West meets the New World in its initia l stage of 
contact by examining “ Columhus's Letter on His First Voyage,“ 
Walter Ralegh’ 5 The Discoveri'e 01 the Large, Rich and Bewtifl“l 
E’upyre Of Guia l1 a, and Michel de Montaigne's essay, "Of 
Cannibals “ These three texts, written during the period of the 
first century of the European encounter with the New World , 
show different perspectives of describing, comprehendins- and 
hand ling the “ marvelous“ practices and cultures of the “。ther “ 

Columbus seeks to explain and incorporate the “ new" world he 
encounters into Europe's c비 tural preconceptions and fantasies 
about the exotic Other, providing a typical Eurocentric attitude 
which most later comers will follow. Walter Ralegh, whose 
expedition to Guiana happened about a century after 
Columbus's a rrival , does not seek to prove hi s own self 
genera ted images of the New World but tries to perceive the 
native people and their customs in their own terms. Although 
his efforts to see through the dense veìl of preconceptions are 
not always successful, he leaves a rare preceden t of an 
exemplary cultural di alogue on an equal footing between the 
West and the non-Western world. European encounters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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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World not only registered a sha ttering experience for the 
natives but al50 exerted a subtle but clearly influential impact on 
European people . The contac t with the Other forced 
Europeans to question and reassess their Qwn practices, values, 
and worldviews. Mon ta igne provides such an exa mple of 
finding the Other in the heart of their Qwn cultures, thereby 
reappraising their received canons and trad itions considered 
otherwise tightly held 

Key Words: Christophe r Columbus (콜 럽 버 스)， Walter 
Ralegh(왈터 흘리)， Michel de Montaigne(용터1 
뉴)， raci sm (인종주의)， the New World (신세 
계)， narratives of discovery(발견의 서사)， the 
。ther(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