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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캐나다작가얀마텔(Yann Martel)이 2001년 발표한 소설 라이프오브파

이(Life of Pi)는 이듬해맨부커상(The Man Booker Prize)을 수상하며널리

알려졌고, 국내에서는 2004년 파이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2012년

에는 이안(Ang Lee) 감독에 의해 영화로도 만들어지면서 소설은세계적인베스

트셀러이자 21세기를 대표하는 문학작품중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쓰던작품을버리고 절망에빠져있던작가 ‘나’는 어느노인

에게서 신을믿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말을듣고 이야기의 주인공인 파이를 만난

다. 인도 폰디체리에 살던 소년 파이는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가는 일본 선박을

타고 태평양을 건넌다. 그러나 배는바다에서난파되고 파이는 가족을 모두잃은

채몇몇동물과 구명보트에 오른다. 곧다른 동물도 하나씩죽으면서 보트에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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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세살 된벵갈호랑이 리처드 파커만이 남는다. 227일 간의 표류끝에 구조된

파이는 진상을 알고자 하는 선박사고 조사자들에게 두 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처럼 라이프오브파이는크게 1) 파이라는 인물과 그가겪은 사건, 2)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문학이론,

정신분석학, 후기식민주의, 후기모더니즘 등의 관점에서 두 부분을 고루 다루었

다. 플로렌스스트래튼(Florence Stratton)은작가 마텔이호랑이와 인간의 동

거라는믿기힘든 이야기에평범한세부묘사를덧붙여 이성과 상상, 사실과허구

의 이분법적경계를 지우며 상상적인 진실, 믿음을 가능케하는 이야기의힘을 보

여주었으며, 사건이 다양하게 서술및해석될 수 있다는점에서언어가 인식론적

이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후기모더니즘의 관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1)

스튜어트 콜(Stewart Cole)은 마텔이 파이와 작가 ‘나’의 구도, 의인화(擬人化)

기법으로 신과 이야기, 믿음과 불신을 연결하며, 종교적인믿음과새뮤얼콜리지

(Samuel T. Coleridge)가말한허구에 대한 시적믿음을결합시켰다고분석했

다.2) 대니엘라제인스(Daniela Janes) 역시 표류경험과 표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소설이청자와독자가 환상적인 이야기를믿게 만드는 문학의힘을 드러내

고 있다고 보았다.3)

소설에 등장하는 개념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그레고리 스티븐스(Gregory

Stephens)는 파이의 표류를 종교적인훈련으로 보면서 마텔이 인간과 동물의 관

계, 종교와 과학의 균형,좋은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신과믿음에 대한 질문을던진

다고 보았다.4) 앙드레도드망(André Dodeman)은바다를 신념 체계,확실성 등

1) Florence Stratton, ““Hollow at the core”: Deconstructing Yann Martel’s Life
of Pi,” Studies in Canadian Literature/Études 29:2 (University of New
Brunswick, 2004).

2) Stewart Cole, “Believing in Tigers: Anthropomorphism and Incredulity in
Yann Martel’s Life of Pi,” Studies in Canadian Literature/Études 29:2
(University of New Brunswick, 2004).

3) Daniel Janes, “The Limits of the Story: Reading the Castaway Narrative
in A Strange Manuscript Found in a Copper Cylinder and Life of Pi,” Mosaic
46:4 (University of Manitoba, 2013).

4) Gregory Stephens, “Feeding Tiger, Finding God: Science, Religion, and “the
Better Story” in Life of Pi,” Intertexts 14:1 (Texas Tech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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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무너뜨리는 은유라분석하며 마텔이 인도에서캐나다로 건너가는항해 이야기를

사용하여 동양과 서양, 인간과 동물 간의 이분법적경계에 의문을던진다고 주장했

다.5) 제이슨코(Jason Coe)는 소설을 각색한 영화를중심으로 인도인인 파이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과정에 식인(食人)과 동물이 등장한다는점에서작품이 지구

화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민자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6)

끔찍한 일을겪은 파이의 내면에초점을맞춘연구는 주로 종교심리학 · 종교철

학적접근을취하였다. 마이클쏜(Michael Thorn)은힌두교, 그리스도교, 이슬

람을 모두받아들인 파이와 그를 대신해 죽은 파이의 어머니를희생과승화의측면

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힌두교도인 파이의 어머니가 파이의 이슬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교적인희생으로 생명을바쳤으며, 파이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적 트라우마를 네 마리 동물과섬등의 상징이 들어간 이야기로승화시켰다고 보았

다.7) 주디스미트라니(Judith L. Mitrani)와레베카던컨(Rebecca Duncan)

은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후, 트라우마를갖게 된 생존자로서의 파이를 정신분석

학적으로 다루었다. 미트라니는 구명보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파이의 심리적

인방어기제로 자아분열, 환각, 환상이 일어났다고 보았다.8) 던컨은 소설에 등장

하는 사건이 실시간적으로 기술된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파이가 선박사고 조사자

들과작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점에 주목하였다. 그녀는 생존자들이 고통을

줄이고 자아감을 되찾기 위해 실제사건을 이야기로 각색하며, 이 이야기가 인물에

따라 다양하게 수용될 수 있다는점에서 소설에 트라우마 이론과후기모더니즘적

2010).
5) André Dodeman, “Crossing Oceans and Stories: Yann Martel’s Life of Pi

and the Survival Narrative,” Commonwealth Essays and Studies 37:1
(Université Sorbonne Nouvelle, 2014).

6) Jason Coe, “Competing Narratives: Choosing the Tiger in Ang Lee’s Life
of Pi,” American Journal of Chinese Studies 21:1 (American Association
of Chinese Studies, 2014).

7) Michael Thorn, “Cannibalism, Communion, and Multifaith Sacrifice in the
Novel and Film Life of Pi,” The Journal of Religion and Popular Culture
27:1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5).

8) Judith L. Mitrani, Psychoanalytic Technique and Theory: Taking the
Transference (London: Karnac Books, 2015), 1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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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함께 들어있다고 분석했다.9)

제임스멘쉬(James Mensch)는 소설에 등장하는 신, 인간, 동물에 대한 유비

적 구조와 표현을검토하며 소설이 인간에게 신성과 동물성이 공존한다고 보고 있

다고분석하였다. 그는호랑이 리처드 파커가 파이가받아들일 수없는무의식이

자 파이가길들이며 관계를맺어야 하는 대상일 뿐 아니라, 파이가멕시코연안에

다다를 때까지 생존하게 한힘이자 신과 우주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넓히게 한 영

감이라고 주장하였다.10) 박선화는 개인의 직접적인 종교적 경험과 내적 상태의

변화를 강조한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을 중심으로 인간이 바다에서 자신의 본

성과 대면하고 공존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표류기에담겨있다고 보았다.11)

이제껏살펴보았듯이 라이프오브파이에 관한 연구들은 신, 종교 등을 주요주

제로 다루며, 종교학의 이론또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특정 종교 전통을중심으

로 한 분석 작업은 거의 없었다.

필자는 1) 파이가 겪은 사건과 2)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이야기를 관통하는

유대 신비전통인카발라(Kabbalah)에 주목하고자 한다.카발라는 ‘받아들이다’라

는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 어근 ‘k-b-l’에서비롯된 단어로, 유대 역사에서 고대부터

전해져내려온전통을뜻한다.특히중세유대 신비전통의 인물들이스스로를 전통

의담지자(kabbalist)로 여기며 기존 유대 전통에 신비적인층위를더하여 신의

창조와 우주를설명하는독특한 문헌과 전통을 만들었으므로,협의에서중세유대

신비 전통을 카발라라 부른다. 카발라는 중세라는 특정 시기에만 국한된 전통이

아니라 전근대 유대 공동체를 지배한 전통이자 현재에도 유대교 분파 중 하나인

정통(Orthodox) 유대교의 주요 사상이다.12)

9) Rebecca Duncan, “Life of Pi as Postmodern Survivor Narrative,” Mosaic 41:
2 (University of Manitoba, 2008).

10) James Mensch, “The Interwining of Incommensurables: Yann Martel’s
Life of Pi,” Phenomenology and the Non-Human Animal, eds. Corinne
Painter and Christian Lotz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2007),
135-47.

11) 박선화, “얀마텔의 라이프오브파이에서 파이의 종교적경험,” 영어영문학 연구
58:1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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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탄 일본 선박은 ‘침춤(tsimtsum)’호이다. ‘침춤’은 일본어가 아니라 ‘수

축, 응축’이라는뜻의 히브리어로, 카발라를 대표하는 16세기카발리스트 이삭루

리아(Issac Luria, 1534-1572)가 신의 창조와세계를 해석하며제시한 개념이

다. 또한 소설과 영화에 따르면 파이는 캐나다에서 루리아의 우주론으로 종교학

박사학위를받았고, 대학교에서카발라를 가르치는 교수이다. 그러므로카발라는

힌두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처럼파이의 인도에서의 삶과 표류기간에 표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건과 해석이라는 소설의 심층적인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적

인요소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선박이름과 파이의 현재직업이카발라와

관련이 있다는 간단한언급이 주를 이루었을 뿐, 해석작업에카발라를 적극적으

로 적용한경우는 드물었다. 필자는카발라를중심으로 등장인물과 구성, 표현 등

을분석할 때에새로운해석이 가능한지검토하면서 종교 전통에 대한 이해가 예

술작품을 해석하는 주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파이와 리처드 파커

신플라톤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플로티노스(Plotinus, 204-270)는 일자(一

者)인 신이흘러넘쳐모든 영혼과 물리적세계를 만들어냈다고 보았다. 신플라톤주

의에 영향을받은카발리스트들은 하나인 신에서 신성이 유출되어 우주가 창조된다

고 보았으며, 이를 유대 문헌주해로풀이하며독특한 신지학적 체계를 고안해냈다.

카발리스트들은궁극적인 신을 ‘무한한’, ‘끝/한계가없는’이라는뜻을 지닌 ‘엔소프

(Ein Sof)’라고 불렀으며,줄여서 ‘공(空)’, ‘무(無)’를 가리키는 ‘아인(Ayin)’이라고

도 했다. 카발라의 대표 문헌이자, 후대 유대 신학 형성에 영향을 끼친 조하르

(Sefer HaZohar)는엔소프에는 어떤색(色)이나특질, 형태도없음을 강조한다.

엔소프는 의지를 내어 창조적인힘을 일으키는데, 이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상

12) Joseph Dan, Kabbalah: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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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빛과 물이 있다. 조하르는 창세기 1장 3절의빛을 신의 의지로풀이하

여, 이빛에서 신의열가지특질인세피로트(sefirot)가방사되고, 세피로트에서

물질영역과비물질영역이 만들어지면서세상이 창조된다고 보았다. 또한 창세기

2장 10절의 ‘에덴동산에서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는 물’을엔소프의근원적인힘으

로 보아세상이 신성으로 가득차있다고풀이했다. 그러므로카발라의세계관에서

모든 존재는엔소프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으며, 엔소프는 모든 존재에

내재하면서 동시에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 감추어져 있다.13) 열 가지 특질인

세피로트에서 첫 번째세피라(sefirah, 세피로트의 단수형)는 ‘왕관’을뜻하는케

테르(keter)이다. 엔소프에서처음방사되는세피라인케테르는엔소프에 가까

우므로 다른세피로트들과 달리 어떠한특질도 가지지 않으며, 엔소프에 의해 다

른세피로트에힘을 부여한다.케테르는 인간에 내재한 신성한 영혼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인간은 케테르를 통해 근원인 엔소프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케테르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천상의 축복’ 혹은 ‘천상의 물웅덩이’가 있다.

랍비들은 히브리 성서를 정리하고경전화하면서 성서의특정한 절이나 구를 기

록순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연결하여 해석하거나, 동일한 히브리알파벳을 가진

단어를 연결해풀이하며 여러주해 문헌을 만들어냈다. 이는 히브리 성서가 자음

으로만 구성된 22자알파벳으로 기록되어 다양한 의미로읽힐가능성에열려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베트, 레쉬, 카프, 헤( /BRKH)로 이루

어진 단어는 ‘축복’을 나타내는 ‘버라카(berakha)’로 읽힐 수도 있고, ‘물이 담긴

웅덩이’, ‘수영장’을 가리키는 ‘버레카(berekha)’로읽힐수도 있다. 카발리스트들

은케테르가 ‘BRKH’ 라풀이하며, 온우주에 축복혹은 물로 상징되는 신성이 가

득 차 있다고 보았다.14)

13) PinchasGiller, Reading the Zohar: The Sacred Text of the Kabbalah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69-70; Dan Cohn-Sherbok(ed.),
TheWisdom of The Kabbalah (Oxford: Oneworld, 2002), 26-31, 35-36;Melila
Hellner-Eshed, A River Flows from Eden: The Language of Mystical
Experience in the Zohar, trans. Nathan Wolski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232-33.

14) Gershom Scholem, Origins of Kabbalah, ed. R.J. ZwiWerblowsky and trans.
Allan Arkush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Princ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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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속 파이의 본명은 ‘피신몰리토파텔(Piscine Molitor Patel)’로, 물이맑

기로 유명한 파리 최고의 수영장에서 따왔다. 맑은 물이 가득한 수영장, 웅덩이는

곧천상의 물웅덩이인케테르로읽힐수 있다. 필자가피신과케테르를 연결시킨

데에는 이후에 등장하는 파이의 두 이름과 카발라의 상징 역시 연결되기 때문이

다. 파이의 학교친구들은 그를비슷한 발음을 가진 영단어 ‘소변(Pissing)’이라고

놀린다. 맑은 물인 피신과 노란 물인 피싱은 모두 물이지만 파이의 본래 이름인

피신에는 어떠한 색도 없다. 따라서 피신과 피싱은 그 어떤 색도 없는 세피라인

케테르와 케테르 외의 다른 세피로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파이가 자신의 이름을피신 대신 3.14로 시작되

어끝나지 않는 원주율 ‘파이(π)’라 하며, “과학자들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사용한

신비로운숫자에서피난처를찾았다”고말한 대목이다.15) 파이(Pi)는끝이없다

는점에서카발라의궁극적인 신을 가리키는엔소프와 같은특징을 지니며, 피신

(Piscine)과피신(Pissing) 두 단어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무한한’, ‘끝이없

는’ 엔소프는케테르를비롯한세피로트와세피로트에서 창조된 우주 전체에 내재

해 있다. 필자는 마텔이피신-피싱-파이의 이름으로카발라의세계관을 상징적으

로 나타냈다고 본다. 이 관점에입각하면 파이는 단순한십대 인도 소년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내재한 신성한 영혼이라 할 수 있다.

파이와바다에서 생사를 같이 하는벵갈호랑이 리처드 파커역시카발라적 관

점에서 인간에게 내재한 영혼으로볼수 있다. 카발라에서는 인간의 영혼에크게

네샤마(Neshamah), 루아흐(Ruach), 네페쉬(Nefesh)라는 세 부분이 있다고

본다. 네샤마는 ‘숨’을 의미하는 네쉬마(neshimah)에서 나왔으며 신의숨결을 의

미한다. 앞서 살펴본케테르가 가리키는 신성한 영혼이 네샤마에 해당한다. 네페

쉬는 ‘휴식’을 의미하는 나파쉬(nafash)에서 나온단어로 물질, 육체에 의존하는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69-70; Karen E. Starr, Repair of The
Soul: Metaphors of Transformation in Jewish Mysticism and Psychoanalysis
(New York: Routledge, 2008), 47, 52; Hartley Lachter, Kabbalistic
Revolution: Reimagining Judaism in Medieval Spain (New Brunwick,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2014), 143, 210.

15) 얀마텔(Yann Martel), 파이이야기(Life of Pi), 공경희옮김 (파주: 작가정신,
2013[2004]), 34-39.



80 종교학 연구

영혼을 의미하며, 동물적인 영혼이라 부르기도 한다. 신성한 영혼과 동물적인 영

혼 사이에 있으면서 이둘을 연결하는 영혼이 ‘영(spirit)’, ‘바람’으로 번역되는루

아흐이다.

소설에도 등장하는카발리스트루리아는 영혼의세부분을 유리 부는직공과 유

리그릇에비유하였다. 직공(신)이숨(네샤마)을 불어넣으면 관(루아흐)으로바람

이 흐르고숨은용기에 들어간다. 직공의 의지에 따라용기가 만들어지면 창조가

완성되어 휴식(네페쉬)에 이른다. 조하르는 창세기 를 주해하며 신이 인간을

신성한 영혼(네샤마)으로 창조하였으나, 아담이죄를 지으면서 땅에 사는 짐승에

해당하는 영혼(네페쉬)을갖게 되었다고풀이했다. 그리고 아담이 인류의근원이

므로 모든 인간에게 네샤마와 네페쉬, 즉신성한 영혼과 동물적인 영혼이 공존하

게 되었다고 보았다.16)

벵갈호랑이는직원의 실수로호랑이를잡은 사냥꾼의 이름인 리퍼드 파커로 불

리게 되었으나, 그의 원래이름은 ‘목마른(thirsty)’이다.17) 마텔은깨끗한 물로

가득찬수영장을뜻하는 파이의 본명인피신과는 대조적으로호랑이에게는 물을

찾아헤맨다는 의미를 지닌이름을붙였다. 이는카발라에서의 신성한 영혼과 동

물적인 영혼의차이점으로도볼수 있다. 신성한 영혼은무한, 공인근원으로서의

신에 가까우며 인간의 영혼을 신에 이르게 하지만, 동물적인 영혼을 물질에 속박

되어육체를 나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이 신성임을알지못한다. 즉신성한

영혼은 자신이 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지만, 동물적인 영혼은 그 자신이 물임을

알지못한다. 이 차이는 소설에서바다에 번개가쳤을 때, 파이와 리처드 파커가

보이는 대조적인 반응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리처드 파커는 두려워하며바닥에엎

드려떤반면, 파이는 신의 현존을느끼며깊은경외감에빠진다. 그는겁에 질린

리처드 파커에게 이것은 신의 현현이자 기적이라고말하기까지 한다.18) 그러므로

파이는 인간 안의 신성한 영혼(네샤마)이고, 리처드 파커는 동물적인 영혼(네페

16) Lachter, Kabbalistic Revolution, 98;아리예카플란(Aryeh Kaplan), 성경과
명상(Meditation and the Bible), 김태항 옮김 (제천: 하모니, 2012[1978]),
32-34.

17) 마텔, 파이이야기, 171.
18) 마텔, 파이이야기, 2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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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이라 할 수 있다.

마텔은 소설전반에 종교학과 동물학을 등장시키며 인간 안에 종교적인 심성과

동물적인 심성이 있으며, 이둘을 통합시켜야 한다고말한다. 파이는 어릴때부터

신과 동물에 심취했으며, 캐나다에서도 두 학문을 전공했다. 또한 파이가 자신의

선지자라고말한 두 사람은쿠마르(Kumar)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로, 각

각무신론자와 이슬람 신비전통을 따르는 수피(Sufi)이다.무신론자쿠마르는 생

물학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동물에 해박하다. 수피쿠마르는 신과의합일을추구하

고 신과 사랑을바탕으로 한 관계를맺고 있다. 마텔은 모든 것을 어느한 쪽으로

만 보는 자기중심적 관념이 종교학자와 동물학자 모두에게독이라 하며, 개인 안

에서 두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말한다.19) 마텔이 사용한 소년과호랑이

의 이름, 그리고 파이의입을빌어 신과 종교, 신성과 동물성에 관한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파이의 표류기는 한 인간이 자신 안의 신성과 동물성을 통합시키는 과정

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은 카발라에도 등장한다.

카발라에서는루아흐에 의해 동물적인 영혼인 네페쉬가초월되어야 인간의 영

혼이 근원인 네샤마에 다다른다고 보며, 이 깨달음을 ‘루아흐 하코데쉬(Ruach

Hakodesh, 성령)’라고 한다. 카발리스트들은 개인이직접적인 수행으로루아흐

하코데쉬를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20) 소설에서 파이는 배가침몰하고난후, 구

명보트에서처음으로 리처드 파커와 일대일로 마주한다. 파이는 리처드 파커를 두

려워하고 그와떨어져지내려하지만곧그럴수없음을알고는 리처드 파커와 공

생하는방법을찾아 나선다. 그 다음 파이는 리처드 파커를 조금씩길들이면서 그

의 주인이 되며, 멕시코해변에 도착해서는 리처드 파커와헤어진다. 이는카발라

에서말하는 동물적인 영혼의초월과정과 유사하다. 인간은 자신의 동물적인 영

혼을알고, 길들이고,초월하여근원에 다다른다. 따라서 파이와 리처드 파커의 표

류기는 루아흐 하코데쉬, 즉 깨달음에 이르는 인간의 영적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에입각하면 파이의 종교성에 대해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던

컨은 파이가 인도에서는힌두교, 이슬람, 그리스도교에 심취했던반면, 리처드 파

19) 마텔, 파이이야기, 40-43, 48, 83-84.
20) 카플란, 성경과 명상,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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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와의 표류 기간에서는 존재론적인 불안과 심리적인 박탈로 종교적이거나 영적

인 통찰을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고, 콜역시 구명보트 부분에서는 파이의

종교적 내용, 의문, 열정이잘 드러나지 않는다고분석했다.21) 그러나카발라적

관점에서볼때, 파이의 표류는직접적인 수행을 통해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며, 따라서 종교적인 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유대교는 유대민족의 종교 전통이고카발라 역시 이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창조

론에 있어서는 모든 존재 안에엔 소프가 있으며, 모든 이들이 세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보므로 보편성을 지닌다. 그래서카발라에서는 모든 인간이민족, 성별, 지

위와 상관없이 루아흐 하코데쉬가 내릴 수 있다고, 즉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

다.22) 마텔은 파이가 인도에서직접겪은힌두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외에도 소

설곳곳에 불교, 카발라, 인디언종교 전통을 등장시킨다. 또한 여러종교를믿는

파이를앞에 두고 종교지도자들이말다툼을 하는 부분에서는 파이의입을빌어 모

든 종교는 진실하며 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태도에서는 다르지 않다고말한다.23)

기존 연구에서는 파이를 한 명의 인도 소년으로 다루면서 그가 종교 혼합주의적

태도를 지니며 표류과정에서 자신만의 신과 종교에 대한 형태를 만들어냈다고 보

았다.24) 그러나앞서 파이가 모든 인간에 내재한 신성한 영혼으로 해석될 수 있으

며, 파이는 종교 전통, 즉 종교의 내용이 아닌 종교를 대하는 자세를중요시하며

모든 이들이 신과의 관계에서 같을 수 있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마텔은 모든

이들이 종교와 상관없이누구나 파이와 같은경험을 할 수 있다고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Duncan, “Life of Pi,”, 176-77; Cole, “Believing in Tigers,”, 30-31.
22) 카플란, 성경과 명상, 37.
23) 마텔, 파이이야기, 64-66, 90-95, 124-25.
24) Stephens, “Feeding Tiger, Finding God,”, 53; Dodeman, “Crossing Oceans

and Stories,”,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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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도에서 캐나다로

인도와캐나다에 주목한 기존 연구는 주로후기식민주의,세계화와 이민자 정체

성에 주목했다. 필자는먼저인도-태평양-캐나다라는 공간적 구조에초점을맞추

고자 한다. 파이가 태어나고 자란지역은 인도폰디체리로, 17세기부터프랑스의

지배를받다가 1954년 인도가 영국으로독립하면서 이후인도 공화국으로편입된

곳이다. 파이의 가족은 지방정부와 인도 공화국이갈등을빚던 1977년에캐나다

로 이주하고자 침춤 호를 탄다.25) 지배받던 지역에서 이주의 자유를 얻게 되어

바라던 곳으로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에 나오는 유대민족의 탈출기

구조와 유사하다. 이집트에 끌려와 노예로 살던 유대민족은 지도자 모세의 지휘

아래홍해를 건너가나안에 이른다. 카발라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의 이동은

인간의 영적 진보를 가리키는 상징이다.

히브리어로 이집트는 ‘미쯔라임(Mizraim)’으로, 랍비문헌에서부터 이 단어는

동일한 히브리알파벳을 가진 ‘곤궁, 속박’을 가리키는 ‘메이짜(meizar)’의 동의어

로 사용되었다. 카발라에서는 속박을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여 인간이 유한(有

限)과분리, 구별의 세계에갇힌상태라고풀이했다. 카발라 사상을 이어받은후

대 유대 신비전통운동인 하시디즘(Hasidism)에서는 신이 전부이며 신과분리

된 개별적인 존재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앎이 없는 인간의 내적 상태, 즉 인간이

동물적인 영혼에갇혀자신의 본질을깨닫지못한 상태가 유배이며, 여기에서벗

어나는 것이 가나안으로의 귀환이라고 보았다.26)

소설에서 파이의 아버지는큰동물원을운영한다. 이성과 과학을믿는 아버지는

파이에게 마히샤라는 호랑이가 염소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호랑이에게 다

가가서도, 호랑이와 접촉해서도 안 되며, 모든 동물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한

다.27) 이와 달리카발라에서는누구에게나 동물적인 영혼이 있으므로 이를피한

25) 마텔, 파이이야기, 106-07, 122.
26) OraWiskin-Elper,Wisdom of the Heart: The Teachings of Rabbi Ya’akov

of Izbica-Radzyn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0), 28.
27) 마텔, 파이이야기, 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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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사람은 자신의 동물적인 부분

과 조우하고 수행을 통해 다스려야 할필요가 있다고말한다. 이처럼카발라의 시

선에서 볼 때, 폰디체리에서 파이는 동물원의 시스템과 아버지에 의해 동물적인

영혼인 리처드 파커와분리되어 있었지만, 태평양에서 리처드 파커와직면하면서

영적으로 진보해나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어두운내면과의직면이필요하

며 이것이 더 나은 삶으로 이끈다는 생각은 소설에서도 명확한 표현으로 등장한

다. 파이는 선을 위한싸움터는 각자의 마음에 있는작은 공터이며, 사람은언제나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 미지의 세계로 이주한다고 말한다.28)

기존 연구에서는 침춤 호의 난파와 파이의 표류를 주로 정신적인 외상을 안긴

비극적인 사건으로 보았다. 필자는카발라에서침춤과난파의 상징을 살펴보며 이

사건이 인간의 보편적인 삶과 삶을 대하는 내적 상태를 가리킬수 있음에 주목하

고자 한다. 조하르는빛으로 상징되는 창조가높은 단계에서부터 그 흐름이점

차줄어들어낮은 단계로 내려온다고 보았다.루리아는 조하르의 창조과정을 불

완전성이라는 관점에서풀이했다.루리아에 따르면무한한엔소프는 창조를 위해

수축(침춤)하여 공간을 만들어낸다. 신의 창조적인힘인빛은 이빈공간으로 들

어오면서 창조를 하며 신성을담은 그릇들(keilim)을 만들어낸다. 그러나몇몇그

릇은 신성의 빛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깨졌다. 이 그릇의 깨어짐이 ‘셰비라

(shevira)’로, 이로 인해 신성의 영역에는 파괴와 위기의 상태가 생겨나고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되었다. 깨진 그릇에는얼마 되지 않는 신성한 불꽃이 남아있는데,

이 불꽃은 인간에 의해 신에게 되돌아갈수 있다. 루리아는 인간이 계율과 윤리의

준수, 수행등으로 불꽃을 신에게로 되돌려악을없애고 신성을회복시키는티쿤

(tikkun)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29)

필자는 ‘침춤’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설속 대상이 배라는점에 주목하였다. 루리

아가말한 ‘신성을담은 그릇’을뜻하는 ‘케일림’은 대개 영단어 vessel이라 번역되

며, vessel은 ‘그릇’이외에도 ‘배, 선박’이라는뜻을 가진다. 따라서루리아가말한

그릇의깨어짐은 배의난파로도읽을 수 있다. 이 그릇의깨어짐은 창조과정에서

28) 마텔, 파이이야기, 96-97, 105.
29) Dan, Kabbalah, 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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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불완전성과악의 존재에 대한 해석이다. 신에 대한믿음에는 종교와 과학

의 균형이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소설을분석한스티븐스는침춤호가충분히 과학

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침몰하였다 보았지만,30) 카발라 사상에 입각해보면 배의

난파와 파이의 표류는 특정한 사건일 뿐 아니라 악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를 나타낸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표류기를압축적

으로 설명한 대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파이는 선박사고 조사자들에게 표류에

대해 두 개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이야기 모두침춤호의침몰원인을밝히지못하

고 어떤이야기가 사실이고 아닌지증명할 수없을 뿐 아니라, 두 이야기에서 모두

배가 가라앉고, 가족이 전부 죽고, 자신은 고통을받는다고 말한다.31) 루리아식

관점에서 보면악은 창조과정에서 이미 생겨나세상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악

이왜생겨났는지밝히지못한채악이 존재하는세상, 즉배가침몰한 상태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수명은 한정적이므로누구든언젠가는 사랑하는 가

족을잃게 되며, 욕망, 두려움, 권태 등 파이가 구명보트에서느꼈던감정을느끼

며크고작은 고통을느낀다. 따라서 파이의 표류는 불확실하고 유한한 인간의 보

편적인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소설의 2부 ‘태평양’에 등장하는 파이와 리처드 파커이야기에서 파이의 생존을

돕는 도구중하나는 생존지침서이며, 또 하나는 파이가직접조사하고겪으며얻

게 되는앎이다. 숙련된항해사인 해군지휘관이작성한 생존지침서는난파를겪

은 이에게 실용적인 정보를제공한다. 파이는 이 가르침을 적용해나가며점차표

류생활에익숙해지게 된다. 그러나 파이가처한 상황에는 생존지침서외의 것도

필요하다. 생존지침서에는 구명보트에 대한 정보나호랑이와 관계를맺는방법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파이는 두려움을무릅쓰고직접구명보트 안을 조사하여 물

품 목록을 만들고 자신만의 생존계획을 세운다. 또한 어릴 적 익힌 동물에 대한

지식과 리처드 파커를 관찰하면서얻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를훈련시킬프로그

램을 만들고 이를 실행해 나간다.32)

30) Stephens, “Feeding Tiger, Finding God,”, 50.
31) 마텔, 파이이야기, 394.
32) 마텔, 파이이야기, 184-87, 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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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르는 히브리 성서에서 ‘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두 히브리 단어를 나누

어설명한다. ‘데레크(derekh)’는많은 이들이밟아 이미 만들어져있는길을 의

미하며, 영어로는 주로 way로 번역된다. ‘오라흐(oraḥ)’는 개인이직접밟아 만들

어 나가는 길로, path에 해당한다. 데레크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원하는 이는

누구든밟을 수 있는길이다. 이와 달리 오라흐는올바른 이(the righteous one)

들만이 신의빛비춤으로밟아나가며 장소를새롭게 드러내는길이다.33) 즉데레

크는누구에게나열려진 가르침으로, 소설속 생존지침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다. 오라흐는 개인이 직접 찾아 밟으며 만들어나가는 깨침으로, 소설 속 파이가

생존을 위해직접방법을 강구해나가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이에게는 신성한 영혼과 동물적인 영혼이 있다는 일반성과 각 영혼의 내용은 다양

하다는특수성이 함께있다고 보는카발라의세계관과도 연결된다. 즉파이에게는

벵갈호랑이라는 리처드 파커라는 동물적인 영혼이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리처드

파커가 아닌다른 동물적인 영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자신의 일반성

과특수성을 고려하여 적합한방식을찾아 나가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파이는

데레크와 오라흐를 통합시켜자신의 동물적인 영혼인 리처드 파커를길들여 나갔

다고 할 수 있다.

인도에 있을 때 파이는 의심도 때로는쓸모 있으며, 그리스도처럼모두가 의심

의 길,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야 하나, 의심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34) 그러나 표류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듯이 실제삶(표류)에서

의심에서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은결코쉽지 않다. 파이는바다에서희망과 절

망, 고통과 위안, 믿음과 의심을 번갈아느낀다. 필자는 여기에서 마텔이 유대 전

통의앎과믿음에 대한 관점을접목시켰다고 본다. 유대 전통에서 “안다”는 단어는

지적이거나 추상적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이며 경험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무언가

에 대한앎은 그것을직접겪는 과정에서 오는깨달음을 의미한다.35) 이에입각하

33) Hellner-Eshed, A River Flows, 119-20; Nathan Wolski, A Journey Into
the Zohar: An Introduction to the Book of Radianc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0), 11-13.

34) 마텔, 파이이야기, 45.
35) Starr, Repair of The Soul,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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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파이는 표류과정,즉삶에서의경험을 통해믿음과 의심의 과정을거치며 신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하르는 창세기 에서 신이 유대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Abraham)에게

말한 “나아가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흐 레카(lech lecha)’를 “네 자신에게로

가라, 네 자신을알아라, 네 자신을낫게 변화시켜라”라고 해석한다. 이 나아감은

사람이 이제껏익숙하게 여겨온것에서떠나 현재의 상태에서새로운존재의패러

다임으로 들어감을 뜻한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Jacob)은 그가 두려워하던

형 에사우(Esau)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낯선 이와 한밤중에 씨름을 하게 된다.

오랜시간힘겹게 이어진씨름에서 야곱은 몸에 상처를입었으나 그는 ‘속이는 자’

라는뜻을 지닌기존의 야곱대신 ‘신과맞붙은 이’라는뜻의 ‘이스라엘(Israel)’이

라는새로운이름을얻는다. 이스라엘이 된 그는 이 장소를 “신과 조우했다”는뜻

을 지닌 ‘브니엘(Peniel)’이라 부른다. 즉야곱의 상대는 신이었으며, 씨름은 신과

의 조우였다. 이를 통해 그는 전과는 다른 이로 변하여 유대민족을 대표하는 조상

이 되었다.36)

카발라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파이가 리처드 파커와 마주하고 기존의 관념, 생활

양식과 부딪치면서 일시적인 의심과 절망을 느끼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아브라함의노정(路程), 야곱의씨름에 해당한다. 힌두교도로서채식주의

자였던파이는 물고기를 죽이고는 자신이 성서 속 동생을 죽인카인과 같은죄인

이 되었다며죄책감에 흐느낀다. 이제껏그가 지켜온종교적인 신념체계가 리처드

파커와 그의 생존을 위해깨진 것이다. 그러나곧그는힌두교의비슈누신이 물고

기로 현현하여 자신을돕고 있다고 여기며 사냥에 대한패러다임을바꾸고 상황을

새롭게받아들인다. 이후그는 능동적으로 사냥을 해 나가면서 모든 것이 신으로

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 가끔씩 절망이 찾아오긴 하지만 파이는 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견디며점차강해진다. 이러한 파이의 변화는 두려워피하기만

했던 리처드 파커를 제압하고 완전히 그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37)

카발라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근원인 신에 다다른 상태를 궁극적인 ‘귀환

36) Starr, Repair of The Soul, 23-26.
37) 마텔, 파이이야기, 229-31, 260-61, 2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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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hva)’이라 한다. 출애굽기 의 비유를 들자면 가나안에 완전히 도달한 것이

진정한귀환인셈이다. 유사한 상징이 소설의뒷부분에 등장한다. 파이는육지처

럼보이는섬에 이른다. 이섬에서 파이와 리처드 파커는 배불리먹고휴식을취하

며 한동안머무른다. 그러나섬은 인도 동물원에는없던미어캣은많지만, 미어캣,

해초, 나무를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동식물이 보이지 않으며, 밤마다 연못에서 죽

은 물고기들이올라오는초자연적인곳이다.머지않아 파이는 다른 나무들과 다르

게 검은 열매를 맺은 나무를 발견한다.

필자는 마텔이 이 나무에 다다가는 파이를 ‘과수원으로 나아갔다’고 표현한점에

주목하였다. 유대교에는 과수원과 관련된 유명한 우화가 있다. 천상의 과수원

(pardes)38)에 간 네 명의랍비이야기다. 네 명이 과수원에 들어갔으나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미쳤으며, 한 명은 배교자가 되었고, 오직 랍비 아키바(Rabbi

Akiba Ben Joseph)만이무사히 들어갔다 되돌아왔다. 아키바와세사람의차이

는 아키바가 신을 매우 사랑하는 이였다는점이다.39) 파이가 나무의열매에서 발

견한 것은 사람의 치아였다. 이로써파이는누군가가 자기보다먼저이섬에왔지

만섬에먹혀버렸으며, 섬이 사람을 집어삼키는습성을 지녔음을알게 되고는 안

주하는 대신 다시떠나기로결정한다.40) 소설전반에서 파이는 신을 사랑하는 이

로 그려진다. 신에 대한 사랑에서 파이는풍요와 안락함을제공해주는섬을 포기

하고 자발적으로 불안정한 표류의 삶에뛰어든다. 그는 아브라함처럼다시금나아

가기를, 신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으로 파이는멕시코해변에 도착하여 리처드 파커와헤어진다. 리처

드 파커는 파이곁을떠나숲으로 들어간다. 카발라의 상징으로풀이하면 동물적

인 영혼인 리처드 파커가 초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파이의 최종 목적지인

캐나다에 다다르는 이는 오직 파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표류기 내내 리처드

파커는특정한 대상으로 존재했고, 파이는 그를 다루기 위해애써야했다. 그러나

이제 리처드 파커는 파이에게 통합되어 파이의 안에 기억으로만 존재한다. 그는

38) 주로 과수원(orchard), 정원(garden)이라고 번역된다.
39) Hellner-Eshed, A River Flows, 63, 151-52.
40) 마텔, 파이이야기, 3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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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리처드 파커를길들여야 할필요가없다. 이는카발라에서말하는 진정한

귀환이라 할 수 있다.

Ⅳ. 실재와 해석

소설초반의 ‘작가노트’에서작가인 ‘나’는 파이의 표류기가 신을믿게 할 이야기

라는말을 듣는다. 그리고 소설 후반인 3부 ‘멕시코 토마틀란의 베니토 후아레스

병원’에서 파이는 선박사고 조사자들에게 표류기를 들려준다. 조사자들이맨처음

에 들은 이야기에는 리처드 파커, 오랑우탄, 하이에나, 얼룩말이 등장한다. 하이에

나는얼룩말과 오랑우탄을 죽이고, 리처드 파커는 하이에나를 죽이면서 구명보트

에는 파이와 리처드 파커만이 남게 된다. 조사자들은논리적근거를 들어 파이의

이야기가 믿기힘들다고 말한다. 파이는 그들에게 사랑, 생명, 신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 역시믿음에 달린문제라고 반박한다. 여전히 의심을

떨치지못한채돌아가려는 조사자들에게 파이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이야기에는 파이와 그의 어머니, 요리사와중국 선원이 등장한다. 요리사는 음식

을 구하려고중국 선원의 신체부위를 이용해낚시를 했으며 선원의 죽음을방관했

다. 파이의 어머니는 파이에게 화를 내는요리사에맞서다 그에게 살해당한다. 그

후파이는요리사를 죽이고홀로 표류하다 구조된다. 표류생활에 대한 두 개의 이

야기를제시한 파이는둘중어느이야기가더마음에 드는지묻는다. 동물이 나온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는 조사자의 대답에 파이는 “신의 문제역시 그러하다(so it

goes with god)”고 대답한다.41)

이처럼소설에서 이야기는 신과 함께믿음과 해석의 대상이 된다. 이에 학자들

역시 트라우마 이론, 후기모더니즘의언어 개념, 종교적믿음과 문학적믿음의 관

점에서 신과 이야기의 관계를분석하였다. 필자는 신, 언어, 이야기가 나누어지지

않으며, 문헌과 삶에 대한 해석이 자기와 신을 아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41) 마텔, 파이이야기, 3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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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발라의 관점에서 신과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히브리 성

서는 다양한 이야기로 이루어져있으며, 유대 전통은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 즉

주해를중심으로 발전해왔다.카발라에서는엔소프가 모든 존재의 본질이므로 히

브리 성서의 글자, 상징, 이야기는 모두 신성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성서를 공부

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신과의 교류이며, 여기에서 신에 대한 진정한앎이온다고

보았다. 즉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신을 파악할 수없으며 오직직접적인 교

류로 지혜를 얻어 신을 알 수 있다고 여겼다. 이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문헌이

앞서 언급된 조하르이다.

조하르는 2세기 초 팔레스타인에서 랍비 시몬 바 요하이(Rabbi Shimon

Bar Yohai)와 그의제자들이 여러사건을겪으며 히브리 성서를 주해하는 구성

으로 되어있다. 이 주해에는 왕, 여인을 비롯한 다양한 상징을 사용해 카발라적

세계관을 반영한 이야기들이 포함되며, 시몬바요하이와제자들, 그외의 등장인

물들은 성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주고받는다. 이들은 성서의 문자적 형태

(peshat) 안에 신비(sod)가숨어있다고 보면서랍비문헌해석방식과카발라 사

상을 접목하여 문헌을 다층적으로 해석하였다.42)

또한카발라에서는 하위의 물질세계인세상과 상위의 신성한세계가엔소프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세상에서벌어지는 일이 신의힘의 드러남인 것

처럼, 세상 모든 존재의 생각과행위는 이힘에 영향을끼치며 신성한세계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여겼다.43) 이 같은 관점에서 카발리스트들은 문자, 상징,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문헌(신)과 해석하는 이(인간) 모두를 변화시키며, 해석작

업은 개인의 영적 진보뿐 아니라세상에 신성을회복시키는 우주적인 과업이라고

보았다. 특히루리아는 모든 영혼이 문헌에 대해 자기만의 해석을 지니며, 이 각각

의 해석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끼치면서 함께영적으로 진보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가리켜개인과 우주적인측면에서 사람들이 신성의 불꽃을회복(tikkun)시

킨다고 표현하였다.44)

42) Wolski, A Journey Into, 1-22, 132.
43) Dan, Kabbalah, 54-56.
44) Starr, Repair of The Soul, 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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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는세상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이며, 이것이 삶을 이야기로 만드는방식이

라고말한다.45) 이야기에 대한 파이와루리아의 유사성을찾아볼수 있는 대목이

다. 유사한점은 표현에서도 나타난다. 소설도입부에 등장하는 ‘작가노트’에서작

가인 ‘나’는 소설을쓰다가 실패한다. 마텔은 그 소설이 사건, 주제, 문장은괜찮았

지만결정적으로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불꽃이 부족하고 표현한다. 이에 ‘나’

는 소설을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보내없애버린후에 파이를 만나고 그의 이야기

를 소설로 완성한다. 마텔은 이를 두고 “생생한 불꽃을 냈다.”라고 표현한다.46)

루리아가 말한 것처럼 파이의 이야기는 작가 ‘나’의 불꽃을 회복시켰고, ‘나’가 쓴

소설은 이를읽는독자의 불꽃을회복시켜개인과 우주의회복에 기여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스트래튼은 마텔이 신의 존재를 파이의난파경험의 진실과 같은 위치에놓았으

며, 파이가 말하는 언어와 이야기에 객관적인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설이후기모더니즘적 관점을 가진다고 보았다.47) 그러나 파이는 신을궁극적인

실체이자 존재를떠받치는 틀이라굳게믿는다. 그는 신에 대해 나름의입장을 가

진무신론자를 존중하지만, 그 역시 죽을 때가 되면 신에 대한믿음을 가질 것이라

말한다. 또한 신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의심에 머물러 있는 불가지론자를

강하게 비판하며, 그들은 상상력이 부족해 죽는 순간에도 좋은 이야기를 놓치고

말것이라고말한다. 나아가 리처드 파커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선택한 조사자에게

고맙다고말하며 신의 문제역시 그러하다고답한다.48) 즉파이는스트래튼의 지

적대로 신, 언어, 이야기를 동일 선상에놓고 있다. 그러나 신이숨겨져있는세상

에 대한 해석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신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며

세상에 대한 언어와 이야기로 신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절대성과

객관성을 부정하는후기모더니즘과는 명확한차이를 보이며, 신이 모든 것에 현존

하며 인간은 자신의 삶과 이에 대한 해석에서 신과 교류할 수 있다고 본카발라에

보다 가까운 입장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45) 마텔, 파이이야기, 375.
46) 마텔, 파이이야기, 8-12.
47) Stratton, “Hollow at the core,” 6, 19.
48) 마텔, 파이이야기, 44-45, 87, 96,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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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라이프오브파이를 다룬연구들은 문학이론, 정신분석,후기식민주의,후기모

더니즘등의 관점에서 파이의경험과 이에 대한 해석을 다루었다.필자는 두 부분에

공통적으로카발라가 등장한다는점에착안하여,카발라를중심으로 소설을분석하

면서 종교 전통에 대한 이해가 예술을 해석하는 틀이 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파이의 세 이름(본명, 호칭, 작명)과 리처드 파커의 이름은 카발라의 신론 및

창조론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파이와 리처드 파커는 한 명의 인도 소년

및한 마리의벵갈호랑이이자 모든 인간에 보편적으로 내재한 신성한 영혼과 동

물적인 영혼이다. 그리고 리처드 파커와 함께한 파이의 표류기는 인간이 동물적

인 영혼을초월하여근원적인 신성에 다다르는 영적인 여정으로볼수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캐나다라는 표류기 구조와카발라에서 영적인 진보를 의미하는 이집

트-홍해-가나안의 구조가 일치한다는점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파이가타고 있던

선박의난파 역시카발라의 창조론으로풀이될 수 있으며, 파이와 리처드 파커의

관계 변화및섬의 등장 또한카발라의 교리및상징에 부합한다. 나아가 소설에서

이야기와 해석을 보는 관점역시카발라의언어, 이야기, 신 개념과 유사하는점에

서 카발라가 작품을 관통하는 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이프오브파이는 종교, 과학, 이성, 이야기,믿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그러므로카발라라는 하나의 종교 전통만으로 소설전체를 완전히 해석할 수는없

을 것이다. 그러나 마텔이 유대 역사와 전통에많은 영향을받았다는점만큼은분

명하다. ‘작가노트’ 말미에 등장하는 소설에 도움을 준 이들중유일한 실존인물인

모아시르스클리어(Moacyr Scliar)는브라질계 유대인작가이다.49) 그의 소설

막스와 고양이들(Max and Cats)은 라이프오브파이처럼한 사람이 동물과

함께배를타고바다를 건너이주하는 이야기를담고 있다. 막스와 고양이들의
주제는 나치와 홀로코스트이며, 이는 마텔이 라이프 오브 파이 이후 9년 만에

출간한 소설 베아트리스와 버질(Beatrice and Virgil)의 주제이기도 하다.

49) 마텔, 파이이야기,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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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종교’라는근대적인 개념과 명칭이 부여되기 전부터언어, 상징, 이야기

로 인간곁에 존재해왔다. 소설에서 파이는힌두교, 그리스도교 등의 이야기를새

롭게 각색하고 삶에 적용시키며 자신만의 신화와 종교를 만들어나간다. 현대에서

신화는 예술작품으로 드러난다는엘리아데(Mircea Eliade)의말처럼문학과 종

교는 인간에게끝없이 신성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며, 그렇기에 서로가 해석의

주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라이프 오브 파이로 확인하였다.

주제어: 카발라, 파이이야기, 라이프 오브 파이, 문학 해석, 문학과 종교

투고일: 2017.10.16.  심사종료일: 2017.11.02. 게재확정일: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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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Yann Martel’s Life of Pi in the Perspective of Kabbalah

Kang, Jieon (Seoul National Univ.)

Yann Martel’s bestseller novel Life of Pi tells a story about an Indian 

boy who drifted with a Bengal tiger for 227 days. Academic studies dealt with 

this novel for two parts – an event and the interpretation of an event –mainly 

in the light of literary theory, psychoanalysis, postcolonialism, postmodernism. 

This study uses Kabbalah as an interpretive tool, which is hidden in the text 

and tries to find out that religious tradition could be an effective frame for literature. 

Pi’s three names(Piscine-Pissing-Pi) has a distinct connection with 

Kabbalistic theosophy and the doctrine of creation. It represents the ultimate god 

as Ein Sof (Pi) and god’s attributes(Piscine/Pissing). Piscine can be read as a 

divine soul in every human being. In this perspective, Richard Parker, who originally 

has a name “thirsty” can be animal part in the human soul. So Pi and Richard 

Parker make a pair of a soul and their castaway story is a spiritual journey that 

the divine soul transcends over the animal soul.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story (India, Pondicherry – the Pacific –

Canada) also could be read as a metaphor for the spiritual process in Kabbalistic 

thought. In this reading, the traumatic events that a ship named ‘tsimtsum’ wrecked 

and people died can be transformed as a universal condition of humanity. And 

the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Pi and Richard Parker, cannibalistic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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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arrival at the Mexico beach turns into a transformation and a return to 

the essence of a soul.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and story, storytelling and interpretation, 

speaker and listener also show similarity in the Kabbalistic view about language, 

text, story and god. Literature and religion have been effected human in a form 

of story and both can contain holiness in them. So understanding religious tradition 

can be an effective tool for an interpretation of literature as the case of Life of 

Pi. 

keywords: Kabbalah, Life of Pi, Interpretation of literature, Literature and relig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