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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을 창조하고자 하는 인간의 야망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호문쿨루스는 이러한 야망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름이다.

그러나 의화학적(또는 연금술적) 호문쿨루스 제작에 관한 최초의 문헌을

남겼던 16세기 의사 파라켈수스에 관한 연구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파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 레시

피를 1차 사료에 근거하여 분석하려는 첫 시도이다.

역사 속에서 인간의 창조 능력이 두드러지게 발휘되었던 분야 중 하

나는 연금술이었다. 연금술은 하나의 실체를 다른 실체로 바꾸는 기예

행위로서, 처음에는 금속을 황금으로 변성시키려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중세 아랍과 이베리아의 연금술로부터 영향을 받은 파

라켈수스는, 황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위한 약을 제

조하는 것으로 연금술의 목적을 전환시켰다.

그러나 파라켈수스의 추종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위-파라켈수

스의 저작으로 판명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De natura rerum)』

(1537)에서, 파라켈수스주의자들 중 하나였을 익명의 저자는, 연금술의

최종적인 목적으로서 완벽한 인간 즉 호문쿨루스의 제작을 꿈꾸었다. 이

저작에서 발견된 호문쿨루스 레시피에는 파라켈수스의 사상뿐만 아니라

고대와 중세의 다양한 사상적 전승들이 축적되었다. 이 레시피는 한 세

기가 지나도록 진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파라켈수스주의자들은 호문

쿨루스 모티프를 포기하지 않았다.

호문쿨루스를 제작하는 행위는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는 연금술사들

의 사회개혁 의지를 반영했다. 의화학적 연금술을 통해 인간이 더 건강

한 인간으로 변성될 수 있을진대, 그러한 인간들이 모인 사회도 더 나아

질 수 있을 것임을 연금술사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호문쿨루스는 단지

의학의 영역 내에서만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상

징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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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대의 과학자와 의사들은 저마다의 유토피아를 그려왔다. 비록

16세기의 호문쿨루스가 오늘날의 복제 인간과 기술적으로 동일하지는 않

더라도, 호문쿨루스 제작을 꿈꾸었던 근대 초 연금술사들과 복제 인간을

연구하는 오늘날의 의학자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유토피아를 갖는다는 점

에서 서로 공통된다. 호문쿨루스라는 낡은 아이디어가 오늘날에도 여전

히 유효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 위에서, 본 논문은 파라켈수스라는 실존 인물

및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기이한 문헌을 검토했고, 호문쿨루스

레시피가 포함된 텍스트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했다. 더불어, 호문쿨루스

가 파라켈수스 이후에 남긴 유산이 무엇이었는지를 제시했다. 이 유산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주요어 : 파라켈수스, 호문쿨루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연금술

파라켈수스 문헌, 파라켈수스주의

학 번 : 2017-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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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서론

1.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그래, 그 질문을 해주다니 기쁘구나. 그건 내가 떠올린 기막힌 생각 

중 하나였다. 단둘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정말 굉장한 발상이

었지. 그러니까, 그 돌을 찾고자 하는 사람, 찾기는 하되 사용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사람만이 그 돌을 가질 수 있는 거란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금을 만들어 내거나 생명의 영약을 마시는 자신의 

모습만 보게 되지.1)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 중 하나인 『해리포터: 마법사

의 돌』의 마지막 장면이다. 자신이 어떻게 마법사(현자)의 돌을 손에 넣

을 수 있었는지 해리가 묻자, 덤블도어 교장은 그 돌이 그것을 원하되

사용하지는 않을 사람에게만 주어지도록 설계되었다고 대답한다. 그의

이 대답은 비록 소설의 한 대목이지만, 놀랍게도 연금술의 역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현자의 돌(lapis philosophorum)은 그저 판타지 장르의 소재가 아니

라, 역사적으로 연금술에서 사용되었던 핵심 용어였다. 물론 그 돌 자체

가 실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목표로 삼았던 연금술의 역사는

실재했다. 대개 현자의 돌은, 연금술사가 목표로 삼은 최종 물질의 제조

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한 매개 물질을 일컫는 표현이었다. 하지

만 현자의 돌을 향한 목표가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의 방향만을 가졌

던 것은 아니었다. 덤블도어의 표현대로, 어떤 이들은 황금을 얻기 위해,

다른 어떤 이들은 영약을 얻기 위해 현자의 돌을 찾아 헤맸다. 연금술의

목표가 황금에서 영약으로 바뀌었던 것은, 실제 연금술의 역사에서 벌어

1) 조앤 K. 롤링, 『해리포터 1: 마법사의 돌』, 강동혁 역 (20주년 개
정판; 파주: 문학수첩, 2019),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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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던 중요한 전환이었다.

중세 및 근대 초 연금술과 화학(chymistry)2)의 역사를 연구한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과학사학자 윌리엄 뉴먼(William Newman, 1955～)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우려 섞인 표현을 빌려, 인간이 추구해온 창조

의 노력을 “프로메테우스의 야망”(Promethean ambitions)이라 칭했다.3)

뉴먼이 인상적으로 요약했던 바, 고대로부터 인간은 자연을 모방하고자

했고, 자연에 도전하고자 했으며, 자연을 완전성으로 이끌고자 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인간의 기예를 바탕으로 자연의 원본을 넘어서는 존재를

창조함으로써 창조주만이 가진 능력을 획득하고 싶어 했다.4) 그런데 이

러한 인간 기예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다름 아닌 연금술이

었다. 연금술사들은 연금술이라는 기예를 통해 황금을 만들고, 영약을 만

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창조주가 빚은 가장 뛰어난 작품까지도 만

들어 내려고 했다. 그 작품이란, 바로 인간이다.

16세기 스위스 출신의 의사 파라켈수스(Paracelsus, 1493/4～1541)는

인간을 인공적으로 창조하려는(혹은 복제하려는)5) 노력의 역사에서 반드

시 등장하는 이름이다. 파라켈수스는 호문쿨루스(Homunculus)라는 소인

(小人)을 제작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그러나

2) ‘키미스트리’라는 고어(古語)의 사용에 관한 논쟁으로는 다음의 논문
을 참조하라. William R. Newman & Lawrence Principe, “Alchemy vs.
Chemistry: The Etymological Origins of A Historiographic Mistake,” Early
Science and Medicine 3 (1998): 32-65. 뉴먼과 프린시프(미국 존스홉킨스대
학 과학사)는 중세 말 연금술과 근대 화학 사이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기예를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 16∼17세기의 맥락에서, 사실상
‘키미스트리’는 의학적 성격이 부여된 연금술을 의미했다.

3) William R. Newman, P romethean Ambitions: Alchemy and the
Quest to Perfect N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1; 아이스퀼로스, 『아이스퀼로스 비극 전집』, 천병희 역 (고양: 숲,
2008), 351. “나는 회향풀 줄기에 싸서 불의 원천을 몰래 훔쳐냈는데, 그것이
인간들에게 온갖 기술의 교사가 되고 큰 도움이 되었지”(「결박된 프로메테
우스」, 110-111행).

4) William R. Newman, P romethean Ambitions, 4-5.
5) William R. Newman, P romethean Ambitions, 8. 각주 19를 보라.

뉴먼은 ‘복제하다’라는 단어를 자연적 생산물의 정확한 재생산, 즉 인간에 의
한 자연적 사물의 재창조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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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소개된 몇몇 대중 서적들을 일별해 보아도, 그에 관한 이야기는

대개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준에서 짤막하게 인용될 뿐, 그 이야기가 가

진 명확한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인간복제의 문

제가 의학의 영역을 넘어서 중차대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오늘날조

차, 지금보다 무려 500년을 앞선 인간복제 아이디어의 뿌리라 할 수 있

는 ‘호문쿨루스 레시피’가 그저 흥미의 대상으로만 남는다면, 이는 의학

의 역사에서 중요한 퍼즐 하나를 놓치고 있는 셈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파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 제작에 관한 역사적이고

비평적인 연구를 시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여기에는, 국내 의사학 연구

자들에게조차 아직 생소한 파라켈수스라는 인물 및 그가 남겼던 방대한

문헌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도 포함된다. 이 인물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은 르네상스기에 전개된 연금술의 역사, 즉 화학에 의학적 목표가

부여된 의화학(iatrochemistry)의 출발이라는 맥락에서라야 진정한 의미

를 가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파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를 ‘의화학

적’ 호문쿨루스로 규정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다.

첫째, 파라켈수스의 생애, 계보, 사상, 저술 등, 파라켈수스에 관한 기

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은 파라켈수스에 관한 다양한 연

구 주제들 중 호문쿨루스라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지만,

향후 파라켈수스에 접근하려는 연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료들

을 최대한 소개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 기능하려

한다.6)

둘째, 파라켈수스의 의화학적 호문쿨루스 레시피가 담겨 있는 문헌인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De natura rerum)』제1권의 텍스트 전체를 한

국어로 번역할 것이다.7) 이는 파라켈수스 문헌이 우리말로 소개되는 첫

6) 파라켈수스에 관한 국내의 선행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본
논문의 1.2.4.를 보라), 일회성의 학위논문 이후 후속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부족하나마 본 논문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부하고자 한다.

7) 파라켈수스 문헌에 대한 비평적 연구가 시작된 20세 초 이후로는(본
논문의 1.2.3.을 보라), 본 연구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언어로도 이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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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이다. 서양 역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분야일수록,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민주적 과정으로서 번역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할 필요

가 없다. 문헌의 번역과 주해로 학위논문을 쓰는 일이 이제는 우리나라

의 대학들에서도 그리 낯선 현상이 아니게 되었다.8) 본 논문은 그간 막

연하게만 인용되었던 파라켈수스 문헌을 신비한 베일에 싸인 그 무엇에

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연구 자료의 자리로 끌어내리려 한다.

셋째, 과연 호문쿨루스 제작이라는 아이디어가 누구의 것이었으며, 무

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인지를 다룬 최근 연구들을 정리할 것이다.

이어서 호문쿨루스 개념이 파라켈수스 이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

여졌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봄으로써, 이 주제가

오늘날 인간복제 이슈가 갖는 사회적 성격과도 맞닿아 있음을 제안할 것

이다.

1.2. 연구사

16세기 의학개혁의 주역이었던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 1514～

1564), 앙브루아즈 파레(Ambroise Paré, 1510∼1590), 윌리엄 하비

(William Harvey, 1578～1657)와 비교하여, 파라켈수스는 의사학 연구자

들에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인물이다. 게다가, 파라켈수스의 저

작으로 알려진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는 소수의 파라켈수스 연구자들

내에서도 더더욱 비주류의 연구 주제였다.

스트 전체의 번역이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다만 부분 발췌 영역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Nicholas Goodrick-Clarke, Paracelsus: Essential Readings
(Berkeley: North Atlantic Books, 1999), 173-176.

8) 이 문제에 관한 최초의 인식은 어린 시절 읽었던 다음의 책에서 얻
었음을 밝혀둔다. 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중판: 서울: 통나무,
1990), 123-130; 본 논문과 유사한 시도로서 다음의 선행 학위논문이 있다.
윤태욱,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의 해부학적 연구와 자연철학: 『동물
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Exercitatio Anatomica de
Motu Cordis et Sanguinis in Animalibus)』(1628)의 번역과 주해,” (연세대
학교 대학원,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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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파라켈수스 연구사: 제1～2세대 연구

20세기를 시간 배경으로 설정하여 독일어권 및 영어권 문헌을 대상으

로 ‘파라켈수스’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구글 엔그램뷰어는 [그림 1]과 같

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9)

독일어권 그래프는 1940년대 전반을 중심으로 짧은 시기 동안에 파라켈

수스의 빈도수가 급증했다가 급감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급감한

빈도수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 다시금 한 차례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 했

지만, 1940년대와 비교하여 그 증가폭이 크게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영

9) 구글 엔그램뷰어 활용에 관한 아이디어는 본 논문을 지도한 김옥주
교수의 ‘의학사 연구의 방법과 실제’ 세미나(2018년 봄 학기)로부터 얻었다.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에레즈 에이든 & 장-바티스트 미셸, 『빅데이터 인문
학: 진격의 서막』, 김재중 역 (파주: 사계절, 2015). 물론, 엔그램뷰어만으로
특정 주제의 연구 동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다만 어느 정도의 경
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뿐이다.

[그림 1] ‘Paracelsus’의 엔그램뷰어 그래프 (좌:독어, 우: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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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권 그래프는 1980년대 이후로 한 차례의 독보적인 증가를 보여주었다.

이 시기 영어권의 증가폭은 같은 시기 독일어권의 증가폭을 앞섰다.

위와 같은 결과는 20세기 파라켈수스 연구사의 몇몇 중요한 국면들을

암시한다. 우선, 파라켈수스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그 자체는 20세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1589～1591년 요한네스

후저(Johannes Huser, 1545～1597)에 의해 파라켈수스 문헌이 10권의 분

량으로 집대성된 이후, 무려 3세기가 넘는 시간을 건너뛰어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카를 주드호프(Karl Sudhoff, 1853～1938)에 의해 파라켈수

스 전집의 비평적 에디션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10)

1) 초기 연구와 주드호프

물론 주드호프 전집의 성립 이전에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

쳐 진행된 파라켈수스 연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오래된 후저 전집

및 제한된 문헌들에 의존해야 했던 당시의 연구는, 독일어권에서는 의사

이자 신지학자(theosophist)였던 프란츠 하르트만(Franz Hartmann, 183

8～1912)11), 파라켈수스의 전기 및 그의 주저 『파라(Para)』 3부작을

출판했던 프란츠 슈트룬츠(Franz Strunz, 1875～1953)12) 등을 중심으로,

영미권에서는 존 스틸만(John Stillman, 1852～1923)13) 등을 중심으로 그

10) 후저 전집 및 주드호프 전집에 관한 설명은 본 논문의 1.2.3.을 보
라.

11) Franz Hartmann, The Life of Philippus Theophrastus Bombast
of Hohenheim Known by the Name of Paracelsus and The Substance of
H is Teaching (London, 1889), 4. “파라켈수스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졌고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비웃음 당했지만, … 그의 천재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세상이 영적 진리에 대해 눈을 뜨게 되면서 그는 정신적 지평 위에 별처럼
나타난다.” 하르트만은 파라켈수스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그를 새로운 의학
개혁을 이끈 영웅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르트만은 영어로도 많은
저술을 남겼다.

12) Franz Strunz, Theophrastus Paracelsus, sein Leben und seiner
Persönlichkeit. Ein Beitrag zur Geistesgeschichte der deutschen
Renaissance (Leipzig: E. Diederichs, 1903). 오스트리아 출신의 과학사가였
던 슈트룬츠는 말년에 나치당에 가입했다.

13) John M. Stillman, Theophrastus Bombastus von Hohenheim
Called Paracelsus, H is Personality and Influence as a Physician, Che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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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어서, 1922년부터 카를 주드호프가 주도하여 시작된 총 14권 분량

의 파라켈수스 전집의 편찬은 파라켈수스의 의학, 자연학, 철학에 관한

연구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어줄 것이라 기대되었다. 그러나 주드호프 전

집의 마지막 권이 완성되었던 1933년, 바로 그 해에 파라켈수스 연구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나치당이 집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성의 우월함을 선전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6세기 독일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

1546)를 비롯하여 파라켈수스도 나치 프로파간다에 의해 게르만 영웅으

로 부각되었는데,14) 1940년을 전후로 독일어권 파라켈수스 연구가 급증

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15) 소위 ‘나치 할리우드’ 정책을 통해 파라켈수

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 연극, 오페라가 제작되어 널리 상영되었던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16) 따라서 파라켈수스 연구사는

and Reformer (London: The Open court publishing co., 1920), 4-10. 미국
의 과학사가이자 스탠포드 대학 최초의 화학 교수였던 스틸만은 파라켈수스
를 새로운 의학의 개척자로 칭송하면서 그를 향한 엇갈린 평가들로부터 그의
실제 모습을 규명하려고 했으며 그에 관하여 전해져 내려오던 신화와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했다.

14) 이러한 프로파간다에 에르빈 콜벤하이어(Erwin Kolbenheyer)의 파
라켈수스 3부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Erwin G. Kolbenheyer, Die
Kindheit des Paracelsus (Munich: Georg Müller, 1917); Das Gestrin des
Paracelsus (Munich: Georg Müller, 1921); Das dritte Reich des
Paracelsus (Munich: Georg Müller, 1925).

15) 나치의 파라켈수스 영웅 만들기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
라. Hartmut Rudolph, “Zum Paracelsusbild im Nationalsozialismus, vor
nehmlich bei Erwin Metzke,” in Die Wiederkehr der Renaissance in 19
und 10 Jahrhundert, eds. Helmut Koopmann & Frank Baron (Leiden: Brill,
2013), 115-135; 여전히 논쟁으로 남아있는 파라켈수스 저작의 반유대주의적
혐의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Udo Benzenhöfer & Karin
Finsterbusch, “Antijudaismus in den medizinisch-naturwissenschaftlichen
und philosophischen Schriften des Paracelsus,” Sudhoffs Archiv 81 (1997):
129-138.

16) 나치 집권기의 가장 대표적인 파라켈수스 전기 영화였던 게오르크
팝스트(Georg W. Pabst) 감독의 「파라켈수스」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Udo Bensenhöfer, “Zum Paracelsus-Film von Georg W.
Pabst(1943),” in Parerga Paracelsica: Paracelsus in Pergangenheit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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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출발에서부터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굴곡의 역사를 지닐 수밖

에 없었다.17)

나치가 집권하자, 당시 독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의사학자 헨리

지거리스트(Henry Sigerist, 1891～1957)18), 민속학자 빌-에리히 포이케

르트(Will-Erich Peuckert, 1895～1969),19) 유대계 의사학자 발터 파겔

(Walter Pagel, 1898～1983)20)은 독일을 떠나거나 추방당했던 반면, 그들

의 선배였던 노년의 주드호프는 나치당에 가입하여 자신의 후임이었던

지거리스트의 교수직을 다시금 차지하여 제3제국의 의사학계를 이끌었

다.21) 그는 이 시기에 간략하지만 권위 있는 파라켈수스 전기를 썼고,22)

그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파라켈수스 연구를 쏟아냈다. 하지만 본 논문

에서는 이처럼 불행했던 시기에 성립된 적지 않은 참고문헌들을 의도적

으로 배제하기로 한다.

Gegenwart, ed. Joachim Telle (Stuttgart: Steiner, 1991), 359-378.
17) 2차 세계대전 중 맞이했던 파라켈수스 서거 400주년(1941년)을 기

념하는 다음의 논문을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Hans Kaiser,
“Zum 400. Todestag des großen deutschen Arztes Theophrastus
Paracelsus,” Die Krankenhaus-Apotheke 14 (1941): 93-101; 반면에, 미국으
로 건너온 지거리스트는 같은 해를 다른 관점에서 기념했다. Henry Sigerist,
“Paracelsus in the Light of 400 Years,”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Lectures to the Laity 6 (1941): 28-51.

18) 헨리 지거리스트, 『문명과 질병』, 황상익 역 (파주: 한길사,
2008), 267. 훗날 지거리스트는 파라켈수스주의와 같은 신비주의 기반 철학의
재유행이 파시즘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정치철학과 의학의 관
계에 주목했다.

19) Thomas Willard, “The Monsters of Paracelsus,” in Beasts,
Humans, and Transhumans in the M iddle Ages and the Renaissance, ed.
J. Eugene Clay (Turnhout: Brepols, 2020), 154. 각주 12를 보라.

20) 발터 파겔은 바이마르 시대에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나치가 집권하자, 유대계였던 그는 영국
으로 넘어와 병원 컨설턴트로 일했다.

21) 주드호프와 나치즘의 협력 관계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
라. Dominik Gross & Werner F. Kümmel, “Karl Sudhoff und der
Nationalsocialismus,” Sudhoffs Archiv 100 (2016): 2-22.

22) Karl Sudhoff, Paracelsus, Ein deutsches Lebensbild aus den
Tagen der Renaissance (Leipzig: Bibliographisches Institut A. G., 1936).
주드호프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는 후대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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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930～1940년대에도 초창기 연구의 흐름을 이어받아 진정성 있

는 파라켈수스 연구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 과학사가 알렉상드르 쿠아레(Alexandre Koyré, 1882～1964)23)와

네덜란드 과학사가 레이여 호이카스(Reijer Hooykaas, 1906～1994)24)가

파라켈수스를 연구했고, 독일 내에서도 나치에 의해 희생당한 유대계 화

학사가 에른스트 다름슈태터(Ernst Darmstaedter, 1877～1938)25)와 끝까

지 나치에 협력하지 않았던 사회주의 계열 역사학자 카를 비텔(Karl

Bittel, 1892～1969)26)의 연구가 이어졌다.

2) 제1세대 연구와 파겔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그림 1]에 나타난 1940년대의 정점이 지나

고 나서야, 비로소 1950～1960년대에 걸쳐 제1세대 파라켈수스 연구가

전개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주드호프 전집에 기초한 파라켈수스 연구

의 뼈대가 형성되었는데, 독일에서는 요제프 슈트레벨(Josef Strebel,

1884～1952)27)이, 스위스에서는 로베르-앙리 블라제(Robert-Henri

Blaser, 1919～1986)28)가 파라켈수스의 생애와 문헌에 관한 학문적 연구

23) Alexandre Koyré, Paracelse (Paris: Revue Hist. Philos. Relig,
1933). 쿠아레는 단절적인 지적 변화를 통한 과학혁명이라는 고전적 이해의
토대를 제시했고, 이러한 관점에서 파라켈수스를 바라보았다.

24)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Reijer Hooykaas, “Die chemische
Verbindung bei Paracelsus,” Sudhoffs Archiv 32 (1939): 166-175.

25) Ernst Darmstaedter, “Paracelsus, De natura rerum: Eine
kritische Studie,” Janus 37 (1933): 1-18, 48-62, 109-115. 다름슈태터의 연
구는 본 논문의 주제인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 관한 최초의 학술적 논
문이다. 온라인으로는 얻기 힘든 이 논문의 인쇄본이 현재 독일 뮌헨 대학
및 괴팅겐 대학에 소장되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준 베를린 대학 신학부 박
사과정의 김귀권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26)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Karl Bittel, Paracelsus-
dokumentation, Referatblätter zum Leben und Werk des Theophrastus
von Hohenheim (Stuttgart: Paracelsus-Museum, 1943); Paracelsus: Leben
und Lebensweisheit selbstzeugnissen (Leipzig: Reclam, 1944).

27)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Josef Strebel, Theophrastus von
Hohenheim: Sämtliche Werke, 8 volumen (St. Gallen: Verlag Zollikofer &
co., 1944-49).

28)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Robert-Henri Blaser, Paracelsu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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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남겼다. 카를 비텔과 더불어 슈트레벨과 블라제의 연구는 파겔에 의

해 자주 인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맑스주의 저술가 헨리 팍터

(Henry Pachter, 1907～1980)29)와 오스트리아의 저술가 에른스트 카이저

(Ernst Kaiser, 1911～1972)30)는 파라켈수스의 전기를 썼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1세대 연구를 상징하는 이정표는 발터 파겔의

1958년 저작 『파라켈수스: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적 의학 입문』31)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파라켈수스의 생애, 철학, 의학에 관한 당대의 연구

주제들을 총망라했으며,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고대, 중세, 르네상스기의

아이디어들에 관한 상당한 분량의 자료들을 제시했다. 파겔의 『파라켈

수스』는 이후의 거의 모든 파라켈수스 연구자들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

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겔은 이 책의 서문에서, 파라켈수스를 하나의 ‘비범한’ 개인을 의미

하는 “서번트”(savant)로 분석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초기 연구의 경향을

이어받았다. 파라켈수스의 견해, 신념, 관찰은 “그의 죽음과 더불어 죽었

을” 만큼 독특했다는 것이다.32) 그럼에도 파겔은, 파라켈수스라는 인물

안에 담겨 있는 마법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 간의 모순을 그저 이중인격

으로 이해하려 했던 과거의 연구와는 달리, 파라켈수스의 당대에는 그

모순이 결코 모순이 아니었음을 규명함으로써 그의 인간적 면모를 새롭

게 그려낼 뿐만 아니라 선배 연구자들의 휘그주의적 시각을 극복하겠다

Basel: Sieben Studien über Werk, Wirkung und Nachwirkung des
Paracelsus in Basel (Basel: St. Arbogast Verlag Muttenz, 1979).

29) Henry M. Pachter, Paracelsus: Magic into Science (New York:
Henry Schuman, 1951). 이 책의 독일어판은 1955년 취리히의 Büchergilde
Gutenberg에서 출판되었다.

30) Ernst D. Kaiser, Paracelsus in Selbstzeugnissen und Bild-
dokumenten (Hamburg: Rowohlt, 1969[『파라켈수스』, 강영계 역 (서울: 한
길사, 1997)]).

31) Walter Pagel, Paracelsus: An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Medicine in the Era of the Renaissance (Revised; Basel: Karger, 1982).
이 책의 초판은 1958년에, 개정판은 파겔이 사망하기 1년 전인 1982년에 출
판되었다. 원래 그의 연구 주제는 윌리엄 하비와 반 헬몬트였으나, 이들을 연
구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먼저 관심을 쏟았던 인물이 파라켈수스였다.

32) Walter Pagel, Paracelsu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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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도를 드러냈다.33) 이 책의 결론에서, 파겔은 파라켈수스에 관하여

다음의 질문을 던진다. 그는 근대적 의미의 과학자였는가? 그는 독창적

이었는가? 역사는 그를 필요로 했는가? 파겔의 대답은, 모두 ‘그렇다’였

다.34)

2) 제2세대 연구와 문제작들

주드호프 전집과 파겔의 『파라켈수스』는 20세기 후반 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력을 과시해왔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파겔을 위시

했던 제1세대 연구 이후 다시금 새로운 연구 흐름이 등장한 것은 1990년

대에 들어서였다. 스티븐 샤핀(Steven Shapin)의 소위 ‘새로운 관점’에

의해 결정적인 변화를 겪은 과학혁명 연구의 흐름과 무관치 않게,35) 주

로 영미권 학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파라켈수스 연구를 재평가하고 확장

한 제2세대 연구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흐름을 대표하는 미국 일리노

이 주립대학의 역사학자 앤드류 윅스(Andrew Weeks),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과학사학자 찰스 웹스터(Charles Webster), 미국 네바다 대학의

과학사학자 브루스 모런(Bruce Moran)은 저마다 파라켈수스에 관한 종

합적인 연구서를 남겼다.36)

윅스는 과거에 다양한 방향(특히, 과학과 종교)으로 이뤄졌던 파라켈

수스 논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실천이나 경험이 아닌 ‘이

론’(theorica)을 제시함으로써, 파라켈수스적 이론이 1520년대의 짧은 시

기에 외부 환경과의 교류 속에서 집약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이려 했다.

그의 이론은 특정한 사조를 계승했던 것이 아니라, 당대 사조들이 누렸

던 권위의 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37) 웹스터는 파겔이 충분히 다루지 못

33) Walter Pagel, Paracelsus, 3-4.
34) Walter Pagel, Paracelsus, 344-349.
35) 김영식, 『과학혁명: 전통적 관점과 새로운 관점』 (서울: 아르케,

2001), 265-271.
36) 셋 중에서 웹스터와 모런의 책은 21세기에 출판되었지만, 그들의

연구 대부분은 1990년대의 논문 및 저작들을 통해 완성되었다.
37) Andrew Weeks, Paracelsus: Speculative Theory and the Crisis

of the Early Reformat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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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파라켈수스의 종교적, 사회윤리적 측면을 보완하면서, 특히 그가 16

세기의 역사적 맥락에서 종말과 새로운 질서에 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지

고 등장했음을 보여주었다.38) 모런은 1990년에 발굴된 파라켈수스의 유

골로부터 영감을 받아, 파라켈수스 당대에 전개되었던 종교개혁, 과학혁

명, 사회경제적 변화에 그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생

애를 다채롭게 재구성했다.39) 이 외에도 과학저술가 필립 볼(Philip Ball)

은 파라켈수스에 관한 아마도 가장 두꺼운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잘

보여주듯, 볼은 마법이라는 주제를 핵심에 두고 파라켈수스라는 기이한

인간의 삶을 추적했다.40)

이와 같은 제2세대 연구가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은, 파라켈수스를 독

립된 개인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그를 둘러쌌던 시대와 사회 및 그가 영

향을 끼쳤고 그를 추종했던 소위 파라켈수스주의자들(Paracelsians)을 관

찰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학자들로서,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역사학자 휴 트레

버-로퍼(Hugh Trevor-Roper, 1914～2003)41)와 미국 시카고 대학의 과학

사 및 의학사학자 앨런 디버스(Allen Debus, 1926～2009)42)는, 16～17세

기에 걸쳐 파라켈수스의 의화학이 유럽(특히 영국과 프랑스)으로 확산되

었던 여러 가지 국면들 및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주요 의화학자들을

38) Charles Webster, Paracelsus: Medicine, Magic and M ission at
the End of Tim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39) Bruce T. Moran, Paracelsus: An Alchemical Life (London:
Reaktion Books, 2019).

40) Philip Ball, The Devil’s Doctor: Paracelsus and the World of
Renaissance Magic and Science (New York: Farrara, Straus & Giroux,
2006).

41)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Hugh Trevor-Roper, “The
Paracelsian Movement,” in Renaissance Essay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149-199.

42)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Allen G. Debus, The English
Paracelsians (London: Oldbourne, 1965); The Chemical Dream of the
Renaissance (Cambridge: Heffer, 1968); The Chemical Philosophy:
Paracelsian Science and Medicine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y (New York: Science History Publications, 1977); The French
Paracelsi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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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했다. 앞서 언급한 브루스 모런도, 파라켈수스의 의화학의 등장이 마

법이냐 과학이냐의 문제가 아닌 당대에 경쟁했던 여러 지식들 중의 선택

에 관한 문제였다고 주장하면서, 과학혁명이 일회적 혁명이 아니라 다양

한 지식들이 뒤섞여 증류된 점진적인 과정이었음을 보여주었다.43)

더불어, 파라켈수스주의에 관한 중요한 두 권의 연구논문집이 같은

해인 1998년에 출간되었던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의학사학자 올레 그렐(Ole P. Grell)이 편집한 『파라켈수스: 그

라는 인간, 그의 명성과 사상, 그것들의 변형』은 파라켈수스가 남겨 놓

은 수수께끼 같은 흔적들을 역사적, 사회-종교적, 철학-의학적 관점으로

고찰했다.44) 앨런 디버스와 마이클 왈튼(Michael T. Walton)이 편집한

『자연이라는 책 읽기: 과학혁명의 이면』은 파라켈수스 이후 그의 사상

이 파라켈수스 추종자들에 의해 유럽에 확산되던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

러 가지 양상들을 다루었다.45)

이 외에도, 비록 파라켈수스 연구의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연

구사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제작들이 있다. 프란시스 예이츠

(Frances A. Yates, 1899～1981)는 근대 과학의 태동 과정에서 르네상스

시대 헤르메스주의(Hermeticism)의 긍정적 역할을 평가했던 영국의 역

사가였다.46) 그는 파라켈수스가 마법적 세계관에 속했던 인물이 아니라

과학혁명에 앞선 과도기적 ‘로지크루시안’(Rosicrucian) 유형에 속하는 인

물이었으며, 더 나아가 로지크루시안 유형 그 자체가 파라켈수스라는 인

43) Bruce Moran, Distilling Knowledge: Alchemy, Chemistr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2005[『지식의
증류: 연금술, 화학, 그리고 과학혁명』, 최애리 역 (서울: 지호, 2006)]).

44) Ole P. Grell, Paracelsus: The Man and H is Reputation, H is
Ideas and Their Transformation (Leiden: Brill, 1998).

45) Allen G. Debus & Michael T. Walton, Reading the Book of
Nature: The Other Side of the Scientific Revolution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98).

46) Frances A. Yates, Giordano Bruno and the Hermetic Tradi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64); “르네쌍스 과학에서의 헤르메티
씨즘 전통,” in 『역사 속의 과학』, 김영식 편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2),
96. “우리는 르네쌍스의 한 위대한 인물 속에서 헤르메티씨즘의 영향을 발견
하는 것이 그 인물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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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의해 전형적인 성격을 부여받았다고 보았다.47) 예이츠가 내세운 ‘르

네상스 마술 → 로지크루시안 → 근대 과학혁명’이라는 도식은, 알렉상드

르 쿠아레 이래 마술과 과학을 분리했던 지배적인 과학혁명관48)을 향한

중대한 도전이었다.49) 이처럼 파라켈수스를 비롯한 과도기적 인물들에

대해 이뤄진 재평가는 그들과 뉴턴 사이의 간격을 더욱 좁아지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50)

미국의 진보적 민중운동가이자 과학사학자인 클리퍼드 코너(Clifford

D. Conner, 1941～)는 쿠아레의 과학혁명관에 의해 도외시되었던 비주류

과학 분야들 및 실험과 기술의 영역에 주목하여, 과학혁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나 엘리트 과학자들에 의해 가려졌던 장인들의 지식 세계를 드

러내고자 했다.51) 코너는 장인들의 지식에 대한 태도에 따라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 유형의 과학자와 파라켈수스 유형의

과학자를 구별했는데, 전자가 장인들의 지식을 엘리트의 권위 아래 두려

고 했던 반면, 후자는 오히려 장인들에게서 배우려고 했다. 후자의 성격

을 가졌던 파라켈수스주의자들의 존재는, 과학이 소수 엘리트 천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집단적으로 발전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52)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일본의 저명한 재야 과학사가인 야마모토 요시타

47) 프란시스 예이츠, “르네쌍스 과학에서의 헤르메티씨즘 전통”,
98-99. 예이츠가 말하는 로지크루시안은 장미십자회(Rosenkreutz)라는 역사
적으로 실존했던 단체의 소속 여부와 무관한 광의적 개념이다.

48) 알렉상드르 쿠아레, “뉴튼종합의 의미,” in 『근대사회와 과학』, 김
영식 편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9), 13-37.

49) 이러한 예이츠의 도전을 일컬어 ‘예이츠 테제’(Yats Thesis)라고 한
다. 예이츠 테제 및 그에 대한 학계의 반응 및 논쟁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
을 참조하라. 이범, “르네상스～근대초의 마술과 과학,” 「한국과학사학회
지」 15 (1993): 97-115.

50) 이러한 재평가의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Charles Webster, From Paracelsus to Newton: Magic and the
Making of Modern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웹스터는 파라켈수스와 뉴턴의 세계관이 서로 유사했다는 점에 주목
했다.

51) 클리퍼드 코너, 『과학의 민중사: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끈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김명진, 안성우, 최형섭 공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4).

52) 클리퍼드 코너, 『과학의 민중사』, 34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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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山本義隆, 1941～)도 광산 기술에 대한 아그리콜라와 파라켈수스의

태도를 유형적으로 구분했다. 전자가 경영자의 입장에서 산업자본주의의

에토스를 가졌다면, 후자는 노동자의 편을 대변했다는 것이다.53)

1.2.2.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연구사: 제3세대 연구

2017년 12월, 프랑스 파리 고등사범학교(ENS)에서 한 세미나가 열렸

다. 세미나의 주제는 ‘호문쿨루스, 반복발생, 변성, 생명과 죽음에 관한

질문: 파라켈수스를 둘러싼’(Homunculus, palingénésie, transmutation,

questions sur la vie et la mort, Autour de Paracelse)이었다.54) 이 자리

에서 토론된 연구 결과들은 테일러&프란시스 출판사의 학술지이자 세계

에서 가장 유서 깊은 화학사 저널인 Ambix(67호, 2020)에 수록되었다.55)

뿐만 아니라, 브릴 출판사의 학술지 Early Science and Medicine(24호,

2019)과 Daphnis(48호, 2020)에서도 파라켈수스 관련 특집호가 발행되었

다. 2019년과 2020년 두 해에 걸쳐 파라켈수스에 관한 최신 연구들이 동

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셈이다. 이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저자들

로는 윌리엄 뉴먼을 비롯하여 우르스 간텐바인(Urs Leo Gantenbein),56)

디디에 칸(Didier Kahn),57) 히로 히라이(Hiro Hirai),58) 에이미 시슬로

53) 야먀모토 요시타카, 『과학의 탄생: 자력과 중력의 발견, 그 위대한
힘의 역사』, 이영기 역 (서울: 동아시아, 2005), 461, 466; 『16세기 문화혁
명』, 남윤호 역 (서울: 동아시아, 2010), 329. 요시타카는 파라켈수스가 생전
에 받았던 많은 박해도 어느 정도는 그의 출신 계급에 기인했다고 보았다.

54) https://www.ens.psl.eu/agenda/homunculus-palingenesie-transmutatio
n-questions-sur-la-vie-et-la-mort/2017-12-05t090000

55) 이 특집호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Didier Kahn & Hiro Hrai
eds. Pseudo-Paracelsus: Forgery and Early Modern Alchemy, Medicine and
Natural Philosophy (Leiden: Brill, 2022).

56) Urs Leo Gantenbein, “Der Chemiater Angelus Sala, 1576-1637:
Ein Arzt in Selbstzeugnissen und Krankengeschichten,” (Dr. Med. thesis,
University of Zurich, 1991). 스위스 취리히대학 과학사 교수이자, 파라켈수
스 프로젝트의 담당자이다.

57) Didier Kahn, “Paracelsisme et alchimie en France à la fin de la
Renaissance (1567–1625)” (Ph.D. thesis, Université de Paris IV, 1998). 프
랑스 파리4대학(소르본) 과학사 교수이다.

58) Hiro Hirai, “Le concept de semence dans les théories d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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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 Eisen Cislo),59) 데인 대니얼(Dane T. Daniel),60) 아마데오 무라세

(Amadeo Murase),61) 앤드류 스팔링(Andrew Sparling)62) 등이 있다.

적절한 시점에 이와 같은 최신 연구들을 본 논문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음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본 연구자는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시

작한 연구의 흐름을 제3세대 파라켈수스 연구의 출발로 규정하고자 한

다. 이는 파라켈수스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다루는 주제의 설정 자체가

제2세대 연구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위에서 소개한 연구

자들은 1990년대 연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이름이며, 이들 대

부분은 2000년대에 들어와 학위를 받은 신진학자들이다. 더욱이 독일어

권에 집중되었던 제1세대 연구, 영미권에 집중되었던 제2세대 연구와는

달리, 제3세대 연구는 프랑스어권 학자들과 심지어 아시아 학자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포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사적 변화에서 윌리엄 뉴먼의 기여를 언급해야만 한

다. 그는 파라켈수스를 중세 연금술과 근대 초기 기계적 원자론 사이의

연결고리 위에 위치시키려는 독특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연금술에 관하

여 기존의 이해에서 다소 벗어난 이해를 갖고 있다. 대개 연금술의 언어

는 자연과 여성을 신성시하거나 유기체적 세계관 내지는 그리스도교적

matière à la Renaissance: de Marsile Ficin à Pierre Gassendi” (Ph.D.
thesis, Université de Lille III, 1999). 미국 컬럼비아대학 이탈리아 고등연구
아카데미 교수이다.

59) Amy E. Cislo, “Imagining Procreation: Conception and Gestation
in the Works of Paracelsus,” (Ph.D. thesis, Washington University, 2003).
미국 미주리주 워싱턴대학 과학사 교수이다.

60) Dane T. Daniel, “Paracelsus’ Astronomia Magna(1537/38): Bible-
Based Science and the Religious Roots of the Scientific Revolution,”
(Ph.D. thesis, Indiana University, 2003).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주립대학
과학사 교수이다.

61) Amadeo Murase, “Paracelsismus und Chiliasmus im
deutschsprachigen Raum um 1600,” (Ph.D. thesis, Heidelberg University,
2013). 일본 세이가쿠인대학 유럽-미국문화 교수이다.

62) Andrew W. Sparling, “Providence and Alchemy: Paracelsus on
How Knowledge Unfolded, Matter Developed, and Bodies Might Be
Perfected,” (Ph.D. thesis, University of Nevada, 2018). 과학사 독립연구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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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론을 반영한다고 여겨져 왔다.63) 그러나 실제로는 연금술 전통 내에

서도 남성우월주의와 자연을 향한 지배 관념, 기계론적 세계관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뉴먼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

한 목적으로 그가 부각시킨 문헌이 바로 파라켈수스의 저작 『사물의 본

성에 관하여』이다.64) 뉴먼은 자신의 관점과 전략을 이미 1990년대부터

몇몇 논문을 통해 드러냈는데,65) 이러한 단편 연구들을 『프로메테우스

의 야망』으로 종합했다.66) 이 저작을 계기로, 제1～2세대 연구에서는

63) William R. Newman, “Alchemy, Domination, and Gender,” in A
House Built on Sand: Exposing Postmodernist Myths about Science, ed.
Noretta Koert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216-217. 이러한
연금술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칼 융(Carl Gustav Jung, 1875∼
1961)과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였다. 이들의 관점은
페미니즘 역사가인 캐롤라인 머천트(Carolyn Merchant, 1936∼)와 이블린 폭
스 켈러(Evelyn Fox Keller, 1936∼)에 의해 정교화되었다. 다음의 책들에 반
영된 일련의 흐름을 참조하라. 칼 융,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한국
융연구원 역 (서울: 솔, 2004); 미르치아 엘리아데,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이재실 역 (서울: 문학동네, 1999); 이블린 폭스 켈러, 『과학과 젠더』, 민경
숙 역 (서울: 동문선, 1996); 캐롤린 머천트, 『자연의 죽음』, 전규찬 역 (서울:
미토, 2005). 근래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머천트와 켈러의 주된 자료였
던 융과 엘리아데에 대한 뉴먼의 비판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William R.
Newman, Gehennical F ire: The Lives of George Starkey, an American
Alchemist in the Scientific Revolu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115-169. 오히려 일본 만화가 아라카라 히로무의 『강철의 연
금술사』 시리즈가 파라켈수스의 정신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64) William R. Newman, “Alchemy, Domination, and Gender”,
218-220.

65) William R. Newman, “The Homunculus and His Forebears:
Wonders of Art and Nature,” in Natural Particulars: Nature and the
Disciplines in Renaissance Europe, eds. Anthony Grafton & Nancy Siraisi
(Cambridge: MIT Press, 1999), 321-345; “The Homunculus and the
Mandrake: Art Aiding Nature versus Art Faking Nature,” in Genesis
Redux: Essays in the H istory and Philosophy of Artificial Life, ed.
Jessica Risk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119-130.

66) 이 책의 번역이 근간 예정으로 있다. 『프로메테우스의 야망: 자연
의 완전성을 탐구하는 연금술의 역사』, 박요한 역 (서울: 도서출판 길,
2022). 이 책의 「옮긴이 해제」에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를 둘러싼 뉴
먼의 전략을 상세히 서술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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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가 제3세대에서는 파

라켈수스 연구의 중심 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로써 뉴먼은 자신의

위치를 제2세대 연구의 후발주자에서 제3세대 연구의 선두주자로 올려놓

게 된 셈이다.

1.2.3. 파라켈수스 문헌의 형성

파라켈수스의 수고본(手稿本)을 수집하여 처음으로 전집을 편찬했던

인물은 그가 죽은 직후에 태어난 요한네스 후저였다. 그가 수집한 방대

한 원고는 1589～1591년에 걸쳐 바젤에서 10권 분량으로 출판되었다.67)

후저 이후로 파라켈수스의 몇몇 저작들이 개별적으로 수차례 재출판되었

지만, 파라켈수스 문헌 전체를 다시금 편찬하는 작업은 20세기 초에 이

르러서야 카를 주드호프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1922～1933년에

걸쳐 총 14권 분량으로 출판된 주드호프 전집은, 오늘날까지도 파라켈수

스 연구자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1차 문헌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의학,

자연철학, 연금술에 관한 파라켈수스의 방대한 저작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68)

다른 한편으로, 후저의 시대에만 해도 사람들은 자연철학 및 의학 문

헌과 거의 맞먹는 분량의 파라켈수스 신학 문헌이 잠들어 있으리라곤 전

혀 상상하지 못했다. 주드호프도 신학과 사회윤리를 주제로 한 파라켈수

스 저작들을 편찬하지 못하고 향후의 과제로 남겨놓았다. 빌헬름 마티쎈

(Wilhelm Matthießen, 1891～1966)이 신학 문헌을 편찬하기 시작했지만,

1923년에 출판된 제1권69) 이후로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다행스럽

67) Johannes Huser, Die Bücher und Schriften des … Paracelsi, 10
Volumen (Basel: Conrad Waldkirch, 1589-1591).

68) Paracelsus, Theophrast von Hohenheim gennant Paracelsus
Sämtliche Werke, Hrsg. von Karl Sudhoff, Abt. 1: Medizinische,
naturwissenschaftliche und philosophische Schriften; Band 1-5, 10-14
(München: R. Oldenbourg, 1928-1933); Band 6-9 (München: O. W. Barth,
1922-1925).

69) Paracelsus, Theophrast von Hohenheim gennant Paracelsus
Sämtliche Werke, Hrsg. von Karl Sudhoff & Wilhelm Matthießen, Abt. 2:
Die theologischen und religion-philosophischen Schriften; Ban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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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쿠르트 골다머(Kurt Goldammer, 1916～1997)의 노력으로 편찬 작

업이 재개되어, 1955～1986년에 걸쳐 제2권～제7권이 출판되었다.70) 골

다머 사후에도 이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신학 문헌의 편찬은 제3세대 연구 흐름의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발터 파겔 이래 파라켈수스를 신플라톤주의 및 헤르메스

주의에 경도되었던 인물로 이해해왔던 경향과는 달리,71) 최근 연구자들

은 신학 문헌을 적극 활용하여 파라켈수스 신학의 관점으로 그의 철학과

의학을 재해석함으로써, 그를 그리스도교 철학자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72)

현재 주드호프 전집과 골다머 전집은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우르스

간텐바인 교수가 운영하는 ‘파라켈수스 프로젝트’(Paracelsus Projec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다.73) 파라켈수스 프로젝트에서는 비평장치

가 포함된 12권 분량의 새로운 파라켈수스 전집(NPE)도 기획 중이다.

최근에는 소르본 대학의 디디에 칸 교수가 THEO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후저 전집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74)

주드호프 전집에서 사용된 독일어가 현대 독일어가 아니라는 점은 연

구자들에게 오랜 아쉬움이었고,75) 현대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된 선집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앞서서 이미 한스 카이저(Hans Kayser),76) 베른하

(München: O. W. Barth 1923).
70) Paracelsus, Theophrast von Hohenheim gennant Paracelsus

Sämtliche Werke, Hrsg. von Kurt Goldammer, Abt. 2: Die theologischen
und religion-philosophischen Schriften; Band 2-7 (Stuttgart: Franz Steiner,
1955-1986).

71) Walter Pagel, “Paracelsus and the Neoplatonic and Gnostic
Tradition,” Ambix 8 (1960): 125-166.

72) 이러한 경향을 선구적으로 보여준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Mitchell Hammond, “The Religious Roots of Paracelsus’s Medical Theory,”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89 (1998): 7-21.

73) https://www.paracelsus.uzh.ch
74) https://www.paracelsus-project.org
75) 본 논문의 각주 268을 보라.
76) Hans Kayser, Schriften Theophrasts von Hohenheim genannt

Paracelsus (Leipzig: Insel,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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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트 아쉬너(Bernhard Aschner),77) 빌-에리히 포이케르트78)가 현대 독

일어 선집을, 아서 웨이트(Arthur E. Waite)79)는 이미 19세기에 영어 선

집을 편찬했던 바 있다. 이후로도 헨리 지거리스트,80) 욜란데 야코비

(Jolande Jacobi)81)의 영어 선집이 출간되었고, 비교적 최근에는 니콜라

스 구드릭-클락(Nicholas Goodrick-Clarke)82)과 앤드류 윅스의 현대어

번역83)을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드호프 전집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었다.

파라켈수스 전집의 편찬 외에도, 주드호프는 파라켈수스의 저작이 처

음 출판되었던 1527년부터 1893년까지 아우르는 파라켈수스 저작 및 관

련 참고문헌이 총망라된 방대한 목록을 수집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의

노력은 1894년에 『비블리오그라피아 파라켈시카』로 집대성되었다.84)

77) Bernhard Ascner, Paracelsus Sämtlicher Werker, 4 volumen
(Jena: Gustav-Fischer, 1926-1932).

78) Will-Erich Peukert, Werke, 5 volumen (Basel and Stuttgart:
Schwabe, 1965-1968).

79) Arthur E. Waite, The Hermetic and Alchemical Writings: Of
Aurealus Philoppis Theophrastus Bombast of Hohenheim, Called
Paracelsus the Great, 2 vols. (London: James Elliot and Co., 1894). 제1권
은 헤르메스적 화학, 제2권은 헤르메스적 의학과 철학과 관련된 문헌들을 담
고 있다. 웨이트 선집은 주드호프 전집이 아닌 16세기 사본을 저본으로 삼았
고, 제목이 보여주듯 파라켈수스의 헤르메스주의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80) Henry Sigerist ed., Four treatises of Theophrastus von
Hohenheim, called Paracelsu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41). 주드호프 전집으로부터 번역된 첫 영어 선집이다.

81) Jolande Jacobi ed., Paracelsus: Selected Writing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First edition; Zurich: Rascher Verlag,
1942]), xxviii. 한스 카이저가 파라켈수스를 우리 시대와 거리가 먼 인물로
여겼다면, 야코비는 파라켈수스가 우리 세대에게 메시지를 주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William R. Newman, “Alchemy, Domination, and Gender”, 223.
뉴먼은 야코비의 선집이 칼 융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82) Nicholas Goodrick-Clarke, Paracelsus: Essential Readings
(Berkeley: North Atlantic Books, 1999).

83) Andrew Weeks, Paracelsus(Theophrastus von Hohenheim):
Essential Theoretical Writings (Leiden: Brill, 2008). 윅스의 선집은, 생애와
사상에 관한 파라켈수스 자신의 주요 언급 및 성서 인용을 주드호프 전집에
서 찾아볼 수 있도록 유용한 색인을 제공한다.

84) Karl Sudhoff, Bibliographia Paracelsica. Besprechung der 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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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모음집 작업은 이후로도 계속되어, 1893～1932년을 아우르는 자료들

이 주드호프의 주도로 독일 학자들에 의해 『악타 파라켈시카』로 편찬

되었다.85) 주드호프 사후에도, 그의 노력은 스위스 파라켈수스 협회

(SPG)에 의해 『노바 악타 파라켈시카』의 편찬으로 이어졌으며,86) 이

어서 요아킴 텔레(Joachim Telle)가 파라켈수스 연구논문 모음집인 『파

레르가 파라켈시카』87)와 『아날렉트 파라켈시카』88)를 발행했다. 한편

영미권에서의 파라켈수스 관련 자료 목록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의학협회

에 의해 제공되었다.89)

20세기에 축적된 파라켈수스 문헌 연구의 성과는, 21세기에 들어와

2013년 빌헬름 퀼만(Wilhelm Kühlmann)과 요아킴 텔레가 세 권 분량으

로 편찬한 『코르푸스 파라켈시스티쿰』으로 다시금 집대성되었다.90) 이

자료모음집을 통해, 최근 연구자들은 파라켈수스 문헌 및 파라켈수스 저

작들이 대거 출판되었던 부흥운동91) 및 파라켈수스주의에 관한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1.2.4. 우리나라에 소개된 파라켈수스

최근 국내 도서 시장에서 의학사에 관한 대중 서적들이 여럿 출판되

Theophrast von Hohenheim’s Namen 1523～1893 erschienenen
Druckschriften (Berlin: Druck und Verlag von Georg Reimer, 1894).

85) Karl Sudhoff, Acta Paracelsica (München: Paracelsus-
Gesellschaft, 1930-1932).

86) Schweizerischen Paracelsus-Gsellschaft, Nova Acta Paracelsica,
I-V (Basel: Birkhäuser, 1944-1948); VI (Einsideln: 1952). 1952년 이후로는
비정기적으로 간행되었다.

87) Joachim Telle ed., Parerga Paracelsica: Paracelsus in
Pergangenheit und Gegenwart (Stuttgart: Steiner, 1991).

88) Joachim Telle ed., Analecta Paracelsica (Stuttgart: Franz
Steiner, 1994).

89) St. Luis Medical Society, “Paracelsus Collection,” Bulletin of the
H istory of Medicine 9 (1941): 545-579.

90) Wilhelm Kühlmann & Joachim Telle, Corpus Paracelsisticum:
Dokumente frühneuzeitlicher Naturphilosophie in Deutschland, Band 1-3
(Berlin: de Gruyter, 2013).

91) 본 논문의 2.4.3.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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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대개 인물 중심으로 소개되는

의학사 서적 가운데 파라켈수스에게 독립적인 챕터 내지는 충분한 분량

을 할애한 경우는 모두 네 권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국내 연구자가 저술

한 경우는 단 한 권뿐이다.92) 이러한 대중 서적들이 소개하는 파라켈수

스는, 서술된 내용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흥미 위주의 소재가 강조

되거나, 생애와 사상에 관한 정보의 범위가 대부분 제1세대 연구에 국한

되어 있다. 근거가 없는 오류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93) 따라서 파라켈수

스에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에, 의학사가 아닌 화학사 분야 서적들은, 오히려 훨씬 더 충실한

내용 및 충분한 분량을 연금술의 역사 및 파라켈수스의 의화학 사상에

할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94) 파라켈수스는 의학사와 화학사에서 동시

92) 로버트 E. 애들러, 『의학사의 터닝 포인트 24: 히포크라테스에서
인간유전체까지』, 조윤정 역 (서울: 아침이슬, 2007); 크리스티안 베이마이
어, 『의학사를 이끈 20인의 실험과 도전』, 송소민 역 (파주: 김영사, 2010);
헨리 지거리스트, 『위대한 의사들: 전기로 보는 의학의 역사』, 김진언 역
(서울: 현인, 2011); 곽경훈, 『반항하는 의사들』 (서울: 원더박스, 2021); 이
외에도 파라켈수스를 작은 분량이나마 소개하는 의학사 및 과학사 대중 서적
들은 다음과 같다. 쿤트 헤거, 『수술의 역사』, 김정미 역 (서울: 이룸,
2005); 송성수, 『한 권으로 보는 인물 과학사』 (서울: 북스힐, 2012); 강건
일, 『현대약 발견사: 1800～1980』 (서울: 참과학, 2014); 정해상, 『과학사의
사건파일』 (서울: 일진사, 2015); 오카다 하루에, 『세상을 뒤흔든 질병과 치
유의 역사』, 황명섭 역 (서울: 상상채널, 2017); 리하르트 프리베, 『호르메
시스, 때로는 약이 되는 독의 비밀』, 유영미 역 (고양: 갈매나무, 2018); 찰
스 맥케이 『대중의 미망과 광기』, 이윤섭 역 (서울: 필맥, 2018). 이 가운데
지거리스트와 정해상(제2세대 연구가 반영된)은 비교적 읽을 만하다.

93) 가령, 파라켈수스의 모친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거나, 그가 이집트
에서 마법의 기술을 배웠다거나, 독일에서 대여섯 곳의 대학을 다녔다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이다. 번역서의 경우에는, 용어의 오류도 자
주 발견된다.

94) 휴 W. 샐츠버그, 『화학의 발자취: 원시인에서 화학자로』, 고문주
역 (서울: 범양사, 1993); 헨리 레이시스터, 『화학의 역사적 배경』, 이길상,
양정성 공역 (재판; 서울: 학문사, 1995); 존 허드슨, 『화학의 역사』, 고문주
역 (서울: 북스힐, 2005); 아서 그린버그, 『화학사: 연금술에서부터 현대 분
자과학까지』, 김유항, 강성주, 이상권, 이종백 공역 (파주: 자유아카데미,
2011); 옌스 죈트겐, 『교양인을 위한 화학사 강의: 연금술부터 독가스, DNA
복제까지 세상을 바꾼 화학의 역사』, 송소민, 강영옥 공역 (서울: 반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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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뤄지는 흔치 않은 인물 중 하나인데, 서술의 질과 양에서 국내 의

학사 서적과 화학사 서적이 보여주는 두드러진 차이는 의학사 전공자들

에게 유의미한 고민을 제시해준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철학사 분야의 서적들에서도 파라켈수스를 비중 있게

다룬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

(Ernst Bloch, 1885～1977)의 철학 강의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르네상

스를 그저 중세와 근대의 가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혁명적

변화를 위한 사상이 분출되었던 독창적 시대로 바라본다. 혁명적 성격이

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블로흐는 파라켈수스를 야콥 뵈메(Jakob

Bohme, 1575～1624)와 함께 “독일의 철학자”(philosophus teutonicus)로

묶는다.95) 철학자 비토리오 회슬레(Vittorio Hösle)도 블로흐와 마찬가지

로 파라켈수스를 독일적인 철학자로 이해하며, 그의 철학 안에서 사회개

혁적 성격을 발견한다.96) 또한 지성사의 맥락에서 파라켈수스는 과거의

권위에 저항하는 인간으로 묘사된다.97)

우리나라 학계에서의 파라켈수스 연구는 도서 시장의 상황만큼이나

빈곤한 형국이다. 지금까지 파라켈수스를 주제로 번역서 한 권, 석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이 각각 두 편씩 나와 있을 뿐이다. 오스트리아의 저술

가 에른스트 카이저의 『파라켈수스』는 국내에 출판된 유일한 파라켈수

스 전기이다. 카이저는 방대한 자료들을 동원하여, 파라켈수스가 편력하

는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극복하여 하나의

근대적 개인으로 성장해 나갔던 과정을 그려냈다.98) 그러나 이 책의 저

술 시점이 1960년대였고 제1세대 연구에 기초한 자료들만 활용할 수밖에

없었기에,99) 제3세대 연구가 시작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파라켈수스 입문

95) 에른스트 블로흐, 『서양 중세 르네상스 철학사 강의』, 박설호 역
(파주: 열린책들, 2008), 330-344.

96) 비토리오 회슬레, 『독일철학사: 독일 정신은 존재하는가?』, 이신
철 역 (서울: 에코리브르, 2015). 65-68.

97) 유대칠, 『신성한 모독자: 시대가 거부한 지성사의 지명수배자 1
3』 (서울: 추수밭, 2018), 159-180.

98)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182-187.
99) 본 논문의 1.2.1.2)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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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자료로서 낡은 측면이 없지 않다.

파라켈수스의 신비주의적 지식관 연구로 학위논문을 쓴 이범은,100) 기

존의 연구자들이 파라켈수스에 관하여 갖고 있던 이미지, 즉 전근대적

마술과 근대적 과학 사이의 과도기에 위치한 신비주의적 인물이라는 이

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식에 관한 파라켈수스의 이해를 살펴보면, 그

는 오히려 문자 언어와 책을 통한 지식의 교류에 적극적이었으며 그가

남긴 저술 또한 비밀스럽기보다는 이해 가능했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

는 매우 정교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식관은 경험에 기

반을 두었고 민중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16세기 이후 대학 및 과학자 사

회에서 그의 의화학 이론은 수용되었던 반면 그의 지식관은 수용되지 못

했다는 것이 이범의 결론이다.

파라켈수스주의와 신교의 관계 연구로 학위논문을 쓴 방재원은,101) 파

라켈수스의 의학개혁이 기존의 권위에 저항하는 특징을 가졌으며 파라켈

수스라는 인물 자체도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르틴 루터와 유사점이 많은

저항적 캐릭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라켈수스의 사상이 유럽에 확산

되는 과정에서도 주로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지식인들로부터 환영받는 경

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의 사상이 유럽의 종교분쟁 지형 내에서 프로

테스탄트로 간주되었다는 것이 방재원의 결론이다.

비교적 최근에 근대 초 독일인의 공포 감정 연구로 학술논문을 쓴 김

학이는,102) 파라켈수스의 두 저작 『페스트에 관하여』와 『인간에게서

이성을 빼앗는 병들』을 중심으로 근대 초 사람들이 페스트와 멜랑콜리

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고찰했다. 인간관, 시간관, 공포의 존재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대 초 사람들이 공포를 향해 가졌던 태도는 이후 근대

인들의 태도와 근원적으로 달랐다는 것이 김학이의 결론이다.

100) 이범, “파라켈수스의 신비주의적 지식관: 경험적 자연 연구와의 관
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1995).

101) 방재원, “16세기 파라켈수스주의와 신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102) 김학이, “근대 초 독일인들의 공포 감정: 파라켈수스의 경우,”
「역사교육논집」 72 (2019): 2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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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소개한 국내 선행 연구는 모두 파라켈수스에 관한 특정한 주

제를 대상으로 삼았다(지식관, 프로테스탄트와의 관계, 질병관). 파라켈수

스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

은 연구 시도가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연구의 시점이 이

미 오래되어 파라켈수스 연구의 최근 성과들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한

계, 그리고 제1세대 연구로부터 축적된 파라켈수스라는 인물에 대한 선

입관과 오해가 아직까지도 연구자들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아쉬움은 지적

되어야 할 것이다. 학위논문 이후 해당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가 전혀 없

었다는 점은 더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선행연구를 극복하는 차원에

서의 연구가 아닌, 새로운 경향이 반영된 연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

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1.3. 연구 범위와 방법

신이 인간에게 쥐어준 보물은 숨겨져 있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비록 

그 보물이 숨겨져 있더라도, 신은 눈에 보이는 특별한 서명(zeichen, 

signatura)을 남겨두어 예후가 가능하도록 하셨다.103)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제9권에 등장하는 파라켈수스의 문장이

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말과 사

물(Les Mots et les Choses)』(1966)에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우주와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연쇄로서 구성하는 르네상스의 지식 생산 방식이

파라켈수스에게서 전형적으로 구현되었다고 평가했다.104) 르네상스기의

103) Sud. 11:393. “dan alles was got erschaffen hat dem menschen
zu gutem und als sein eigentumb in seine hent geben, wil er nit das es
verborgen bleib. und ob ers gleich verborgen, so hat ers doch nicht
unbezeichnet gelassen mit auswendigen sichtbarlichen zeichen, das dan ein
sondere praedistination gewesen.”

104)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규현 역 (개정판; 서울: 민음사,
2012), 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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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사물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근대식 기호 체계가 아니었다. 도대체

신이 서명을 남겨놓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근대인들에게는 이해되기

어려운 이 문장은, 푸코가 제시했듯이, 저자 당대의 담론(discours) 상황

을 읽어낸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105) 푸코는 말한다. 르네상스인들

에게 “표징이 없는 닮음은 없다.”106) 대우주인 신이 소우주인 인간에게

서명을 남겼다는 것은, 곧 이 둘이 서로 닮아 있으며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담론을 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어떠한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읽어선 안 된다.

르네상스기의 담론을 우리 시대의 담론과는 불연속적이라는 관점으로 접

근할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 프랑스 역사학자

폴 벤느(Paul Veyne, 1930～)가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푸코의 역사 방법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박성’(rareté), 즉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빈 자

리”이다.107)

방대한 문헌에서 불과 몇 줄밖에 되지 않는 파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

레시피의 희박성을 탐색하기 위해, 본 논문은 역사학 연구의 기본 방법

인 문헌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1차 텍스트인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를 읽고, 동일 저자의 다른 1차 텍스트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문헌의 저

작성, 사상적 계승 관계, 후대 영향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 낼 것이다. 해

당 문헌이 참고했거나 인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텍스트들도 연구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시간적 선후를 이루는 문헌적 계보를 살펴보는

것 이외에, 해당 문헌과 동시대에 작성된 문헌들을 충분히 일별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음도 지적해둔다.108)

105) 이종흡, 『마술, 과학, 인문학』 (서울: 지영사, 1999), 29-39; 진태
원, “푸코에 대한 연구에서 푸코적인 연구로: 한국에서 푸코 저작의 번역과
연구 현황,” 「역사비평」 99 (2012): 420-423. 진태원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푸코가 주로 포스트 담론의 상징, 권력의 계보학자, 주체화 이론가, 신자유주
의 통치성 분석가로 주목받았던 반면, 역사학자로서의 푸코에 대한 관심과
응용은 빈약했다고 지적한다.

106) 미셸 푸코, 『말과 사물』, 58.
107) 폴 벤느, “역사학을 혁신한 푸코,” in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

이상길, 김현경 공역 (서울: 새물결, 2004), 454.
108) 최근 역사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성사 연구방법론에 따르면,



27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제3～4장을 위한 배경으로서, 파라켈수스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을 조명할 것이다. 그의 출생 배경과 생애, 계보를 다루

고,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의 의학 사상을

요약할 것이다. 더불어 그의 의학 사상이 남겨놓은 문헌들에 관한 기초

적인 정보도 제공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인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역사

적 문헌에 집중할 것이다. 이 문헌은 파라켈수스 사후에 출판되었기 때

문에, 파라켈수스주의자들로 불리었던 집단에 관한 선이해 없이는 접근

하기가 어렵다. 이 문헌이 그들에 의해 출판 및 유통되었던 과정을 먼저

다룬 뒤, 그 과정에서 변화를 겪은 구조 및 배열을 살펴보고, 문헌의 저

자가 누구였는지를 질문할 것이다. 또한 이 문헌의 배치와 각 권의 내용,

저자가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다른 문헌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제시함으

로써, 번역 및 주해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제1권을 번역 및 주해한다.

번역의 방법과 원칙을 제시한 뒤, 본문을 5편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역, 주, 해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저

자가 호문쿨루스 레시피를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지, 저자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번역 및 주해의 결과로서, 호문쿨루스 제작에 관한 아이

디어가 어떠한 전승을 이어받았는지 검토할 것이다. 더불어 파라켈수스

의 다른 문헌들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호문쿨루스들의 의미를 서로 비교

함으로써,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호문쿨루스만이 가지는 독특한

호문쿨루스에 대한 파라켈수스의 발화행위가 동시대인들에게 실제로 어떠한
행동이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동시대의 용례를 최대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
다. 이는 호문쿨루스가 가지는 잠재적 의미가 오늘날의 해석자에 의해 확대
해석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정직하게 말해서, 본 연구자는 파라켈수스
당대의 다른 저자에 의한 호문쿨루스 용례를 모두 확인했다고 자신할 수 없
다. 다만 확보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파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가 동시대인들
에게 하팍스 레고메나(hapax legomena: 다른 용례가 없는 희귀한 개념)와
유사했다고 생각한다. 지성사 방법론에 관하여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리처
드 왓모어, 『지성사란 무엇인가?: 역사가가 텍스트를 읽는 방법』, 이우창
역 (파주: 오월의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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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을 확인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파라켈수스 이후 호문쿨루스가 남긴 유산 및 후대에 끼

친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먼저 문학 작품의 소재로 등장한 호문쿨루스

의 흔적을 통해 당대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16세기 이후 파라켈수스의 추종자들이 가졌던 사회적 목표와 비전의 정

체가 무엇이었으며, 호문쿨루스가 어떻게 그들의 개혁에 중요한 상징이

되었는지도 살펴보려 한다. 끝으로, 호문쿨루스로부터 오늘날 인간복제로

이어지는 인간의 창조 능력에 관한 물음이 단지 의학적 담론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함의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제안함으로써 본 논문의

결론을 갈음할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논문에 적용된 몇 가지 원칙을 일러두고

자 한다.

첫째, 파라켈수스라는 인물과 그의 저작에 관한 연구는 이제 출발 단

계에 있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방대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

의 본성에 관하여』의 호문쿨루스 레시피에 집중함으로써, 그 외의 많은

주제들을 생략하였다. 본 논문이 다루지 못한 많은 주제들이 향후에 정

리 및 소개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자도 이에 일조할 계획이다.

둘째, 본 논문이 다루는 1차 자료는 파라켈수스의 저작들이다. 본 연

구자는 파라켈수스의 독일어 및 라틴어 원전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연

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파라켈수스가 아닌 저자의 1차 자료는, 해당 자료

의 비평적인 한국어 번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번역본을 활용하였다. 번

역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자료를 번역한 연구자의

의도와 노력에 보답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셋째, 본 논문에 등장하는 인명 및 지명의 표기에 대해서, 대략 중세

기의 인물은 라틴어식 이름으로, 르네상스기 및 그 이후의 인물은 각자

의 출신 지역 언어로 호칭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랍 철학자의 이름은

서유럽 세계에 알려진 라틴식으로 표기했다. 지명의 경우에는, 해당 시기

의 소속 지역(혹은 국가)의 표기법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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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논문의 주인공인 파라켈수스의 이름 표기도 국내 자료들에

서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파라켈수스, 파라셀수스, 파

라첼수스 등의 표기가 있으나, 그 이름의 의미가 겨냥하는 대상이 로마

제정시대의 의사 켈수스이므로,109) 본 연구자는 ‘ce’를 /ʧe/로 읽는 중세

교회 라틴어 발음이 아닌, /ke/로 읽는 고전 라틴어 발음을 선택했다.110)

109) 본 논문의 2.1.3을 보라.
110) 성염, 『고전 라틴어』 (3판; 서울: 바오로딸, 2005),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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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파라켈수스라는 인물

2.1. 생애

파라켈수스가 태어났던 15세기 후반의 유럽은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모색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의 강렬함을 파악하는 데는 이 시기에

걸쳐 벌어진 몇몇 사건과 태어난 인물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453년 프랑스와 영국 간의 백년전쟁이 막을 내렸고, 콘스탄티노플은 투

르크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다. 같은 때에 마인츠 출신의 구텐베르크는

최초로 성서를 인쇄했다. 1466년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피렌체에서 예술

세계에 입문했다. 1473년 폴란드에서 코페르니쿠스가 태어났고, 10년 뒤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 중 하나의 이름은 루터였다. 1492년 이베리아 반

도가 그리스도교 세계로 회복되었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으로 첫 항해를

떠났다. 1494년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에서 정치가로서 첫 발걸음을 내디

뎠다.

이 시기의 유럽을 ‘르네상스’(Re-naissance)라는 시대 구분 용어로 묶

는 교과서적인 관점과는 달리,111) 네덜란드 역사가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 1872～1945)는 이 시기에서 새로운 탄생이 아니라 꽃이 시들

듯 하나의 정신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중세 말기의 문화가

무절제한 종교적 관행의 범람으로 와해되었고 이로 인해 성직자와 평신

도 사이의 깊은 균열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했다.112) 이어서 프랑스 역사

가 뤼시앙 페브르(Lucien Febvre, 1878～1956)는 16세기를 앞둔 유럽에

서 새로운 성격의 평신도들이 출현했다고 분석했다. 그들은 중세의 평신

도들과는 달리 더 나은 교육과 여행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도시에 살았으

111) 이 관점을 결정적으로 형성한 책은 다음과 같다. 야코프 부르크하
르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이기숙 역 (파주: 한길사, 2003).

112) 요한 하위징아, 『중세의 가을』, 이희승맑시아 역 (서울: 동서문
화사, 2010). 특히 265-286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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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호기심이 많았다.113) 파라켈수스는 이처럼 새로운 평신도의 성격을

구현하여 등장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였다.114)

2.1.1. 배경과 가계

파라켈수스의 출생 배경에 관한 기록은 불완전하고 단편적이다. 우선

그가 태어난 날짜조차도 확정하기 어렵다. 파라켈수스 시대 직후에 활동

했던 바젤의 연금술사 레온하르트 투르나이저(Leonhard Thurneysser,

1531～1596)의 기록을 근거로 파라켈수스가 1493년 11월 10일 정오에 태

어났다는 전통적인 견해가 전해내려 왔지만,115) 이 날짜는 루터의 생일

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외에도 11월 26일,116) 12월 17

일,117) 1494년 5월 1일118)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파겔은 1493년 10～

12월이라는 주드호프의 견해에 의심을 표명했고,119) 카이저는 1493년 9

월～1494년 상반기의 가능성을 제안했다.120)

반면에, 파라켈수스의 출생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뉘지 않는데, 이는

파라켈수스 자신이 직접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나는 스위스의 아인

지델른(Einsiedeln) 출신으로, 어느 누구도 나의 촌스러운 언어를 비난해

113) 뤼시앙 페브르, 『16세기 무신앙 문제: 라블레의 종교』, 김응종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6). 페브르가 분석한 프랑수아 라블레(François
Rabelais, 1494∼1553)는 파라켈수스와 동시대인이자 여러 측면에서 그와 유
사한 캐릭터를 가졌다.

114) 스티븐 오즈맹, 『프로테스탄티즘: 혁명의 태동』, 박은구 역 (서
울: 혜안, 2004), 82. 오즈맹은 하위징아와 페브르의 중세 말기 연구가 성직자
대신 평신도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파라켈수스를 비롯해 르네상스기에 등장한 여러 개인들을 다룬 다
음의 책을 참조하라. 리하르트 반 뒬멘, 『개인의 발견』, 최윤영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소, 2005).

115)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52.
116) Franz Hartmann, The Life of Philippus Theophrastus Bombast

of Hohenheim, 2. (https://selfdefinition.org/magic/)
117) John M. Stillman, Theophrastus Bombastus von Hohenheim

Called Paracelsus, 11.
118) Walter Pagel, Paracelsus, 6.
119) Walter Pagel, “Paracelsus,” Complete Dictionary of Scientific

Biograph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2007), 304.
120)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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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된다.”121) 아인지델른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검은 마리아 수도원

이 자리 잡고 있던 오랜 순례지로서 외부와의 접촉이 활발했던 곳이었

다.122) 아인지델른이 속한 슈비츠(Schwyz) 주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

하에서 독립의 열망을 싹틔우고 있었다.123) 휴머니즘의 도시 바젤

(Basel), 공의회 도시 콘스탄츠(Konstanz), 의학의 중심지 장크트갈렌(St.

Gallen)으로 연결된 삼각지대는 이 지역 사람들의 사고의 뿌리를 형성했

다.124)

파라켈수스의 조부 게오르크 폰 호헨하임(Georg von Hohenheim)은

성 요한 기사단 소속의 방랑기사였다. 아마도 그의 공격적이고 방랑하던

기질은 손자에게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반면에, 게오르크의 사생아로 태

어난 빌헬름 폰 호헨하임(Wilhelm von Hohenheim, 1457～1538)은 조용

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그는 슈바벤(Schwaben) 지역 뷔르템베르크

(Württemberg)에서 성장하여 튀빙겐(Tübingen) 대학에서 빈민 대학생

신분으로 의학을 공부했고, 비록 학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외과의사로서

경험과 지식을 찾아 방랑하다 아인지델른에 정착했다.125) 훗날 파라켈수

스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했다.126) 하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파라켈수스는 어머니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빌

헬름은 1491년 엘스 옥스너(Els Ochsner)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의

집안은 아인지델른 토박이로서 수도원에서 노동을 하여 생계를 꾸려왔

다. 빌헬름은 처가에 정착해 아들을 낳았지만, 파라켈수스가 9세가 되었

121) Sud. 10:199-200. “der ich bin von Einsideln, des lants ein
Schweizer, sol mir mein lentlich sprach niemants verargen.”

122) 헨리 지거리스트, 『위대한 의사들』, 110-111. 따라서 이곳을 여
행하던 수많은 순례자들에게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했다.

123) 임종대, 『오스트리아의 역사와 문화』 (서울: 유로, 2014), 151-
161. 당대 스위스 민중의 삶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파악하는 데는 다음의 유
명한 작품이 유용하다. 프리드리히 실러, 『빌헬름 텔』, 이원양 역 (서울: 서
울대학교출판부, 1998).

124)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56.
125) Walter Pagel, Paracelsus, 7.
126) Sud. 10:354. “나를 결코 떠난 적이 없는 나의 아버지 빌헬무스 폰

호헨하임 … ”(erstlich Wilelmus von Hohenheim, meinen vatter, der mich nie
verlassen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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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엘스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127)

빌헬름과 엘스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아들의 기다란 본명은 테오프라

스투스 봄바스투스 아우레올루스 필리푸스 폰 호헨하임(Theophrastus

Bombastus Aureolus Philippus von Hehenheim)이다. 테오프라스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유명한 식물학자의 이름이었고,128) 봄바스투

스는 슈바벤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의 이름이었으며,129) 아우레올루

스는 유명한 연금술사의 이름이었다.130) 필리푸스는 파라켈수스가 생전

에 사용한 적이 없던 이름이었다.131)

아내를 잃은 빌헬름은 1502년 아들과 함께 케른텐(Kernten) 주에 속

한 빌라흐(Villach)132)로 이사했다. 그는 이곳에서 시의(市醫)와 광산학교

선생 노릇을 했다. 어린 파라켈수스는 아버지로부터 의학과 광물에 관해

배우면서 자연의 신비에 빠져들었고, 빌라흐 근처 라반탈(Lavanttal)의

수도원 학교에서 공부했다.133) 파라켈수스가 이 학교에서 만난 스승들이

모두 성직자였다는 점이 중요하다.134) 왜냐하면 그가 그 스승들에게서

127)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51, 59. 파라켈수스의 모친에 관
한 정보는 파라켈수스의 제자 미하엘 톡시테스(Miachel Toxites)에 의해 언
급되었고, 카를 비텔의 호헨하임 전기에도 언급되었지만, 신빙성이 부족하다.

128) 로버트 E. 애들러, 『의학사의 터닝 포인트 24』, 73. 아마도 여기
에는 아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의 기대가 담겼을 것이다.

129) Walter Pagel, Paracelsus, 6;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57. 봄바스트(Bombast) 가문의 역사는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30) Karl Bittel, “Die Kindheit Theophrasts in Einsiedeln,” Nova
Acata Paracelsica 1 (1944): 39; 로버트 E. 애들러, 『의학사의 터닝 포인트
24』, 74. 반면에, 애들러는 아우레올루스가 유명한 연금술사의 이름이었다고
하는데, 그 역사적 모델을 찾을 수 없다.

131) Karl Bittel, “Die Kindheit Theophrasts in Einsiedeln”, 39. 필리
푸스는 파라켈수스의 묘비에 비로소 처음 등장한다. 어쩌면 세례명이었을 가
능성도 있다.

132) 빌라흐 시에서는 빌헬름과 파라켈수스의 공로를 기념하여 1953년
이래 이들 부자의 정신에 입각한 의학적 성취를 이룬 연구자들을 선정하여
파라켈수스 반지(Paracelsusring)를 수여하고 있다. 다음의 기사를 참조하라.
https://www.5min.at/20160433677/ich-widme-diesen-preis-den-kranken (2021년
10월 17일 검색).

133)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65-66, 69-71. 라반탈은 빌라흐
에서 하루면 다다를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그곳 근처에 13세기에 건립된
베네딕투스회 수도원의 부설학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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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것들이 훗날 그가 남긴 저작 대부분의 범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철학, 자연과학, 신학, 그리고 특히 연금술이 포함되었다.135) 또

한 푸거(Fugger) 가문의 광산학교는 파라켈수스에게 의학 및 화학 영역

에서의 관찰 경험을 제공했다. 슈비츠의 광산에서 도제로 일하면서, 파라

켈수스는 자신의 인생 경로를 결정했을 것이다.136)

2.1.2. 편력의 자취

“대학 시절 오랜 기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 머물렀으며, 약의 근

거를 탐구했다. 나는 옛 책을 배우거나 쓰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떠돌아다녔다.”137) 자신의 젊은 시절을 저니맨으로 묘사한 파

라켈수스의 기록만으로 그의 자취를 재구성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138)

스위스 인문주의자 요아히무스 바디아누스(Joachimus Vadianus, 1484～

1551)의 주선으로, 1509년 빌헬름은 아들을 빈(Wien) 대학에 입학시켰

다.139) 빈에서의 공부를 마친 후, 파라켈수스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

다가 1513년 페라라(Ferara) 대학에서 본격적인 의학 공부를 시작했

다.140) 그는 이곳에서 니콜로 레오니체노(Niccolò Leoniceno, 1428～

134) Sud. 10: 354. 파라켈수스는 어릴 적 자신의 스승으로 아버지의
이름에 이어서 요한네스 트리테미우스(Johannes Trithemius von Sponheim)
라는 수도사를 언급했다.

135) Walter Pagel, Paracelsus, 9;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66, 69. 백과사전적 신지학(神智學)을 공통적인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라반
탈의 스승들로부터, 파라켈수스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고 및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자연적 과정에 대한 상징의 활용을 연습했다.

136) Walter Pagel, Paracelsus, 10;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72-73.

137) Sud. 10:19. “hab also die hohen schulen erfaren alnge jar bei
den Deutschen, bei den Italischen, be den Frankreichischen und den grunt
der arznei gesucht. mich nit alein derselbigen leren gschriften, büchern
ergeben wollen, sonder weiter gwandert ….”

138)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74-75. 언급된 도시들은 튀빙
엔, 하이델베르크, 마인츠, 트리어, 쾰른, 프라이부르크, 잉골슈타트, 뮌헨, 빈,
비텐베르크, 라이프치히, 에르푸르트이다.

139)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79-80. 훗날 전문적인 의학 연
구를 위해 파라켈수스는 빈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셈이다.

140) 15세기 말～16세기 초의 페라라 대학에 관한 소개로는 다음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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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141)와 조반니 마나르도(Giovanni Manardo, 1462～1536)142)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페라라의 스승들은 고대의 권위를 부인하고 경험을 토대

로 새로운 의약을 얻으려는 경향을 보였다.143) 1516년 파라켈수스는 ‘두

가지 약의 박사’라는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144) 그러나 그가 받았

다는 실제 학위의 성격은 불분명하다.145)

문을 참조하라. Vivian Nutton, “The Rise of Medical Humanism: Ferrara,
1464-1555,” Renaissance Studies 11 (1997): 2-19.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
켈수스』, 81. 당시 페라라는 매우 화려한 도시였고, 1391년에 설립된 페라라
대학은 당시 이탈리아에서 가장 좋은 대학들 중 하나였다. 중세 대학에서 의
학부는 가장 수준 높은 과학 교육을 제공했다. 중세 말 북부 이탈리아 대학
의학부의 교육과 특징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기 보쥬앙, “중세
대학에서의 과학을 위한 동기와 기회,” in 『역사 속의 과학』, 김영식 편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2), 40-60.

141) Vivian Nutton, “The Rise of Medical Humanism”, 3-8; 앨버트
S. 라이언즈 & R. 조지프 페트루첼리, 『세계의학의 역사』, 황상익, 권복규
공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4), 363. 레오니체노는 파도바, 볼로냐, 페라라
대학에서 의학을 가르쳤다. ‘우아한 라틴주의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는 히
포크라테스의 『잠언』을 번역했고,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서 500여 개
에 달하는 오류를 발견해냈다.

142) Vivian Nutton, “The Rise of Medical Humanism”, 8-11. 인본주
의자 마나르도는, 모든 인간은 신으로부터 부여된 존엄과 개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점성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피코 델라 미란돌라의 영향을 받아,
의학에서 점성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143) Nacy G. Siraisi, Avicenna in Renaissance Italy: The Canon and
Medical Teaching in Italian Universities After 150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68-69. 페라라 대학은 16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가장
반(反)-아랍적인 의학의 중심지였다. 레오니체노는 아비켄나가 플리니우스의
가르침을 오해했다고 지적했고, 마나르도는 아비켄나의 『의학정전』을 “먹
구름이 가득한” 책이라고 묘사했다; 움베르토 에코 & 리카르도 페드리가,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2』, 윤병언 역 (파주: 아르테, 2019), 22-23.

144)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90. 그 두 가지 약은 복부약과
외상약이었다고 추측된다. 파라켈수스의 페라라 대학 동료이자 훗날 아우크
스부르크의 시의가 된 볼프강 탈하우저(Wolfgang Thalhauser)는 자신의 편
지에서 “대단히 유명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두 가지 약에 정통한 그리고 특별
한 애정을 느끼는 친구 의학박사 테오프라스투스 폰 호헨하임에게”라고 썼
다.

145) 현재 페라라 대학 홈페이지(http://www.unife.it/it)는 본교의 졸업
생으로 코페르니쿠스와 더불어 파라켈수스의 이름을 명시해놓고 있다;
Walter Pagel, Paracelsus, 10. 그러나 파라켈수스가 페라라에서 학위를 땄다
는 근거는 바젤에서의 언급이 유일하다. 그가 사용했던 학위명 ‘Docto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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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의 공부를 마친 파라켈수스는 군대의 외과 군의관으로 복무

했는데,146) 이러한 일은 의학박사에게 어울리는 직책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의미 있는 배움을 얻었던 곳은 대학이 아닌 일상생활과 광산이었

다.147) 그는 8년여에 걸쳐 유럽 곳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지역의 민간

의료요법들을 익히고 탐구했고, 외과의사와 이발사, 학식 있는 야금학자,

부녀자, 마술사, 연금술사, 수도승, 귀족 및 평민, 이혼한 사람과 무지한

사람에게도 질문을 던졌다.148)

오랜 여행 끝에 파라켈수스는 정착을 시도했다. 그는 1524년 잘츠부

르크(Salzburg)에서 개인 병원을 열었고, 이 시기부터 저술 활동을 시작

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는 농민 운동에 연루되어 그곳을 떠나야 했

다.149) 지배적 권위에 도전하는 그의 삶은 정착을 위한 시도를 언제나

동일한 패턴으로 이끌었다. ‘정착 → 성공적인 치료 → 인기 → 반대와

공격 → 도망’이라는 패턴은 그의 평생에 걸쳐 반복되었다.150)

다시금 1526년 파라켈수스는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도시 슈트라스부르

크(Straßburg)에 정착했다. 이 도시에서는 그도 개혁가들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151) 파라켈수스는 의사 길드가 아닌 대장장이, 목욕탕 주

utraque medicina’는 1592년 이전까지는 바젤에 알려지지 않은 북부 이탈리
아의 학위였다.

146)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97-98. 베네치아 전쟁이라 불리
는 전쟁은 두 차례 있었다(1516∼1517년과 1522∼1523년). 파라켈수스는 첫째
전쟁(베네치아 vs 막시밀리안1세)에서 베네치아 진영의 군의관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외과 치료에 관한 지식을 축적했다.

147) Walter Pagel, Paracelsus, 12-13. 그는 대학의 의학교수들을 신랄
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페라라 대학을 “거대한 납골당”이라고 욕했을 정도였
다.

148) Sud. 1:349; 7:291; 8:137; 10:20; 11:189. 그가 여행했던 지역은 파
편적으로 언급되어 정확한 재구성이 어렵다. 프랑스, 에스파냐, 영국, 덴마크,
프로이센, 리투아니아, 폴란드, 네덜란드, 그리스 등이 언급되었다.

149)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107-109.
150) Walter Pagel, Paracelsus, 17.
151) Walter Pagel, Paracelsus, 18.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파라켈수스와

교류했던 개혁가들로는 니콜라우스 게르벨(Nikolaus Gerbel), 카스파르 헤디
오(Kaspar Hedio), 볼프강 카피토(Wolfgang Capito), 요한네스 오이콜람파디
우스(Johannes Oecolampadius)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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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발사, 사형집행인의 길드에 가입해 활동했다.152) 1527년 초, 바젤의

저명한 출판업자 요한 프로벤(Johann Froben, 1460∼1527)으로부터 파라

켈수스의 치료를 원한다는 전갈이 당도했다. 파라켈수스는 직접 진찰에

의거해 약을 처방했고 그 결과는 의심 많은 사람들조차 당혹시킬 만큼

성공적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혁 성향의 바젤 시민은 그에게 시의

의 지위 및 바젤 대학에서 강의할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의학 개혁을 지지할 일반 대중을 확보하기 위해 바젤 시민의 제의를 받

아들였다.153)

1527년 3월에 시작된 첫 학기부터, 파라켈수스는 갈레노스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독창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매일 2시간씩 독일어로 강의를

진행했다.154) 교수단은 이에 반발했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했던 외과의들과 연금술사들이 그의 강의를 듣고자 몰려들었다. 파라

켈수스는 의학의 문외한들에게 현실적인 의술을 전달하기를 원했고, 자

신의 지지자들을 위해 실용서를 저술했다.155) 6월 5일에 팜플렛 형식으

로 출판된 『통보(Intimatio)』가 바젤 대학의 의학교수들에게 전달되었

고,156) 같은 달 24일 성요한축일에 파라켈수스는 사람들 앞에서 아비켄

나의 『의학정전』을 불태웠다.157) 마르틴 루터를 연상시키는 파라켈수

152)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112.
153)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113-114, 120-121. 파라켈수스

는 당시 프로벤에게 의탁하고 있던 인문주의자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Desiderius Erasmus, 1466∼1536)와도 편지를 교환했다; 슈테판 츠바이크,
『에라스무스 평전』, 정민영 역 (파주: 아름미디어, 2006), 185-186. 츠바이
크는 파라켈수스가 체류했을 무렵 “유럽 정신의 수도”였던 바젤의 사회적 분
위기를 인상적으로 묘사했다.

154) Walter Pagel, Paracelsus, 20;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123. “궤양, 외상 및 신체의 또 다른 종기들에 관해서 그것들의 근원이 어디
인지, 그것들의 본질, 형태, 증세 및 결과가 무엇인지, 참다운 치료가 어떤 것
인지”도 강의했다. 파라켈수스는 많은 용어들을 모국어로 고안해내야만 했다.
라틴어 표현과 일치하는 독일어 표현을 만들다 보니, 사람들은 그의 저술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155)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122-124.
156) Sud. 4:3-4에 『통보』의 라틴어 원문 전체가 실려 있다.
157) 이재경, “아비첸나의 의학규범과 질병의 철학,” 「철학논총」 59

(2007): 307. 『의학정전』의 라틴어 판본은 1470～1500년에 16종의 수고본으



38

스의 행동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적대자들을 향한

명백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교수단은 그의 강의를 방해했고, 그를 비

방하는 풍자시가 게시되었다.158) 조력자였던 프로벤이 세상을 떠나고 바

젤 시의회도 더이상 그를 지원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비 문

제로 법정 시비에 휘말린 파라켈수스는 결국 1528년 2월 바젤을 도망치

듯 탈출해야만 했다.159)

바젤에서와 같은 전성기는 파라켈수스의 남은 생애에서 다시는 돌아

오지 않았다. 그는 독일의 여러 도시를 방랑했고, 광산과 온천을 떠돌면

서 의술과 저술에 전념했다. 바젤 시기 이후부터 그는 ‘파라켈수스’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본격적인 저작들을 남겼지만,160) 그의 평판과 저항적

견해 때문에 그의 저작들은 생전에 거의 출판되지 못했다.161) 그의 마지

막 정착지는 잘츠부르크였다. 그는 1541년 9월 24일 이 도시에서 숨을

거두었고, 성 세바스치안 구호소에 매장되었다. 그의 남은 재산은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갔다.162)

2.1.3. 평판, 성격, 건강

과연 파라켈수스는 미시사학자 카를로 긴즈부르그(Carlo Ginzburg)의

주인공 메노키오와 같은 ‘정상적 예외’의 인물이었을까?163) 우선, 파라켈

수스라는 이름 그 자체가 당대의 예외적 인간이 보여주는 특징을 담고

있다. 사실 폰 호헨하임이 스스로 자신을 파라켈수스라고 처음 칭하지는

로, 1500～1600년에 20종의 인쇄본으로 유통되었다.
158) Andrew Weeks, Essential Theoretical Writings, 9. 비방자들은

‘테오프라스투스’라는 이름을 ‘카코(나쁜)프라스투스’로 바꾸어 그를 조롱했다.
159)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133-134.
160) 본 논문의 2.4.2.를 보라.
161) Walter Pagel, Paracelsus, 24.
162) Walter Pagel, Paracelsus, 29.
163) 카를로 긴즈부르그, 『치즈와 구더기: 16세기 한 방앗간 주인의

우주관』, 김정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지배층에 의해 예외적으로
규정된 인물에 관한 기록은 피지배층의 현실을 반영하므로 오히려 정상적인
역사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정상적 예외’(eccezione normale) 개념은 이탈리
아의 신문화사가 에도아르도 그렌디(Edoardo Grendi)에 의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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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것이다. 그는 동시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습관적으로 그러

하듯 자신의 이름을 라틴어 혹은 그리스어로 표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가 파라켈수스라는 이름을 자신의 의학 저작의 필명으로 사용한 것은

1536년에 완성된 『대외과술(Grosse Wundarzney)』부터였다. 흔히 말

하듯 이 이름이 고대 로마의 의학자 켈수스(Celsus, 67∼130)를 능가하는

인물이란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것을

호헨하임의 번역어라고도 하고, 1530년대에 완성된 주저 『파라(para)』

시리즈와의 발음 유사성에 주목하기도 한다.164)

그렇다면 사람들의 눈에 비친 파라켈수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헨리

지거리스트가 그를 르네상스기에 가장 뛰어난 인물로 꼽았던 것과 유사

한 평가였을까?165) 몽테뉴(Michel de Montaigne, 1533∼1592)는 1580년

저작 『수상록(Essais)』에서 파라켈수스가 의약의 출발점으로서 “고대

의 모든 규칙들을 뒤바꾸고 둘러 엎었고, 의술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죽

이는 데에만 쓰였다고 주장”했으며 “그가 이것을 쉽게 증명할 것”이라

평가했다.166) 또한 조르다노 브루노(Giordano Bruno, 1548∼1600)는 1584

년 저작 『원인, 원리, 일자에 관하여(De la causa, P rincipio e Uno)』

에서, “그리스어도 모르고 아랍어도 모르고 … 아마도 일찍이 라틴어를

몰랐던” 파라켈수스가 “갈레노스, 아비켄나를 비롯해 라틴어로 의견을

164) Walter Pagel, Paracelsus, 5. 파겔은 파라켈수스라는 명칭이 그가
바젤에서 쫓겨나 콜마르(Colmar)에 머물던 시기에 그를 둘러싼 추종자 써클
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그 명칭은 1529년 뉘른베르크(Nürnberg)에서
출판된 정치-점성학적 저작인 『실천(Practica)』의 필명으로 처음 등장했는
데, 아마도 ‘테오프라스투스 폰 호헨하임’이라는 의학 저자의 이름과 구분 짓
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로이 포터, 『의학, 놀라운 치유의 역사』, 여인석
역 (서울: 네모북스, 2010), 255. 켈수스가 유럽 지식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알
려진 것은 1478년 이후부터였다.

165) René Bernoulli, “Montaigne and Paracelsus,” Gesnerus 49 (1992):
311. “Aber sein Werk, an einem Wendepunkt der abendländischen Medizin
entstanden, ist heute noch vollkommen lebendig.”

166) 몽테뉴, 『인생 에세이』, 손우성 역 (중판; 서울: 동서문화사,
2005), 664. 이 구절을 야마모토 요시타카는 긍정적인 추켜세움의 표현으로
보았는데(『과학의 탄생』, 476), 이후의 문장으로 보아 과연 그러한지는 의
문스럽다. “그러나 내 생명을 그의 새 경험의 실험에 맡긴다는 것은 현명한
일은 못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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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던 모든 사람들보다 치료제와 치료술의 본성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칭송했다.167)

그러나 파라켈수스의 평판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았다. 그는 당대의

별종이었고, 그의 시대는 그의 인격이 드러내는 들쭉날쭉한 윤곽선을 감

당하지 못했다. 파라켈수스의 조수였던 요한네스 오포리누스(Johannes

Oporinus, 1507～1568)가 남긴 편지가 빈약하기 그지없는 파라켈수스의

전기 자료를 보충해준다. 미국 아퀴나스 대학의 역사학자 찰스 거노

(Charles D. Gunnoe Jr.)에 의해 핵심 부분이 복원된 그 편지에 따르

면,168) 파라켈수스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그가 교황에게 비판적인

만큼이나 루터에게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술고래가 되었고,

꽤 자주 취한 상태로 글을 쓰곤 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옷을 갈아입지

않았으며, 교수형 집행인으로부터 얻은 긴 칼을 지니고서 침대 위에 널

브러졌다. 그리고는 잠깐 졸다가 자신의 머리 주변으로 칼을 휘두르며

벌떡 일어나곤 했다. 언제나 용광로 앞에서 무언가를 끓여대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고, 궤양 치료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민들과

술 마시기 대결을 벌여 승리를 거두곤 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두고 제

자가 스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았던 카를 주드호프와 요제프 슈

트레벨과는 달리, 발터 파겔은 오포리누스가 스승을 향한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평가한다.169)

167) 조르다노 부르노, 『무한자와 우주의 세계: 원인과 원리와 일자』,
강영계 역 (파주: 한길사, 2000), 353.

168) Charles D. Gunnoe, Jr., “Thomas Earastus and His Circle of
Anti-Paracelsians,” in Analecta Paracelsica, ed. Joachim Telle (Stuttgart:
Franz Steiner, 1994), 147-148. 거노의 연구는 오포리누스 편지의 새로운 사
본이 발견됨으로써 가능했다.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Udo Benzenhöfer,
“Zum Brief des Johannes Oporinus über Paracelsus: Die bislang älteste
bekannte Briefüberlieferung in einer Oratio von Gervasius Marstaller,”
Sudhoffs Archiv 73 (1989): 55-63.

169) Walter Pagel, Paracelsus, 30. 오포리누스가 스승을 존경하지 않
았다면, 스승의 원고를 출판업자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옌
스 죈트겐, 『교양인을 위한 화학사 강의』, 100. “술에 고주망태가 되었어도
집에 돌아와 자신의 철학을 받아쓰라고 내게 불러주는 내용은 너무나 질서정
연해서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봐도 고칠 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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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리누스의 편지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점은, 파라켈수스가 여성에

게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평생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언급이다. 윌리

엄 뉴먼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1990년 잘츠부르크의 성 세바스치안 성당

에서 발견된 파라켈수스 유골에 관한 법의학적 분석을 다루었다. 1541년

에 이 장소에 안치되었다고 알려졌던 유골 조각들은 계량적이고도 화학

적인 분석을 거쳤고, 심하게 손상되어 있던 두개골이 파라켈수스의 것임

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근거들이 확보되었다.170)

유골의 주인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다른 단

서는 파라켈수스의 초상화였다. 실제 파라켈수스를 묘사한 가장 오래된

초상화는 아우구스틴 히르쉬포겔(Augustin Hirschvogel, 1503∼1553)의

1538년 작품이다.171) 대중에게 잘 알려진 파라켈수스 초상화는 크게 두

가지의 계열로 나뉘는데, 하나는 히르쉬포겔의 작품으로부터 1567년의

로지크루시안 파라켈수스로 계승된, 가장 전형적인 파라켈수스 초상이다.

다른 하나는, 17세기 화가 벤첼 홀라르(Wenzel Hollar, 1607∼1677)의 작

품으로서, 비교적 젊은 시절의 파라켈수스를 묘사하고 있다.172)

170) William R. Newman, Promethean Ambitions, 195-196. 그는 수
은의 독성으로 인해 사실상 치아가 거의 없었으며, 심각한 유양돌기염
(mastoiditis)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다. 아마도 이것이 그가 사망한 원인이었
을 것이다; Urs Leo Gantenbein, “Poison and Its Dose: Paracelsus on
Toxicology,” in Toxicology in the M iddle Ages and Renaissance, ed.,
Philip Wexler (London: Academic Press, 2017), 8. 그의 유골의 수은 함유량
은 일반인의 10배에 달했다. 이는 그가 수은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171) 파라켈수스의 초상화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하라. Joseph Strebel, “Ist Augustin Hirschvogel der Monogrammist
der authentischen Bildnisse von Paracelsus?” Nova Acta Paracelsica 3
(1946): 133-146; Charles Webster, “Bare Heads against Red Hats: A
Portrait of Paracelsus,” in From Physico-Theology to Bio-Technology:
Essays in the Social and Cultural H istory of Biosciences, ed. Kurt
Bayertz & Roy Porter (Amsterdam: Rodopi, 1998), 54-75.

172) 19세기에는 제3의 계열의 초상화가 등장하는데, 이는 향후의 연구
를 필요로 하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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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우구스틴 히르쉬포겔의
파라켈수스 초상 (1538)

[그림 3] 로지크루시안
파라켈수스 초상 (1567)

[그림 4] 벤첼 홀라르의
젊은 파라켈수스 초상 (17세기)

[그림 5] 19세기 파라켈수스 초상
(제3의 계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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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화와 두개골을 법의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성 세바스치안 성당

의 유골이 파라켈수스의 것임이 확인되면서, 그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그는 키가 1.6m 이하였고, 큰 두개골과

두꺼운 목을 가졌으며, 목소리는 날카로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골반

은 비정상적으로 넓었고, 팔과 다리는 사춘기 이전에 거세당한 환관을

연상시킬 만큼 짧았다.173) 법의학 전문가들은 파라켈수스가 거짓남녀한

몸증(pseudohermaphroditism)을 가졌던 생물학적 남성 혹은 부신성기과

다증(adrenogenital syndrome)을 가졌던 생물학적 여성,174) 즉 간성인

(inter sex)이었을 가능성을 제안했다.175) 이는 파라켈수스가 성행위를

위한 동작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여주며, 그가 평생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오포리누스의 증언의 개연성을 높여준다. 모호한 성별로

인해 그가 가졌을 불완전한 남성성은,176) 그의 일부 저작들 및 호문쿨루

173) Philp Ball, The Devil’s Doctor, 25-27. 갑상선 질환와 구루병이
의심된다. 그가 어릴 적에 군인 혹은 마녀에 의해 거세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도 했다; Bruce T. Moran, Paracelsus, 7-8. 그의 골반은 여성의 형태를 가
졌다.

174) William R. Newman, Promethean Ambitions, 197-199. 만약 후
자의 경우라면, 태아기에 음핵이 확대되어 마치 음경이 돌출된 듯 보이게 되
고, 음순이 서로 들러붙어 속이 빈 음낭처럼 보이는 구조를 이루었을 수 있
다; 마크 S. 블럼버그, 『자연의 농담: 기형과 괴물의 역사적 고찰』 김아림
역 (서울: 알마, 2012), 188. 파라켈수스의 신체적 상태를 요도밑열림증
(hypospadic)이나 남녀추니(hermaphrodite), 또는 총배설강외번증(cloacal
extrophy)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175)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STS)에서는 남성중심주의 과학을 나쁜 과
학으로 비판하는 경험론과 반(反)성차별주의적 경험에 기반한 과학이 더 나
은 과학이 될 수 있다는 입장론이 논의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좋은’ 과학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론의 주장은
사실상 간성인에 해당하는 파라켈수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
스트 입장론의 주장을 잘 보여주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샌드라 하딩, 『누
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기』, 조주현 역 (파
주: 나남,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5.2.1.을 보라.

176) 불완전한 성기에 대한 성별 인식의 역사에 관하여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토머스 월터 라커, 『섹스의 역사』, 이현정 역 (서울: 황금가지,
2000); 파라켈수스의 신체적 조건에 따른 감정 이입을 위해, 그와 유사한 조
건을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다음의 소설 작품을 추천할 만하다. 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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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전

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2.2. 계보

파라켈수스는 의사이자, 연금술사이자, 철학자였다.177) 그는 의사로서

고대 그리스의 의학 전통을 계승했고, 연금술사로서 중세 이베리아의 연

금술 전통을 수용했으며, 철학자로서 동시대의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자

연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178)

2.2.1. 고대 그리스 의사

과학사 저술가 로버트 애들러는 의사 파라켈수스의 생각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적절히 요약했다. “의사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공평하게 치료해

야 하고, 모든 질환에는 특정한 원인과 치료법이 있으며, 화학을 이용해

강력한 치료제를 만들어야 한다.”179) 여기서 앞의 두 가지를 파라켈수스

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 전통, 특히 히포크라테스 전통으로부터 배웠다.

의학의 역사에서 히포크라테스는 언제나 영감의 보고(寶庫)였으며, 르네

상스 시대 의사들에게도 이는 다르지 않았다.180) 파라켈수스는 히포크라

리 유제니디스, 『미들섹스』, 이화연, 송은주 공역 (서울: 민음사, 2004).
177) 이처럼 파라켈수스를 유형화한 것은 다음의 책에서 힌트를 얻은

덕분이다. 퀜틴 스키너, 『마키아벨리』, 임동현 역 (파주: 교유서가, 2021).
178) 본 논문의 2.2는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방대한 주제이다. 특

히 2.2.2에서 지면의 제약으로 1차 자료에 근거한 논의를 풍부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향후 별도의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179) 로버트 E. 애들러, 『의학사의 터닝 포인트 24』, 72.
180) 로이 포터, 『의학, 놀라운 치유의 역사』, 363. 새로운 사상에 관

용적이었던 15세기 북부 이탈리아의 코스모폴리탄에서는 친-히포크라테스
및 반-갈레노스 정서가 짙었다. 파라켈수스는 이탈리아 유학 시절 이러한 분
위기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반덕진, 『히포크라테스의 발견: 그리스 학문
과 예술 속에서 숨쉬는 그를 만나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5), 405. 이는
히포크라테스 의학이 갈레노스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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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 문헌의 극히 일부만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지만,181)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182) 분위기에서 파라켈

수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파라켈수스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의사로

서의 그의 모습에서 히포크라테스 혹은 히포크라테스 학파 의사들의 모

습과 유사한 점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183)

첫째, 파라켈수스는, 바젤에서의 1년을 제외하고는, 국가나 도시에 소

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면서 대중을 만나 설득하며 의술을 펼

쳤던 히포크라테스 학파 의사들의 전형을 따랐다.184) 이러한 유랑 치료

행위는 16세기 유럽에서 결코 호의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185) 파라켈수

스는 두 발로 걷는 것을 의사가 가져야 미덕이라고 확신했다.186)

둘째, 파라켈수스는 환자의 빈부귀천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치료했

으며, 환자를 향한 윤리적 행위를 강조했다. 환자를 돌보는 일에 시간을

거의 쓰지 않던 당대 대학 출신 의사들과는 달리, 그는 환자의 말을 직

접 듣고 관계를 맺는 태도를 견지했다.187) 또한 그는 의사가 게으르지

181) 반덕진, 『히포크라테스의 발견』, 404. 프랑수아 라블레는 1532년
리옹(Lyon)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집을 출간했다. 16세기에만 무려 6판이 인쇄
되었고, 베네치아, 살라망카,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출판되었다. 여기에 포함된
문헌으로는 『격언』, 『예후』, 『급성병의 섭생』, 『인간의 본성』이 있었
다.

182)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선집』, 여인석, 이기백 공역 (파주:
나남, 2011), 254.

183) 히포크라테스적 의사의 전형에 관한 탁월한 분석으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자크 주아나, 『히포크라테스』, 서홍관 역 (서울: 아침이슬,
2004). 특히 제5, 6장이 유용하다.

184)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선집』, 242; 이기백, “히포크라테스
의학에 나타난 수사학,” 「한국수사학회 학술대회」 (2010): 33.

185) 야마모토 요시타카, 『16세기 문화혁명』, 168.
186) Thomas Willard, “The Monsters of Paracelsus”, 151. “그는 쇠붙

이가 달린 장화를 신고, 사형집행인이 준 커다란 칼을 차고, 걸어서 여행했
다. 그는 도시만큼이나 시골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의사보다 마녀와 약
초 수집가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187) 크리스티안 베이마이어, 『의학사를 이끈 20인의 실험과 도전』,
83; 로이 포터, 『의학, 놀라운 치유의 역사』, 349. 중세 후기의 평범한 사람
들은 의사와 거의 접촉할 수 없었다. 당시의 의사란, 치료 행위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철학적 용어로 질병을 숙고하는 엘리트 집단이었다; 파라켈
수스의 치료 행위에서 환자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및 정신의학 영역의 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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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검소한 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188)

셋째, 파라켈수스는 의학박사 학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과의사

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외과의사로서의 거친 삶을 선택했다.189) 불과

한 세기 전 흑사병의 재앙을 경험했던 유럽인들은 스콜라주의적 의학의

훈련을 받은 내과의사들의 무기력함을 직접 목격했다.190) 이처럼 의사라

는 직업이 위기에 처했던 시대에, 파라켈수스는 내과와 외과의 차별을

극복하는 의학을 지향했다.191)

의학 사상의 측면에서도, 파라켈수스가 히포크라테스 학파를 계승했

던 지점들이 적지 않다. 우선, “전체의 본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인체의

본성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하다”는 히포크라테스의 관점192)은 인체의 외

부와 내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파라켈수스의 관점과 유사하다.

인체 외부의 사물을 대표하는 천체에 대한 강조점도 히포크라테스에게서

적 접근에 관하여는 다음의 책과 논문을 참조하라. H. C. Erik Midelfort, A
H istory of Madness in Sixteenth-Century German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Thomas Willard, “Paraceslsus on Mental Health,”
in Albrecht Classen ed., Mental Health,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the
M iddle Ages and Early Modern Age (Berlin: de Gruyter, 2014), 524-556.

188) 휴 W. 샐츠버그. 『화학의 발자취』, 160. “진정한 의사란, 게으름
뱅이들과 사귀지 않으며, … 손가락에는 금반지를 끼고 사치하는 데 열중하
지 않으며 … 참을성 있게 불 옆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다.”

189) 재컬린 더핀, 『의학의 역사』 신좌섭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328-330. 외과의사는 이발, 면도, 발치를 하는 이발사 계층과 같은 길
드에 소속되었고, 도제 제도를 통해 기술을 전수했다; 야마모토 요시타카,
『16세기 문화혁명』, 128. 파라켈수스는 『파라그라눔』에서 사람들이 자신
을 “의사가 아니라 외과의사”(ein chirurgus sein und kein physicus)라고 비
난했다고 술회한다; 박찬인, “16세기 프랑스 의학에서의 프랑스어 어휘,”
「언어연구」 19 (2003): 44. 16세기 ‘의사’를 가리키는 어휘의 다양성은 각각
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존재했음을 잘 보여준다. 1) 의사(médecin): 해부나
수술을 하지 않음, 2) 외과의사(chirurgien): 중간 계급, 3) 외과수술의사
(barbier): 대부분의 수술 집도 및 마을 순회 진료 담당.

190) 자크 르 고프 & 니콜라스 트뤼옹, 『중세 몸의 역사』, 채계병 역
(서울: 이카루스, 2009), 138.

191) 휴 W. 샐츠버그. 『화학의 발자취』, 154. “당신이 내과의가 아니
라면 양복장이의 방법대로 자르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외과의가 아니라면 색칠한 원숭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192) 반덕진. 『히포크라테스의 발견』,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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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 그는 『공기, 물, 장소』에서 “의사는 동시에 천문학자가 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학에서 천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93)

19세기에 『히포크라테스 전집(Corpus H ipocraticum)』을 편찬했던

문헌학자 에밀 리트레(Émile Littré, 1801∼1881)는, 철학에 물들었던 고

대의 다른 의학 체계들과는 달리 히포크라테스 의학이 실제 경험을 중시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던 바 있다. 그의 평가에는 19세기 의학사가들

이 당면했던 문제의식이 개입되어 있었지만,194) 유사한 문제의식이 파라

켈수스가 살았던 16세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실천으로서의 의학을 철학

으로부터 구출해야 한다는 과제는, 히포크라테스 문헌에 속한 저작 『전

통의학에 관하여(Peri archaiēs iētrikēs)』195)를 실마리로 삼아 풀릴 수

있다. 이 저작은 헬레니즘 시대의 의학 유파 중 하나였던 경험학파에 의

해 주석되었다.196) 경험학파는 철학적 의학을 표방하는 이론학파와 대립

하는 관점을 가지고서,197) 스승 히포크라테스를 철학에서 의학을 분리한

최초의 인물로 평가했다.198)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전통의학에 관하

여』는 갈레노스의 손길이 닿지 않은 히포크라테스의 진정성 있는 문헌

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199) 갈레노스의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의학과는

193)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선집』, 21.
194) 성영곤, “히포크라테스 전통: 최근 2세기의 연구사,” 「의사학」 6

(1997): 105-107.
195) 국내 연구자들 가운데 이 저작의 제목을 번역하는 데 이견이 존

재한다. 대체로 『전통의학에 관하여』(여인석)와 『고대의학에 관하여』(반
덕진, 이상인)로 나뉘는데, 본 연구자는 전자를 따랐다. ‘고대’라는 표현은 우
리에게 익숙한 고대-중세-근대의 시대구분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196) 일반적으로 의학사가들은 헬레니즘 의학의 유파를 이론학파, 경험
학파, 방법학파, 영기학파로 나눈다. 흥미롭게도 의학 유파들은 당시의 철학
유파들과도 대응했다. 이론학파는 신플라톤주의와, 경험학파는 견유학파와,
방법학파는 에피쿠로스학파와, 영기학파는 스토아학파와 유사했다.

197) 최자영, “헬레니즘 시대 의술에서 보이는 이질적 경향: 다양성 대
획일성, 시간적 지연(자연성) 대 신속성(효율성), 인술 대 세속적 성공의 대
립.” 「의사학」 17 (2008): 8-9. 경험학파는 지역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학파의 주장을 거부했다. 대신에 어디서나 질병의 원인
이 같다면 치료방법도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론학파는 개별적 특질을
중시하고 이론에 근거하여 사물을 다양한 것으로 바라보았지만, 경험학파는
사물을 가장 단순하게 공통적 요소들을 통해 파악했다.

198) 자크 주아나, 『히포크라테스』, 128, 59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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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히포크라테스는 경험을 중시했다는 이유로 환영을 받았다.200)

파라켈수스가 경험학파를 매개로 히포크라테스 사상을 계승했다는 몇

몇 근거들을 추가할 수 있다. 치료에서 이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경

향, 질병을 실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 해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

향201), 체액설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202),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졌

던 목적론적 사고와는 달리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

는 결정론적 시각203)은 파라켈수스의 병리학으로 계승되었다.

2.2.2. 중세 이베리아 연금술사

파라켈수스의 의학이 뿌리를 내렸던 또 하나의 전통은 연금술이었다.

본 논문에서 연금술의 기나긴 역사와 복잡한 이론을 모두 다루기에는 제

199) 자크 주아나, 『히포크라테스』, 111, 120. 리트레는 플라톤이 ‘히
포크라테스의 방법’을 언급했던 파이드로스 의 구절(270cd)과 전통의학에
관하여 제20장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는 히포크라테스의
작품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진서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여겼다; 이상인, “히포
크라테스 「고대의학」의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in 『플라톤과 유럽의 전
통』, 이상인 편 (서울: 이제이북스, 2006), 402. “『파이드로스』의 히포크라
테스가 『전통의학에 관하여』의 저자와 일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반덕
진. “‘고대의학에 관하여’의 연구사,” 「의사학」 18 (2009): 92. 자크 주아나
는 『전통의학에 관하여』가 중세에 라틴어나 아랍어로 번역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갈레노스는 이 문헌을 알고는 있었지만 주석하지 않았다.

200) 반덕진. “‘고대의학에 관하여’의 연구사.” 100. 히포크라테스에 대
한 파라켈수스의 입장을 존중했던 판 헬몬트도 갈레노스의 체액이론을 향한
공격의 근거를 『전통의학에 관하여』에서 찾았다.

201) 최자영. “헬레니즘 시대 의술에서 보이는 이질적 경향,” 7. 경험학
파는 해부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1) 산 사람을 죽이면 이미 신체가 변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부가 아니며, 2) 산 사람의 내부도 들여다볼 방법이 없
지 않기 때문이다.

202) 성영곤, “히포크라테스 전통,” 104. 인체 내의 힘들 사이의 혼합,
즉 균형과 불균형으로 건강과 질병을 설명한 최초의 그리스인은 알크마이온
(Alcmaeon, 주전 5세기)이었다. 그가 힘들 사이의 균형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평등(이소노미아, isonomia)이라는 용어가 고대 후기까지는 중요시되지 않았
다는 의사학자 루드비히 에델슈타인(Ludwig Edelstein, 1902～1965)의 설명
은 주목할 만하다. 그의 설명은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기본 이론으로 인정받
는 체액설이 사실은 갈레노스의 히포크라테스 해석의 산물이라는 관점을 전
제한다.

203) 자크 주아나, 『히포크라테스』, 4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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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있다.204) 연금술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그 기원에 관한 논의도 불분

명하지만, 헬레니즘 시대의 이집트에서 장식예술의 한 갈래가 연금술이

라는 새로운 분야로 태어났고,205) 아랍 세계로 이어져 전성기를 누렸다

가, 늦어도 12세기에는 다시금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견해가 대체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아랍 문명의 필터를 거쳐 유럽에 전래된 연금술은, 여전히 금속 변성

이 주된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8세기의 아랍 철학자 자비르 이븐 하이얀(Jabir Ibn-Hayyan, 721∼813)

은 ‘알-익시르’(al-iksīr)에 관한 독특한 이론을 정립했다. 그리스어 단어

크세리온(xērion)에서 파생된 이 아랍어 단어는, 금속을 치료함으로써 변

성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촉매제로서, 라틴어 단어 엘릭시르(elixir)로 이

어졌다. 자비르는 엘릭시르가 금속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유익한

의약적 효과를 가졌다고 여겼다.206) 아랍 세계의 대표적인 의학자로서

204) 본 연구자는 연금술의 역사를 다룬 수많은 연구서들을 모두 일별
하지는 못했지만, 다음의 책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뉴먼은 ‘자연 vs 기예
논쟁’이라는 맥락에서 연금술의 역사를 검토했다. William R. Newman,
Promethean Ambitions, 1장-2장을 참조하라; 프린시프와 맥스웰-스튜어트
(영국 세인트앤드루스대학 역사학), 모런은 르네상스기 및 과학혁명기 연금술
의 역사를 탁월하게 정리했다. Lawrence M. Principe, The Secrets of
Alchem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Peter G.
Maxwell-Stuart, The Chemical Choir: A H istory of Alchemy (London:
Continuum, 2008); Bruce Moran, Distilling Knowledge: Alchemy,
Chemistr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2005); 최근 연금술 역사 서술 경향으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Marcos
Martinón-Torres, “Some Recent Development in the Historiography of
Alchemy,” Ambix 58 (2011): 215-237; 국내에 소개된 연금술 관련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연금술 및 그 역사에 관한 교양 수준의 서적들은 다음과 같
다. 앨리슨 쿠더트, 『연금술 이야기』, 박진희 역 (서울: 민음사, 1995); 안드
레아 아로마티코, 『연금술: 현자의 돌』, 성기완 역 (서울: 시공사, 1998); 쿠
사노 타쿠미, 『도해 연금술』, 코트랜스 인터내셔널 역 (서울: AK커뮤니케
이션즈, 2010); 가이 오길비, 『연금술사의 부엌』, 고종숙 역 (서울: 시스테
마, 2010). 특히 타쿠미의 책은 출전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단점에도 불
구하고, 연금술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알기 쉽게 보여준다.

205) William R. Newman, P romethean Ambitions, 24-33; Lawrence
M. Principe, The Secrets of Alchemy, 10-14.

206) Lawrence M. Principe, The Secrets of Alchemy,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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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라제스(Rhazes)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알-라지(Muhammad ibn

Zakariya al-Razi, 854∼925)는 자비르를 계승하여 연금술이 가진 의학적

효능을 강조했다.207) 아랍에서 시작된 이러한 역사적 전환이 꽃을 피웠

던 곳은, 8세기 이래 800년 가까이 아랍이 지배했던 이베리아 반도였

다.208) 이곳에서 훗날 르네상스기로 계승될 연금술사의 전형이 형성되었

고,209) 또한 이곳에서 자비르의 라틴식 이름인 게베르(Geber)를 필명으

로 사용했던 어느 저자가 쓴 『완전성 대전(Summa Perfectionis)』을

통해 수은-유황 이론의 토대가 마련되었다.210)

이베리아 반도의 의학적 연금술 전통을 대표하는 두 인물은 아르날두

스 빌라노바누스(Arnaldus Villanovanus, 1240～1311)와 라이문두스 룰

루스(Raymundus Lullus, 1235～1316)였다. 아르날두스는 몽펠리에 대학

에서 의학을 공부했고,211)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의술을 펼치면서 교

황의 주치의까지 지냈으며, 아랍 의학의 풍부한 주석들을 번역했다.212)

그는 연금술이 인간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것이라는 전

망을 통해 파라켈수스의 선구자가 되었고,213) 파라켈수스보다 먼저 호문

207) William R. Newman, P romethean Ambitions, 188-189. 토마스
아퀴나스를 필명으로 사용한 위서 『본질들의 본질들에 관하여(De essentiis
essentiarum)』는 알-라지의 저작을 근거로 삼아 연금술의 생산물을 의료 목
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208) 이정민, “10-13세기 프랑스 수도승들의 질병 치료와 기적 치유,”
「서양중세사연구」 38 (2016): 232. 아랍 연금술이 유럽으로 처음 진입했던
통로는 10세기의 카탈루냐 수도원들이었다.

209) 옌스 죈트겐, 『교양인을 위한 화학사 강의』, 11. 죈트겐의 다음
과 같은 예리한 평가를 되새길 만하다. “연금술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정치
권력과 연관되었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자신의 행위로 비롯되는 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했다. 연금술 저서치고 자신에게 진지하기를 요구하지 않
은 책은 없다시피 한다. 연금술사들은 명상하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야 했다. 준엄한 윤리적 책임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함부로 넘
겨주어서는 안 되었다. 오히려 현대 화학 산업 종사자들은 연금술사들만큼
윤리적이지 못하다.”

210) William R. Newman, Promethean Ambitions, 72-76.
211) 로이 포터, 『의학, 놀라운 치유의 역사』, 314. 몽펠리에 대학은

는 13세기 프랑스의 15개 대학들 중 의학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212) Walter Pagel, Paracelsus, 248-258.
213) 다치키 다카시, 『독약의 박물지』, 김영주 역 (파주: 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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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루스 제작에 성공할 뻔했다는 전설의 주인공으로 회자되었다.214)

아르날두스보다 파라켈수스에 더 근접한 인물은 룰루스였다. 그는 세

상의 모든 지식을 범주로 나누어 인간이 모든 사물을 깨우치도록 하게

만드는 방법을 탐구했던 인물로 알려졌다.215) 룰루스는 유대교, 그리스도

교, 이슬람교 문화의 교차점을 탐색하여 “라틴어도 모르고 아랍어도 모

르는” 이들에게 토속 언어로 교리를 집필한 최초의 유럽 철학자였다. 그

는 톨레도(Toledo)의 대주교를 역임하면서 아랍 문헌의 번역 프로젝트를

이끌었는데, 그 중에는 다수의 연금술 문헌들도 포함되었다.216) 그러나

이 역사적 인물이 룰루스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문헌들의 실제 저자였을

가능성은 낮다. 『유언(Testamentum)』을 비롯하여 위-룰루스의 작품으

로 알려진 문헌들에 따르면, 모든 사물 속에는 천상의 수은이 제일질료

로서 담겨있으며, 수은의 정수를 추출하여 그 순수성과 힘을 증가하는

것이야말로 엘릭시르를 제조하기 위한 핵심 열쇠가 된다.217)

아르날두스와 룰루스를 파라켈수스로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인물은, 프랑스 중남부 출신의 연금술사 요한네스 데 루페시사(Johannes

de Rupescissa, 1310～?)였다. 그는 툴루즈(Toulouse) 대학에서 수학한

후, 개혁 성향의 프란치스코회 영성파 소속 수도사가 되었다.218) 당시 아

2006), 70. 아르날두스는 광물의 독의 효용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파라켈수스
를 앞섰다.

214) William R. Newman, P romethean Ambitions, 192-193. 15세기
신학자 알론소 토스타도(Alonso Tostado)는 『역설들에 관한 책(Librum
paradoxarum)』에서 아르날두스 전설을 소개했다. 아르날두스가 연금술 실
험을 통해 플라스크 속 작은 인간의 형상을 발견하자, 그는 두려움으로 인해
즉각 그 플라스크를 깨어버렸다.

215) 룰루스에 대한 최근의 평가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Josep
E. Rubio, “Llull’s Great Universal Art,” in A Companion to Ramon Llull
and Llullism, ed. Amy M. Austin & Mark D. Johnston (Leiden: Brill,
2018), 81-116; Alessandro Tessari, “Ramon Llull: The First proto-
European,” Contributions to Science (2016): 51-61.

216) 움베르토 에코 & 리카르도 페드리가,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1』, 윤병언 역 (파주: 아르테, 2018), 868-869.

217) Walter Pagel, Paracelsus, 241-247; Lawrence M. Principe, The
Secrets of Alchemy, 69-71; 브루스 모런, 『지식의 증류』, 35-36.

218) 루페시사의 급진적 개혁 사상은 그가 속했던 영성파의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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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의 영향을 받아 연금술과 의학의 연관성을 확립해 나갔던 이들은 프란

체스코회 수도사들이었는데,219) 13세기 이래 민간요법과 공감의술로 환

자를 치료했던 그들은 성례용 포도주 제조와 증류 기술에 익숙했다. 그

들은 포도주 증류를 통해 알코올을 발견하자 곧장 그것의 치료 효과를

알아차렸다.220) 요한네스 또한 증류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상의 사물

속에 담겨 있는 천상의 질료를 추출해내고자 했다.221) 그의 저작 『제5

원소에 관한 고찰(De Consideratione Quintae Essentie)』에 따르면, 이

러한 추출의 결과물인 정수(精髓), 즉 제5원소는 순수한 생명력을 지닌

의약으로 기능한다.222)

아르날두스, 룰루스, 요한네스 이외에도, 과학사가 헨리 레이시스터는

페트루스 보누스(Petrus Bonus, 1417∼1497)와 히에로니무스 브룬슈비크

(Hieronymus Brunschwig, 1450?∼1512?)가 파라켈수스의 선구자였다고

평가한다. 파라켈수스보다 한 세기 앞서 페라라에서 시의를 했던 페트루

스는, 『고귀하고 새로운 진주(P retiosa Margesita Novella)』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이 주제에 관하여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Leah DeVun,
Prophecy, Alchemy, and the End of Time: John of Rupescissa in the
Late M iddle Ag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219) 브루스 모런, 『지식의 증류』, 37-41. 프란체스코회 수도사였던
요한네스는, 같은 수도회의 선배였던 로게루스 바코누스(Roger Bacon, 1220
∼1292)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로게루스는 연금술의 가장 중요한 용도가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며, 증류된 의약품은 인간의 부패를
제거하여 가치 있는 의약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Peter G. Maxwell-
Stuart, The Chemical Choir, 59.

220) 휴 W. 샐츠버그, 『화학의 발자취』, 147-149. 세속적 연금술과는
달리 프란체스코회의 의료 연금술은 존경을 받았다.

221) 브루스 모런, 『지식의 증류』, 24-25, 32-33. 다양한 물질을 증류
한 결과물들을 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려던 자비르와는 달리, 요한네스는 하나
의 물질을 여러 차례 증류하는 과정을 중요시했으며 제5원소의 추출은 특정
한 질료보다는 과정에 달렸다고 보았다.

222) Lawrence M. Principe, The Secrets of Alchemy, 69-71; Leah
DeVun, Prophecy, Alchemy, and the End of Time, 60-64; Hiro Hirai,
“The New Astral Medicine,” in A Companion to Astrology in the
Renaissance, ed. Brendan Dooley (Leiden: Brill, 2014), 284. 아마도 파라켈
수스의 아르카눔 개념은 룰루스의 제5원소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본 논
문의 2.3.2.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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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술을 단순한 기술적 실천을 넘어서는 자연철학적 이론으로 확립하고

자 했다.223) 또한 히에로니무스는 『증류소서(Liber de arte distillandi

de simplicus)』에서 유독하고 불순한 물질로부터 순수한 의약 물질을

추출하는 증류의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16세기 의화학적 연금술의 서막을

열어주었다.224) 16세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수의 진취적 의사

들은 연금술사들 못지않게 금속 물질에 관한 지식에 정통해 있었다. 이

로써 파라켈수스가 등장하기 위한 무대가 마련된 셈이다.

2.2.3. 르네상스 이탈리아 자연철학자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저명한 고중세과학사가 앤드류 그레

고리(Andrew Gregory)는 르네상스기를 이후의 과학혁명기와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의 시기로 파악한 바 있다. 그가 특징짓는 르네상스기에서는,

학습과 발견에 대한 적극적인 낙관주의가 팽배했고, 과학혁명에서와는

달리 고대의 전통을 통째로 거부하거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

으며, 만물박사를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삼았다.225) 이러한 맥락에서 파라

켈수스는 르네상스적 인간상에 잘 들어맞는 인물이었다.

세계의 무한성, 정신과 자연의 통일, 개체의 해방으로 요약되는 르네

상스 철학은 니콜라우스 쿠자누스(Nicolaus Cusanus, 1401～1464)로부터

출발하여 조르다노 브루노(Giordano Bruno, 1548～1600)에 의해 종합되

었는데, 파라켈수스는 이들 둘 사이의 징검다리 위치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226) 파라켈수스를 ‘독일적인’ 철학자로 이해했던 에른스트 블로흐의

관점과는 달리, 실제로 파라켈수스가 깊게 영향을 받았던 사상가들은 이

탈리아 자연철학자들이었다. 이는 그의 북부 이탈리아 유학 경험과 무관

치 않은데, 르네상스 초기 의학 분야에 기여했던 인문주의자들은 북부

223) 브루스 모런, 『지식의 증류』, 56.
224) 헨리 레이시스터, 『화학의 역사적 배경』, 118-119.
225) 앤드류 그레고리, 『과학혁명과 바로크문화』, 박은주 역 (서울:

몸과마음, 2001), 43.
226) 브루노, 『무한자와 우주와 세계』, 22-23. 다음의 고전적인 연구

를 참조하라. 폴 크리스텔러, 『르네상스 사상과 그 원천』, 진원숙 역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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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대학에서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 지역은 새로운 사상

조류에 개방적이었고 코스모폴리탄을 지향했기 때문에 유럽의 인재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이곳에서 공부한 의사들은 물리학과 천문학에 정통했

고, 마법과 점성술에 지속적인 흥미를 가졌다.227) 파라켈수스도 페라라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플라톤주의와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의 전통

을 접했을 것으로 보인다.228)

파라켈수스의 자연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두 명의 이탈리아인

은 마르실리오 피치노(Marsilio Ficino, 1433～1499)와 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Giovanni Pico della Mirandola, 1463～1494)였다. 파라켈수스는

피치노야말로 최고의 의사라고 칭송했던 바 있다.229) 피치노는 일찍이

볼로냐(Bologna)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1462년 피렌체(Firenze)에서

플라톤 아카데미를 설립했으며, 플라톤의 대화편과 플로티노스(Plotinos)

의 신플라톤주의 저술들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에 몰두했다. 당대에 플

라톤을 새롭게 해석하는 틀이었던 헤르메스주의의 경전 『코르푸스 헤르

메티쿰(Corpus Hermeticum)』을 번역한 것도 피치노의 성과였다. 파라

켈수스는 피치노로부터 두 가지의 측면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

다.230) 하나는, 성서 및 그리스도교를 플라톤 철학을 조화시킴으로써 새

227) 앨버트 S. 라이언즈 & R. 조지프 페트루첼리. 『세계의학의 역
사』, 363; 움베르토 에코 & 리카르도 페드리가,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2』, 윤병언 역 (파주: 아르테, 2019), 55. 이탈리아 대학에서는 신학이 비교적
늦게 발전했고 제한된 영역에서만 영향을 끼쳤던 대신에, 자연주의적이고 이
성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확산되었다.

228) 파라켈수스가 둔스와 신플라톤주의 전통을 접했던 과정에 관하여
는 Henry M. Pachter, Paracelsus, 제3-4장을 참조하라. 움베르토 에코 &
리카르도 페드리가,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2』, 48. 북이탈리아를 예외로
두고서, 서유럽 대학의 교육 과정에서 양적으로는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압도하고 있었다. 플라톤이 본격적으로 대학에서 교육된 것은 16세
기 말에 가서야 가능했다.

229) Hus. 7: 264. “Et fuit egregius Medicus Ficinus.” 파라켈수스의
피치노 사상 수용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Ingo Schütze, “Zur
Ficino-Rezeption bei Paracelsus,” in Parerga Paracelsica: Paracelsus in
Pergangenheit und Gegenwart, ed. Joachim Telle (Stuttgart: Steiner,
1991), 39-44.

230) Hiro Hirai, “The New Astral Medicine”, 268. 파라켈수스는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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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세계관을 확립해야 하며 그 목적은 인간의 갱신에 있다는 가르침이

다.231) 또 하나는, 마법과 점성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신플라톤주의적

경향이다. 피치노에게 마법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 자연 사물 속에 담겨

있는 신적인 미덕을 포착하여 일으키는 행위이며, 그것의 힘은 사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통해 드러난다.232) 파라켈수스의 핵심 사상

중 하나였던 사물의 서명 이론은, 하늘의 힘이 지상에 작용한다는 피치

노 사상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233)

한편으로, 파라켈수스는 피코의 급진적 사상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

다. 파라켈수스가 태어나기 15년 전에 페라라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

던 피코는, 1486년에 쓴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Oratio de hominis

dignitate)』을 통해 인간론을 펼쳤다. 여기서 피코는 인간을 “위대한 기

적”으로 칭하면서,234) 이후 파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 레시피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서를 제시했다. 첫째, 인간(아담)은 신과 동물

사이에 놓인 중간자적 피조물의 지위를 갖지만,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덕분에 스스로의 선택으로 능히 창조의 행위를 할 수 있다.235) 둘째, 인

간은 피조물의 세계를 초월하여 신적인 영역으로 수직 상승할 자유를 지

닌 존재이다.236)

노의 저작 『삶에 관한 세 권의 책(De vita libri tres)』을 잘 알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231) 움베르토 에코 & 리카르도 페드리가,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2』, 91-92.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데 다음의 논문이 유용하다. 송유레, “왜
플라톤을 번역하는가? 르네상스 플라톤주의자 피치노의 대답,” 「인문논총」
72 (2015): 367-400.

232) Nicholas Goodrick-Clarke, Paracelsus: Essential Readings, 25.
233) 프레드릭 코플스턴, 『후기스콜라 철학과 르네상스 철학』, 이남원

역 (성남: 북코리아, 2021), 288. 그러나 피치노와는 달리 피코는 마법과 점성
술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234) 피코 델라 미란돌라, 『피코 델라 미란돌라: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 성염 역주 (파주: 경세원, 2009), 13. “mgnum miraculum est homo!”

235) 피코 델라 미란돌라,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 17. “오 아담
이여, …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어느 면모를 취하고 어느 임무를 맡을지는
너의 희망대로, 너의 의사대로 취하고 소유하라. … 이는 자의적으로 또 명예
롭게 네가 네 자신의 조형자요, 조각가로서 네가 원하는대로 형상을 빚어내
게 하기 위함이다”(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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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학 사상

17세기 벽두에도 영국 런던의 공식의약품 목록인 「런던약전(London

Pharmacopeia)」에는 사람과 동물의 오줌, 배설물, 정액, 혈액, 담즙, 장

의 내용물, 기생충, 이, 뼛가루, 새똥, 뱀, 전갈과 같은 갈레노스 의학의

재료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파라켈수스가 세상을 떠난 지 77년이

지난 1618년부터, 금속화합물이 목록에 등재되기 시작했다.237) 이는 여러

가지 금속의 독성을 약화하여 의약을 만드는 법을 발전시켰던 파라켈수

스 의학 사상의 공헌이었음에 분명하다.

방대한 파라켈수스의 사상 세계에서 의학은 자연철학, 신학, 윤리학

등과 더불어 그 일부분을 구성한다. 이미 여러 저술가들이 파라켈수스의

선구적인 의학적 아이디어들을 요약한 바 있다.238) 본 절에서는, 파라켈

236) 상승의 이미지는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 곳곳에서 등장한
다. 가령, 피코 델라 미란돌라,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 24. “기왕이면
경건한 의욕을 가지고 어중간한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상태를 동경하
며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상의 것을 하시
하고 천상의 것도 경멸하며 세계의 것이라면 무엇이든 버려두고서 지존하신
신성에 가장 가까운 초세계적인 어전으로 날아오릅시다”(10, 50-52).

237) 휴 W. 샐츠버그, 『화학의 발자취』, 142-143; 크리스티안 베이마
이어, 『의학사를 이끈 20인의 실험과 도전』, 87.

238) 에른스트 마이어, 『파라켈수스』, 186. 파겔의 요약을 재인용함.
1) 직업병인 규폐증 및 그 병원에 대한 서술과 해석, 2) 선천적인 병을 포함
한 다양한 형태의 매독에 대한 진보적이고 독창적인 서술 및 유창목 요법에
대한 이성적 거부, 3) 수은의 이뇨작용과 수종증에서 수은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4) 광물 및 음료수와 갑상선종의 결합, 5) 자연의 치유력에 대한 인정
및 상처 치료에 대한 방부살균과 보존의 원리, 6) 에테르와 유사한 제대의
진정작용에 대한 인식 및 화학과 무기 약의 해독 실험, 7) 새 병리학설에 의
한 고대의 체액설의 거부, 8) 특정한 산이 위소화를 보조할 수 있으며 산에
의한 단백질 응고를 관찰함으로써 다른 산이 위소화를 해칠 수 있다는 인식;
크리스티안 베이마이어, 『의학사를 이끈 20인의 실험과 도전』, 83-84. 1)
자연의 치유력을 높이 평가하여 대체의학의 길을 넓힘, 2) 약물치료의 선구
자, 3) 모든 물질에는 독이 있지만 적당한 양만 복용하면 물질이 독으로 작
용하지 않는다는 인식, 4) 규폐증 저술로 직업병 분야 개척, 5) 약물 남용에
대한 경고, 6) 의사에게 상처가 감염되지 않게 하라고 충고하여 병원위생학
의 기초 마련, 7) 정신과 육체의 상관관계를 강조하여 심신상관의학의 기초
마련, 8) 의약품이 아닌 의사의 정신적 공감만으로도 치료 가능하기도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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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스의 여러 의학적 기여 중에서도, 본 논문이 다룰 『사물의 본성에 관

하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 가지 주제를 선별하여 다루고자 한다.

그 세 가지는 3원소, 아르케우스와 아르카눔, 사물의 서명이다.

2.3.1. 의학의 네 기둥

파라켈수스는 자신의 주저인 『파라그라눔(Paragranum)』에서 의학

을 지탱하는 네 기둥을 제시했다.239) 첫째 기둥은 ‘철학’(philosophia)이

다. 참된 철학이란 스콜라철학이 아니라 자연에 관한 지식, 특히 대우주

와 소우주에 관한 이론이어야 한다. 둘째 기둥은 ‘천문학’(astronomia)이

다. 우주와의 관계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240) 셋째

기둥은 ‘연금술’(alchimia)이다. 자연은 이상적인 연금술사이며, 자연을 따

르지 않는 연금술사는 서툰 요리사와 같다. 넷째 기둥은 ‘덕’(virtus)이다.

의술의 기초는 사랑이며, 신을 경외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만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241)

이들 네 기둥 중에서 셋째 기둥인 연금술은, 연금술에 의학적 성격이

부여된 파라켈수스 의화학을 가리킨다. 동시대에 활약했던 베살리우스와

는 달리, 파라켈수스는 인체의 해부에 관심이 없었다.242) 그의 관심 대상

은 인체의 뼈와 근육이 아니라, 인체와 생명을 구성하고 통제하는 원소

들의 화학 작용이었다. 파라켈수스에게 화학은 연금술과 동의어였다. 그

가 술어로 사용했던 연금술의 의미는 그 범위가 매우 넓었다. 그에게 연

금술이란, 단지 금속의 변성뿐만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자연물이 변화되

어 새로운 결과를 낳는 과정 전체를 의미했다.243) 그렇다면 약제사, 요리

사, 방직공도 넓은 의미에서 연금술사라고 할 수 있으며,244) 더 나아가

발견하여 플라시보의 기초 마련, 9) 체액이론을 거부.
239) Hus. 2:5ff. “Inn welchem die Vier Columnae.”
240) Sud. 11:27. “의사는 점성술사여야 한다”(das ein ietlicher sei ein

cosmographus).
241) Andrew Weeks, Essential Theoretical Writings, 10-14.
242) 베살리우스와 파라켈수스의 비교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

라. Walter Pagel & Pyarali Rattansi, “Vesalius and Paracelsus,” Medical
H istory 8 (1964): 309-328.

243) Sud. 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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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그 자체도 연금술사라고 말할 수 있다.245)

연금술 행위의 대상인 자연의 원소에 관하여, 파라켈수스는 또 다른

‘파라’ 시리즈인 『오푸스 파라미눔(Opus paraminum)』에서 자신의 3원

소 이론을 전개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의 아이디어

를 발전시켜 4원소 이론을 확립했다(흙=건냉, 물=습냉, 공기=습온, 흙=건

온). 원칙적으로 원소의 성질들을 빼거나 더하면 하나의 원소가 다른 원

소로 전환될 수 있으며, 모든 물질은 4원소의 조합과 다양한 비율의 결

과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파라켈수스는 아랍

철학자 및 이베리아 연금술사들로부터 유황과 수은의 2원소 이론을 받아

들였고, 여기에 소금을 추가하여 3원소, 즉 세 가지의 프리마(prima)에

관한 이론을 확립했다.246)

물론, 원소에 관한 파라켈수스의 지식은 현대 화학이 가르치는 원소

개념과는 전혀 달랐다. 그가 인식했던 원소는, 구체적인 물질이 아닌, 자

연에서 특정한 효과를 나타내는 원리였다. 즉, 가연성의 원리(타는 것),

유동성의 원리(증발하는 것), 고체성의 원리(재가 되는 것)가 각각 유황,

수은, 소금으로 은유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 3원소는 인체에도 적용되

어, 각각 영혼(유황), 정신(수은), 육체(소금)에 대응되었다.247)

2.3.2. 아르케우스(Archeus)와 아르카눔(Arcanum)

파라켈수스 의화학의 논리를 요약하자면, ‘인체관→병리학→약리학’의

순서를 따른다. 인체는 화학 공정이 진행되는 일종의 공장과도 같고, 공

244) Sud. 8:181.
245) 옌스 죈트겐, 『교양인을 위한 화학사 강의』, 10, 13. 죈트겐은 현

대 화학의 주된 목적이 원소와 그 변화를 이해하고 원소를 변형시켜 쓰임새
있게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화학은 연금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반
화시켰다고 지적한다. 가치가 작은 물질로 가치가 큰 물질을 만들어내겠다는
아이디어는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더 활발하지 않던가.

246) Andrew Weeks, Essential Theoretical Writings, 14-19; Walter
Pagel, Paracelsus, 100-104. 본 논문의 각주 437을 보라.

247) 파울 U. 운슐트, 『의학이란 무엇인가: 동서양 치유의 역사』, 홍
세영 역 (서울: 궁리, 2010), 306-307; 이러한 해석에 대한 반론으로는 본 논
문의 각주 454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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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곧 질병이다.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는 신체 전체가 아닌 국지적인 부위에 접근해야 하며, 해당 부위에 들어

맞는 특정한 의약 물질을 생약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앞서 자연 그 자체가 연금술사라고 언급했듯이, 파라켈수스는 인체도

그 내부에 하나의 유능한 연금술사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인

체 내부에 존재하여 인체 각 기관의 체계를 관장하는 연금술사를 ‘아르

케우스’라고 불렀다. 아르케우스의 역할은, 위장을 실험실로 삼아 음식에

서 독을 분리하여 제거하는 일이다.248)

독은 파라켈수스의 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파라켈수스의 저

작 『파라미룸 서(Volumen Paraminum)』에 따르면, “만물은 독이다.

독성이 없는 것은 없다.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그것의 복용량에 달

려 있다. 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독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249) 독은 인체에 유익한 의약, 즉 ‘아르카눔’이라는 숨겨진 활성

성분을 지니고 있으며, 음식이나 금속의 독으로부터 아르카눔을 추출해

내는 것이야말로 연금술사 아르케우스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다. 만약 아르케우스가 위장이라는 실험실에서 연금술사 노릇에 실패한

다면, 질병이 생겨난다.250)

[표 1] 다섯 실체와 다섯 존재 방식의 질병

248) Sud. 11:188; Urs L. Gantenbein, “Poison and Its Dose:
Paracelsus on Toxicology”, 4-5; 아서 그린버그, 『화학사』, 96. 파라켈수스
에게는 음식이 병을 가져온다는 믿음이 있었다.

249) Sud. 1:163ff.
250) Urs L. Gantenbein, “Poison and Its Dose”, 6-9

실체 질병

별의 실체 자연적인 질병

독의 실체 중독에 의한 질병과 전염병

자연의 실체 기후의 영향에 의한 질병

혼의 실체 정신적인 질병

신의 실체 신의 섭리에 의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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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켈수스는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다섯 가지의 실체(ens)에 대응

하여 다섯 가지 방식으로 질병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를 표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파라켈수스는 [표 1]에서와 같은 다섯 존재 방식의 질병

을 모두 다루었지만, 그중에서도 독의 실체로 인한 질병 개념은 의학사

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는 인체 바깥의 원인이 인체 안으로 들어

와 특정한 자리를 잡는,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질병 개념을 도입했다. 파

라켈수스 식으로 표현하자면, 외부의 사악한 아르케우스가 인체 속으로

침입해 선한 아르케우스를 공격하여 기관을 손상시킴으로써 질병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질병에는 특정한 치료약이 필요하며, 치료

약에는 광물에서 추출될 수 있는 특정한 반(anti)-아르케우스가 포함되

어야 한다. 결국 질병의 원인을 극복하는 것은, 연금술사 아르케우스가

성공적으로 아르카눔을 추출해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린 셈이다.251)

이와 같은 파라켈수스의 질병 이해는, 흑사병의 대유행 이후 서유럽

에서 그 권위에 의문부호가 달린 스콜라주의 의학과 대척점에 서 있었

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흑사병, 매독, 천연두의 창궐은 단지 인

체 내부의 조건만으로는 질병이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체액과

체질이 새로운 시대의 질병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파라켈수스는 인체 내

부로 들어온 질병의 원인을 제거할 특정한 화학 성분을 찾는 것이야말로

의학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했다.252) 따라서 식물성 약재의 복합

처방을 추구했던 갈레노스주의 의사들과는 달리, 파라켈수스는 특정한

효과를 지닌 금속 성분의 추출과 분리를 지향했다. 갈레노스가 질병에

반대되는 성질의 약을 처방했다면, 파라켈수스는 유사성에 의한 치료를

주장했다. 즉,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253)

251) Walter Pagel, Paracelsus, 137-141.
252) 휴 W. 샐츠버그. 『화학의 발자취』, 156-157. 의학에서 ‘특정

한’(specific)이란 표현은 파라켈수스에게서 비롯되었다. 한 가지 성분만을 포
함하는 약은 효과를 측정하기 쉬웠고, 갈레노스주의 의사들의 처방보다 치료
속도가 빨랐다. 이렇듯 파라켈수스의 의화학 이론은 당대의 의학적 권위에
대한 감정적인 배척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 로이 포터, 『의학, 놀라운
치유의 역사』, 170. 파라켈수스주의자들은 갈레노스주의자들이 여러 약재를
한꺼번에 결합하여 처방하는 것을 비판했다.

253) Andrew Weeks, Essential Theoretical Writings, 247; 아서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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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켈수스는 질병을 씨앗에 비유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식물의 종이 자신의 씨앗으로부터만 오듯이, 특정

한 질병도 특정한 씨앗으로부터만 온다. 질병이 특정한 씨를 가진다면

그 치료법이나 약도 특정할 것이다.254) 파라켈수스는 요한네스 데 루페

시사의 제5원소 개념을 계승했지만,255) 파라켈수스의 제5원소는 만병통

치약으로서의 엘릭시르와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각 질병이 자신만의 치료제를 갖는다는 것이었고, 이는 보편적 치료제를

바랐던 과거의 의학적 연금술사들과는 명백히 다른 점이었다.256)

2.3.3. 사물의 서명(signatura rerum)

자연적 사물이 서로 간에 닮아 있으며 이러한 닮음이 인간 존재를 이

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요약할 수 있는 사물의 서명 이론은,

파라켈수스 저작의 진위를 가리는 기준들 중 하나일 만큼 그의 의학 사

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의 사상적 완숙기를 대표하는 저작인

『대점성술(Astronomia magna)』에서, 파라켈수스는 의학의 네 기둥들

중 둘째인 점성술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세계상을 묘사했다. 그에게 점성

술은 세계와 우주 전체에 대한 지식이자 인식이며, 그 인식의 기준은 인

간이다. 인간은 대우주의 법칙을 인체에 구현한 소우주이다.257)

파라켈수스가 점성술을 강조했던 것은, 당대 르네상스기 사상의 한

분야였던 점성의학(Astrologcal Medicine)으로부터의 영향이었다. 이 시

기에는 연금술과 마찬가지로, 점성술 또한 의학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

다.258) 이러한 양상을 실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황도십이궁인간’(Zodiac

버그, 『화학사』, 92. “불순한 것으로부터 순수한 것의 분리”(separatio puri
ab impuro)는 파라켈수스 의화학 사상을 특징짓는 문구이다.

254) Walter Pagel, Paracelsus, 144-148.
255) 본 논문의 2.2.2.를 보라.
256) 휴 W. 샐츠버그, 『화학의 발자취』, 158.
257) Sud. 12:3-13.
258) 장샤오위앤, 『별과 우주의 문화사: 하늘을 향한 최초의 과학, 점

성학의 역사』, 홍상훈 역 (서울: 바다출판사, 2008), 제8장을 참조하라. 일반
적으로 점성술은 세속 점성학(Mundane astrology)과 법 점성학(Judicial
astrology)으로 분류되는데, 전자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과 관련된 점성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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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도상이다.259) 황도십이궁인간은 ‘해부학적 인간’(Anatomical Man)

또는 ‘정맥인간’(Vein Man)으로 표기되기도 했는데, 르네상스기의 의사

들은 이러한 인간 도상을 일종의 ‘의학적 교의’로 간주하여 지참하면서

치료에 활용했다.260)

특정 신체 부위와 천상의 물체가 연결되는 황도십이궁인간 도상은,

소우주 인간에게 대우주의 서명이 새겨진다는 파라켈수스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몸은 몸 바깥의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세상의 모든

힘은 몸의 껍질을 뚫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해부를

하지 않더라도 몸의 표면에 새겨진 흔적을 통해 내부의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261) 파라켈수스는 사물에 서명을 남길 수 있는 세 가지

의 존재를 제시했는데, 그것들은 사람, 아르케우스, 별이다. 인체 내부의

숨겨진 아르케우스와 인체 외부에 존재하는 별은 각각 인체 표면에 서명

을 남기는데, 의사는 이를 통해 질병을 확인할 수 있다.262)

질병의 치료라는 실천적 측면에서, 파라켈수스는 인간 신체의 각 기

관과, 의약으로서의 식물이나 금속과, 하늘의 행성, 이렇게 삼자를 서로

연결했다. 가령, 어떠한 식물이 인간 신체 중 눈을 닮았다면, 그 식물은

눈의 질병에 효능을 갖는다.263) 만약, 금성과 대응되는 신체 기관에 질병

일컫는 반면, 후자는 비판적인 판단력을 동원하여 개인의 운명을 구체적으로
예견해주는 점성학이다. 르네상스기의 점성의학은 이들 두 부류와는 별개로
파생된 새로운 갈래였다.

259)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엄은영, “랭부르 형제의 『베리 공의 매
우 호화로운 기도서』에 나타난 중세말기의 모더니티 연구: 〈달력화〉와
〈황도십이궁인간 삽화〉를 중심으로.” (문학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4).

260) 황도십이궁인간의 의학적 활용에 관한 고전적인 논의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Harry Bober, “The Zodiacal Miniature of the Très
Riches Heures of the Duke of Berry: Its Sources and Meaning,”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11 (1948): 1-34.

261) 다니엘 아라스 외, 『몸의 역사 1』, 주명철 역 (서울: 길, 2014),
16; 파울 U. 운슐트, 『의학이란 무엇인가』, 305-306. 파라켈수스는 광산에
서 관찰을 통해 발견한 금속의 규칙성을 유기체에 투사했다. 그는 몸에서 일
어나는 상황을 금속 주물공장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비교했다.

262) Sud. 11:373-403. 이러한 독창적 견해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
여』의 제9권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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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겼다면, 금성과 대응되는 금속인 구리로부터 추출된 아르카눔이 효

능을 갖는다.264)

사물의 서명 이론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원거리 작용’이다.

별이 사물에 영향을 끼치듯이, 그 역도 가능하며, 멀리 떨어진 사물과 사

물 사이에 감응(感應)이 일어난다. 이러한 사고는 과거의 아리스토텔레

스적 세계관이나 이후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모두 거부되었던, 르네상

스기의 독특한 아이디어였다.265) 야마모토 요시타카는 원거리 작용이 당

시에 널리 인식되었던 원시적 의미의 자력과 무관치 않다고 보았는데,

파라켈수스 또한 별이 인간에게 미치는 원거리 작용을 자석의 힘과 유사

한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266)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가 비단 의학에만 한정될 수 있을까? 훗날 파라

켈수스의 후예들은 이 이론을 활용해 더 나은 사회를 구성하겠다는 비전

을 제시하고자 했다. 사물에 새겨진 서명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사물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4. 의학 저술

파라켈수스는 생전에 널리 인정을 받거나 환영을 받는 일이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술이 출판되는 일조차 거의 경험한 적이 없었다.

263) Yohei Kikuchihara & Hiro Hirai, “Signatura Rerum Theory,” in
Encyclopedia of Renaissance Philosophy, ed. M. Sgarbi (Basel: Springer,
2015). (https://doi.org/10.1007/978-3-319-02848-4_405-1)

264) 휴 W. 샐츠버그, 『화학의 발자취』, 160-161. 태양은 심장, 달은
뇌, 수성은 폐, 목성은 간, 금성은 신장, 화성은 담낭과 연결되었다. 가령, 간
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물질은 어떻게 해서든 목성과의 관련성
을 얻었다.

265) 아서 그린버그, 『화학사』, 80. 원거리 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파라켈수스는 상처를 입힌 칼에 분말을 뿌리면 상처가 낫는다고 주장했다.

266) 야먀모토 요시타카, 『과학의 탄생』, 472-479. 16세기에 이미 자
석이 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잘츠부르크 농민
반란에 연루되어 당국에 압수된 소지품 속에 자석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은 매
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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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사후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만

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가 남겨놓은 방대한 주제의 저술 덕분

이었다. 그 중에서도 그의 이름을 널리 알렸던 대표적인 저작들은 주로

의화학적 성격을 지닌 의학 저술들이었다.

2.4.1. 문체와 저술 방식

파라켈수스의 조수였던 오포리누스의 증언에 따르면, 파라켈수스는

거의 모든 저작을 길이나 술집에서 썼고, 저술을 하는 동안에도 늘 외투

와 장화를 신고 있었으며, 잠도 세 시간 정도만 자고 저술에 몰두했다고

한다.267) 파라켈수스 문헌의 난해하고도 문법이 잘 맞지 않는 몇 문장들

이라도 독해를 시도해 본 연구자라면, 오포리누스의 증언을 충분히 납득

할 수 있을 것이다.

파라켈수스 문헌의 독해를 더욱 난해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있

다. 파라켈수스의 저술에 사용되었던 언어는 16세기의 초기 신고지독일

어(Frühneuhochdeutsche)였는데,268) 비교적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저술에

적합한 언어는 아니었다.269) 더군다나,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독일어

어휘를 여럿 만들어내기도 했다.270)

그렇다고 해서, 파라켈수스가 고의로 난해하고 비밀스러운 언어를 남

발하거나 혹은 저술이나 소통을 멀리했던 연금술사는 결코 아니었다. 그

는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고, 그의 문헌 전체의 절반 이상이 편집되어

267) 본 논문의 2.1.3을 보라.
268) 이화남, 『독일어사』 (개정판; 하남: 박이정, 2021), 173-174,

203-204. 초기 신고지독일어는 고고지독일어(Althochdeutsch, 약 8세기∼)와
중고지독일어(Mittelhochdeutsch, 약 11세기∼)에 이어 14세기 무렵부터 등장
한 독일어이다. 파라켈수스가 사용했던 초기 신고지독일어는 당시 널리 사용
되던 남부 방언(Gemeines)이었는데, 루터가 성서 번역에서 사용했던 동중부
방언(Ostmittel)과의 경쟁에서 밀려났다. 결국, 루터가 사용했던 독일어가 신
고지독일어(Neuhochdeutsche)로 발전하여 표준 독일어로 이어지게 된다.

269) Jolande Jacobi ed., Paracelsus: Selected Writings, xxviii.
270) 옌스 죈트겐, 『교양인을 위한 화학사 강의』, 108. 파라켈수스가

창안한 독일어 단어들: Erfahrung, Experiment, empirisch, theoretisch,
Arbeiter; 그가 처음으로 의미를 부여한 단어들: Freuenkrankheit, chronisch,
Embryo; 그가 만든 원소의 이름: Zink, Kobalt, Wism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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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파라켈수스 프로젝트에서 일별할 수 있는 저

작들만 해도 246권에 달한다. 물론,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파라켈수스 문

헌 전체가 파라켈수스 일인의 저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파라

켈수스의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저자들의 편집과 첨가가 개입되어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파라켈수스 작품의 진정성 및 사후 개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라켈수스가 직접 사용했던 단어와 어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271)

파라켈수스의 저술이 갖는 인상적인 특징으로는, 라틴어로 기록된 몇

가지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저작이 속어인 독일어로 기록

되었다는 점이다. 16세기의 상황에서, 독일어로 기록된 항의문, 소환장,

연설문, 편지와 같은 문서들은 해당 저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형성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떠오르고 있었다. 구어(口語)의 형태로 기록된 독일어

는 농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 언어였다.272) 이러한 언어로 번역되

었던 마르틴 루터의 성서와 마찬가지로, 파라켈수스의 의학 이론서도 대

중에게 접근 가능한 매체였다.273)

파라켈수스 저술의 또 다른 특징은, 16세기 평신도 사회에서 유통되

었던 팜플렛의 형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특히 종교개혁의 상황에서 팜플

렛은 개혁의 쟁점에 관해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유용한 도구였

다. 비록 그것이 당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었는지, 얼마나

공감을 얻어냈는지를 계량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팜플렛에는 저자 자신이

경험했던 변화가 분명하게 반영되었다. 팜플렛을 작성한다는 행위는 저

항의 강력한 근거였으며, 팜플렛의 저자는 자신의 시대를 진정한 혁명의

시대로 여겼다.274)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뉴멕시코주립대학의 과학사학

271) Joachim Telle, “Aufgaben der Paracelsusforschung,” Salzburger
Beiträge zur Paracelsusforschung 39 (2006): 15, 18.

272) 요아힘 쉴트, 『독일어의 역사』, 김원 역 (서울: 한국문화사,
1998), 144-145.

273) 저항과 개혁의 도구가 되었던 근대 초 독일어권 기록 매체의 역
사에 관하여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베르너 파울슈티히, 『근대 초기 매체
의 역사: 매체로 본 지배와 반란의 사회문화사』, 황대현 역 (고양: 지식의풍
경, 2007).

274) S. 오즈맹, 『프로테스탄티즘, 혁명의 태동』,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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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윌리엄 이몬(William Eamon)은, 그 시대에 대중에게 유용하고 실질

적인 정보를 담은 다양한 ‘비방서’가 소책자 형식으로 유통되었음을 구체

적으로 보여주었다.275) 이러한 비방서 전통에는 연금술과 의학이 중요한

주제로 포함되었고, 대부분이 독일어를 비롯한 속어로 작성되었다.276) 이

러한 배경은, 파라켈수스가 생전에 자신의 저작을 거의 출판하지 못했음

에도 그의 의학이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2.4.2. 생애 단계별 주요 저작

파라켈수스 문헌의 완벽한 목록을 연대순으로 나열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주드호프 전집에서 주드호프가 이 작업을 시도한 바 있지만, 그의

연대 설정에는 최근 연구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지점들이 적지 않

다. 다만 그의 시도 덕분에, 우리는 파라켈수스의 저작 대부분이 바젤에

서의 실패 이후에 성립되었으며, 그의 사상적 단계가 대체로 그의 생애

의 중기(절정기)와 후기(완숙기)로 구분됨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중

기와 후기의 경계를 이루는 전환적 작품은, 본 논문의 주제인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저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출판되기까지 했던 『아르키독시스(Archidoxis)』였다. 이들 두 저작이

저술 및 출판의 역사에서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연

구 주제이다.

파라켈수스의 주요 저작들을 생애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75) William Eamon, Science and the Secrets of N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276) 브루스 모런, 『지식의 증류』, 73-74, 82-85. 복잡하고 값비싼 화
학 약재를 구할 수 없었던 가난한 여러 계층들을 위해, 단순한 치료법을 제
시한 속어 소책자들이 시장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16세기 서유럽의 출판 시
장에서 속어 기록물이 증가했고 특히 독일어 저작의 비중이 높아졌던 현상은
바로 앞선 15세기와 비교하여 상당히 다른 국면이었다; Sabrina Minuzzi,
“15th-Century Practical Medicine in Print,” Nuncius 36 (2021): 206,
208-209. 15세기에서는 이탈리아가 출판시장의 절반을 점유했고, 라틴어 저
술이 압도적이었다. 의학 분야 저작의 출판 비중은 전체 출판의 3%에 불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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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 중기 (절정기, 1528～1536년)

- 바젤 시기 이후 파라켈수스의 명석함이 다시금 집중적으로 발휘되었던

1529～1531년을 파라미룸(paramiric) 시기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 걸

쳐, 파라 3부작인 『파라미룸 서』, 『파라그라눔』, 『오푸스 파라미

룸』이 완성되었다.277) 『파라미룸 서』는 새로운 질병 개념과 연금술

사 아르케우스에 관한 견해를 소개하고, 『파라그라눔』은 의학의 네

기둥인 철학, 천문학, 연금술, 덕을 제시한다. 『오푸스 파라미룸』은

대우주와 소우주에 관한 자연철학을 다룬다.

- 파라켈수스의 생전에 출판된 첫 저작으로서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

린 『대외과술』(1536년)은, 파라켈수스라는 필명이 사용된 첫 의학

저작이었다. 이 저작에서 파라켈수스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고,

연금술이 가지는 금속의 변성 그 이상의 의미를 고찰한다.

2) 중기와 후기의 경계 (변곡점, 1537년)

- 『아르키독시스』278)는 파라켈수스 사후에 출판되었지만, 그의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저작이 되었다. 이 책에서 비로소 파라켈수스의 연금

술은 그 의미를 확장하여 의화학적 면모를 드러냄으로써 그의 사상적

변곡점을 이루었다. 그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지

식을 표방하여, 물질로부터 분리된 자연의 신비를 참된 진리로 추구하

도록 촉구한다.279)

3) 생애 후기 (완숙기, 1538～1543년)

- 1538년에 『일곱 변호』, 『방황하는 의사들의 미로』, 『광물의 기

277) 에른스트 블로흐, 『서양 중세 르네상스 철학 강의』, 333. 이들
저작의 제목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파라’의 의미는 난해하여 번역하기가 어
렵다. 흥미롭게도, 블로흐는 ‘파라그라눔’을 ‘기적 같은 무엇’으로, ‘파라미룸’
을 ‘씨앗 같은 무엇’으로 번역했다.

278) 브루스 모런, 『지식의 증류』, 107. 『아르키독시스』라는 제목도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모런은 ‘고대의 가르침’ 또는 ‘가장 심오한 지식’이라
는 의미를 제안했다.

279) Andrew Sparling, “Paracelsus, a Transmutational Alchemist”,
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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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포함한 카린티아 3부작이 완성되었다. 특히 아버지 빌헬름의

죽음 직후에 쓰여진 『일곱 변호』는 파라켈수스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저작이다.

- 파라켈수스 사상의 완숙기를 상징하는 저작은 『대점성술』이다. 이

책에서 그는 점성술을 중심으로 신지학, 신학, 형이상학, 우주론의 논

의를 동원하여, 최후의 심판을 거쳐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 세계상을

묘사한다.

- 생애의 황혼기에서, 파라켈수스는 신학과 정치적 개혁에 관한 저술에

몰두했다.280) 이 시기에 저술된 적지 않은 분량의 문헌들은 현재까지

도 편집이 완성되지 못한 채 연구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2.4.3. 파라켈수스 부흥

파라켈수스는 생전에 자신의 저작을 출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였지만, 『대외과술』을 제외하고는 거의 빛을 보지 못했다. 그의 저작들

대부분은 그의 사후 20여 년이 지난 156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했다. 파라켈수스 연구자들은 1560～80년대를 일컬어 ‘파라

켈수스 부흥’(Paracelsian Revival) 또는 ‘파라켈수스 운동’(Paracelsian

Movement)이라 부른다.281) 사실상 파라켈수스 부흥의 역사는 파라켈수

스 저작 출판의 역사와 동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라켈수스 부흥의 과정에는 그의 여러 제자들과 출판업자들의 노력

이 밑바탕을 이루었다. 빌헬름 퀼만과 요아킴 텔레가 편찬한 『코르푸스

파라켈시스티쿰』에는 파라켈수스 사후부터 후저 에디션의 성립에 이르

는 기간 동안 출판된 파라켈수스 문헌의 목록이 총망라되어 있어서, 파

라켈수스 부흥의 주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282)

280) 에른스트 카이저, 『파라켈수스』, 152-153.
281) 파라켈수스 부흥의 역사적 전개를 세밀하게 보여주는 연구로는

다음의 책들을 참조하라. Didier Kahn, Alchimie et Paracelsisme en
France à la fin de la Renaissance (Paris: Droz, 2007); Le F ixe et le
volatil: Chimie et alchimie de Paracelse à Lavoisier (Paris: CNRS, 2016).

282) 파라켈수스 부흥은 그의 이름을 빌린 위서들이 대량으로 출판되
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파라켈수스 위서의 전체 목록도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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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폰 보덴슈타인(Adam von Bodenstein, 1528∼1577)은 스위스의

연금술사이자 의사로서, 가장 많은 40여 종의 파라켈수스 수고본을 편집

했던 인물이다. 아들보다 훨씬 유명했던 그의 아버지는 비텐베르크의 프

로테스탄트 신학자이자 마르틴 루터의 동료였던 루돌프 폰 칼슈타트

(Rudolph Bodenstein von Karlstadt)였다. 보덴슈타인의 작업은 초창기

파라켈수스주의의 영향력을 지탱하는데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바젤

대학 당국의 허락 없이 진행된 출판 사업으로 인해, 그는 바젤 대학의

교수단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283)

요한네스 오포리누스(Johannes Oporinus, 1507∼1568)는 스위스의 인

문주의자로서, 바젤과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수학한 후, 저명한 출판업자이

자 파라켈수스의 환자였던 요한 프로벤의 출판사에서 협업자로 일했다.

파라켈수스 생전에 그의 조수 역할을 하기도 했던 오포리누스는 1537년

바젤 대학의 그리스어 교수가 되었다가, 2년 후 출판업에 뛰어들었다. 그

는 다수의 서적을 인쇄하고 거래하면서, 파라켈수스 의학의 보급에 힘썼

다. 프로벤과 더불어 오포리누스는 바젤이 인쇄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는데 버팀목 역할을 했다.284) 그가 출판했던 가장 유명한 책은 베살리

우스의 『파브리카(De humani corporis fabrica)』였다.

미하엘 톡시테스(Michael Toxites, 1514∼1581)는 신성로마제국 티롤

(Tyrol) 출신의 의사이자 연금술사로서, 튀빙겐, 파비아, 비텐베르크에서

수학했다. 종교개혁가 필립 멜란히톤(Philip Melanchthon)의 제자이기도

했던 그는, 시인으로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

스의 『명상록』 첫 라틴어판 출판에도 참여했다. 1560년대에 그는 슈트

라스부르크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하고 실험실을 차려 파라켈수스 의학을

Julian Paulus, “A Catalogue raisonné of Pseudo-Paracelsian Writings:
Texts Attributed to Paracelsus and Paracelsian Writings of Doubtful
Authenticity,” in Pseudo-Paracelsus: Forgery and Early Modern
Alchemy, Medicine and Natural Philosophy, eds. Urs L. Gantenbein &
Hiro Hirai (Leiden: Brll, 2022), 161-486.

283) CP 1:104ff.
284) 프리드리히 카프, 『독일의 서적인쇄와 서적거래의 역사: 구텐베

르크의 발명에서 1600년까지』, 최경은 역 (서울: 한국문화사, 2020), 169-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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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면서, 23종의 파라켈수스 문헌을 출판했다.285)

게르하르트 도른(Gerhard Dorn, 1530?∼1584)은 벨기에 출신의 의사,

연금술사, 철학자로서, 보덴슈타인과 함께 수학하여 자신의 첫 저작을 동

료에게 헌정했다. 보덴슈타인처럼 도른 역시 생애 대부분을 바젤에서 보

내면서 파라켈수스의 수고본을 수집하고 편집했으며, 그중 상당수를 라

틴어로 번역했다. 그는 파라켈수스의 의학 사상을 적극 옹호하여, 이를

기초로 그리스도교 철학의 토대를 세워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다.286)

피에트로 페르나(Pietro Perna, 1519∼1582)는 이탈리아 출신의 출판

업자로서 바젤의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그를 통해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스위스 종교개혁 사이에 가교가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

다. 1544년부터 바젤에 정착한 그는 오포리누스의 조수로 인쇄업에 뛰어

들었고, 1558년 출판사를 개업했다. 그의 출판사에서 당대를 주름잡던 니

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1527)와 장 보댕(Jean

Bodin, 1530～1596)의 저작들이 출판되었고, 특히 게르하르트 도른이 편

집한 파라켈수스 문헌이 주로 이곳에서 출판되었다. 기이하게도, 페르나

는 스승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던 토마스 에라스투스(Thomas Erastus)

의 저작도 출판해주었다.287)

285) CP 2:41ff.
286) Frank Greiner, “Dorn, Gérard,” Dctionary of Gnosis & Western

Esotericism, ed. Wouter J. Hanegraaff (Leiden: Brill, 2006), 320-321;
Didier Kahn, Alchimie et Paracelsisme, 143-148, 196-199.

287) Didier Kahn, Alchimie et Paracelsisme, 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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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저작

3.1. 저작을 둘러싼 배경

주전 1세기 에피쿠로스주의 철학자 루크레티우스(Lucretius)의 유명한

저작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De rerum natura)』288)는, 또한 파라켈수

스의 대표적인 저작 중 하나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파라켈수스가

썼다고 여겨져 왔던 이 저작에 관한 최근의 연구가 히로 히라이와 우르

스 간텐바인에 의해 이뤄지면서,289)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를 둘러싼

배경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 저작의 저자

에 관한 문제는 이 저작의 출판 및 유통의 역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

다.

3.1.1. 수고본과 인쇄본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여러 사본들 중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2003년에 발견된 프라이부르크(Freiburg) 수고본이

다.290) 이 수고본에는 서문과 일곱 권으로 구성된 텍스트가 담겨 있고,

288)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는 서유럽에서 1417년
에 발견되었으므로, 파라켈수스도 이 책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책의 발
견 과정에 관하여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스티븐 그린블랫, 『1417년, 근대
의 탄생: 르네상스와 한 책 사냥꾼 이야기』, 이혜원 역 (서울: 까치, 2013).

289) Hiro Hirai, “Into the Forger’s Library: The Genesis of De
natura rerum in Publication History,” Early Science and Medicine 24
(2019): 485-503;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New Right on
Paracelsian De natura rerum,” Ambix 67 (2020): 4-29. 본 장의 논의는 상
당 부분 이들 두 학자의 연구 성과에 빚지고 있음을 밝혀둔다.

290)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7. 2003년 독일 작센 주의
프라이부르크 광산기술대학(Technische Universität Bergakademie Freiberg)
도서관에서 수고본이 발견되었다. 이 수고본은 아브라함 베르너(Abraham
Gottlob Werner, 1749～1817)가 남긴 유산이었는데, 그는 이 학교의 교수였
으며 지질학과 광물학의 선구적인 연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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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커버에는 ‘1571’이라는 연대가 새겨져 있다.291) 이 수고본이 유통되

었던 슈바츠(Schwaz) 지역은 16세기 초 광산 산업의 발달로 2만 명의

인구가 거주했을 만큼, 오스트리아에서 빈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 생전에

파라켈수스도 이 지역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기에, 연금술 및 야금술 지

식이 보편화되어 있던 이곳에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가 특별한 관

심을 얻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292)

인쇄본으로서의 최초는, 1572년 바젤에서 아담 폰 보덴슈타인293)에

의해 일곱 권 구성으로 출판된 사본이다. 보덴슈타인의 인쇄본은 1574년

에 재판되었다가, 1584년 슈트라스부르크의 베른하르트 요빈(Bernhard

Jobin) 출판사294)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루카스 바소디우스

(Lucas Bathodius. 1541?∼1598?)295)에 의해 아홉 권 구성으로 다시금

출판되었다. 이들 세 인쇄본은 앞선 수고본과 동일하게 독일어 텍스트로

인쇄되었다. 한편, 첫 인쇄본이 나온 이듬해인 1573년에 바젤에서 일곱

권 구성의 라틴어 역본이 출판되었다. 라틴어 번역자는 게오르크 포르베

르거(Georg Forberger, 1543～1604?)로 알려져 있고, 출판인은 피에트로

페르나였다. 포르베르거의 라틴어 역본은 1575년에 재판되었다가, 1605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아홉 권 구성으로 다시금 출판되었다.296)

291)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7. 워터마크 분석을 통해
이 수고본에 사용된 종이가 1571년 이전의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숫자의 신
빙성이 인정되었다. 프라이부르크 수고본은 티롤 지역의 인(Inn) 강 계곡에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곳은 할(Hall)과 슈바츠 인근의 광산 지역
으로서, 두 지역 사이에 있는 바텐스(Wattens)에 제지 공장이 자리 잡고 있
었다고 한다.

292)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8. 여러 종의 수고본 원고
가 유통되었던 티롤에서 보덴슈타인이 수고본을 처음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
다. 그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초판 인쇄본을 헌정했던 티롤의 통치
자 페르디난트 대공도 할 근처 인스부르크(Innsbruck)에 주재했다.

293) CP 1:104ff.
294) 프리드리히 카프, 『독일의 서적인쇄와 서적거래의 역사』, 127.

요빈은 바젤 출신의 거푸집 제작자였다가, 출판업에 뛰어들어 부와 명성을
쌓았다.

295) CP 2:260ff.
296) Hiro Hirai, “Into the Forger’s Library”, 485-486, 494;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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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배열 문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앞에 붙어 있는 파라켈수스의 이름으로 기록된 헌정사(“Dem

ersamen fürsichtigen herren Johansen Winckelsteiner von Freiburg in

Üchtland meinem lieben bruder und vertrauten freunt”)에서, 저자는 이

저작이 아홉 권으로 구성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297) 그렇다면 왜 프라

이부르크 수고본과 보덴슈타인 인쇄본 초판의 구성은 아홉 권이 아닌 일

곱 권이었을까?

우선, 보덴슈타인의 1572년 초판 인쇄본은 독립된 형태의 책이 아닌,

더 큰 모음집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모음집은

『변신(Metamorphosis)』이라는 제목을 달고 1부와 2부로 나뉘었다. 1

부는 열한 권, 2부는 두 권으로 구성되었는데, 보덴슈타인은 1부의 처음

일곱 권에 「자연적 사물에 관하여(Von natürlichen Dingen)」라는 독

일어 표제를 붙였다. 아마도 보덴슈타인의 인쇄본은 프라이부르크 수고

본의 구성을 계승했던 것으로 보인다.298)

[그림 6]은 보덴슈타인의 1572년 인쇄본의 목차이다. 특이하게도, 열

한 권으로 구성되되었다는 1부에서 제8권과 제11권이 빠져 있다. 제7권

은 변성(transmutation)을 주제로 다루며, 보덴슈타인은 제1권부터 제7권

까지를 묶어 표제를 달았다. 이어서 제9권(De cementis)과 제10권(De

gradationibus), 그리고 철학자의 돌에 관해 다루는 2부299)가 뒤따른다.

297) Sud. 11:309; CP 3:266-278.
298)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8-9. 16세기 후반에 제작

된 레이덴(Leiden) 수고본도 프라이부르크 수고본과 동일하게 일곱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이덴 수고본은 명백히 프라이부르크 수고본보다 후대의 사
본이다. 주드호프는 레이덴 수고본의 가치를 평가절하 했다. 현재 레이덴 수
고본은 라이덴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99) Hiro Hirai, “Into the Forger’s Library”, 492. 후저는 2부에 속한
두 권의 진정성을 의심하여, 위작 모음집 가운데 위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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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보덴슈타인의 1572년 인쇄본(바이에른 주립도서관 소장)의 목차:
1부에서 VIII장이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5

[그림 7] 바소디우스 구성을 계승한 1591년 후저 에디션의 목차:
Das 1부터 Das 9까지 빠짐 없이 나열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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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표제와 배열은 이 책에 대한 보덴슈타인의 일종의 마케팅 전략을

드러낸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일반적인 연금술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변성

과정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다.300)

반면에, 1584년 슈트라스부르크 인쇄본을 편집했던 바소디우스는 흥

미롭게도 두 가지의 변화를 시도했다. 먼저 독일어 표제를 ‘De natura

rerum’이라는 라틴어 표제로 바꾸었는데, 이는 기존의 독일어 표제가

1570년에 미하엘 톡시테스에 의해 출판된 다른 파라켈수스 저작301)과 제

목이 같았기 때문에 혼선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또 다른 변화로, 바소디

우스는 보덴슈타인이 구성해 놓았던 배열도 과감히 수정했다. 보덴슈타

인 인쇄본에서의 제9권과 제10권을 각각 제8권과 제9권으로 옮기고, 제1

권부터 제9권까지를 모두 묶어 라틴어 표제 밑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아

홉 권 구성을 완성한 그는, 자신의 인쇄본 서문에서, 파라켈수스의 헌정

사와 보덴슈타인의 목차 사이의 모순이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302)

히라이는 바소디우스의 이러한 배열 수정에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

여』를 연금술에 관한 이론적 입문으로 여겼던 보덴슈타인의 관점에 반

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평가한다. 바소디우스는 이 저작에 불확

실한 자료가 섞이기를 원치 않았기에, 기존의 2부를 제외시키고 더 이상

새로운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았다.303)

300) Hiro Hirai, “Into the Forger’s Library”, 492-493. 아마도 보덴슈
타인은 1세기 로마 작가 오비디우스(Ovidius)의 유명한 작품을 의도했을 것
이다; John Tholen ed., P roducing Ovid’s Metamorphoses in the Early
Modern Low Countries (Leiden: Brill, 2021), 227-228. 늦어도 14세기 후반에
는 이미 오비디우스의 『변신』이 서유럽에 유통되고 있었다.

301) 본 논문의 각주 340의 11)을 보라.
302) Hiro Hirai, “Into the Forger’s Library”, 494.
303) Hiro Hirai, “Into the Forger’s Library”, 501-502. 페르나와 도른은

『아르키독시스』의 흥행 성공에 고무되어 1571년 바젤에서 업그레이드된 새
로운 인쇄본을 야심차게 출판하면서, 새로운 자료들이 첨부되었음을 책의 표
지에 밝혔다. 여기에 포함된 다섯 권 중 둘째 권이 『이미지에 관하여(De
imaginibus)』이다. 호문쿨루스라는 동일한 소재를 다룬 『사물의 본성에 관
하여』와 『이미지에 관하여』가 같은 해에 같은 도시에서 처음 출판되었다
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본 논문의 5.2.2를 보라). 보덴슈타인의 모음집 『변
신』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처음 출판된 『자연적 사물에 관하여』는 변성
연금술과 친화적인 다른 작품들과 함께 묶였는데, 그 중 두 작품이 15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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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배열 변화

간텐바인은 또 다른 수고본의 존재가 바소디우스에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제안한다. 아마도 1569～1584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

정되는 함부르크(Hamburg) 수고본과 코펜하겐(København) 수고본이 일

곱 권이 아닌 아홉 권 구성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바소디우스

는 1584년 인쇄본을 출판했을 당시에 적어도 두 수고본 중 하나의 존재

를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코펜하겐 수고본을 면밀히 연구했던 카

를 주드호프는 이 수고본이 바소디우스의 인쇄본이나 이후의 후저 에디

션보다도 더 완성도가 높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 수고본을 자신의 에

디션에 반영했다.304)

페르나의 『아르키독시스』 인쇄본에도 포함되었다.
304)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9. 함부르크 수고본은

1569～1585년 사이에 호헨로헤(Hohenlohe) 백작 볼프강 2세를 위해 제작되었
으며, 바소디우스의 초판보다 시기상 앞섰을 것으로 보인다. 주드호프는 함부
르크 수고본의 존재를 알았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한편, 코펜하겐
수고본은 메클렌부르크(Mekclenburg)의 공작 울리히에게 헌정되었다. 수고본

보덴슈타인 인쇄본 바소디우스 인쇄본

1부

독일어

표제

1권 1권

라틴어

표제

2권 2권

3권 3권

4권 4권

5권 5권

6권 6권

7권 7권

표제

없음

8권(없음) 8권

9권 9권

10권

11권(없음)

2부
1권

(제외됨)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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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보덴슈타인의 배열은 프라이부르크 수고본에 근거했고, 바소

디우스의 배열 수정은 함부르크 수고본이나 코펜하겐 수고본에 근거하여

이뤄짐으로써, 이렇게 정착된 아홉 권 구성 형태가 후저 에디션에 반영

되어 주드호프 에디션에까지 이르렀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3.1.3. 저자 문제

1560년대 파라켈수스 부흥을 통해 그의 저작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던 일련의 흐름은, 한편으로는 파라켈수스의 진정한 저작과 위작

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도

이러한 경계선 가운데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파라켈수스 전집을 편찬했던 주드호프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서문에서 이 저작에 대한 파라켈수스의 저작성(authenticity)을 받아들이

지 않았다. 다만, 이 저작 안에 파라켈수스의 실제 자료가 포함되었을 가

능성은 인정했다.305) 쿠르트 골다머도 이 저작 안에 실제 파라켈수스의

아이디어가 남아있고, 후대 제자들의 개작도 그 아이디어를 지워버리지

는 못했다고 보았다. 오히려 빌-에리히 포이케르트는 주드호프가 제기했

던 의심에 의구심을 표했다.306)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저자 문제는, 정작 이 저작의 내부에서

조차 혼선을 가져다준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제1권 앞에 붙어

있는 헌정사에서, 저자는 자신의 이름이 파라켈수스이고, 이 저작을 1537

년 빌라흐에서 썼으며([그림 8]을 보라), 헌정사의 수신인은 프라이부르

크의 요한센 빙켈슈타인이라고 지목했다. 저자는 프라이부르크307)에 방

문하라는 빙켈슈타인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대신에, 호의를 담아 이

의 제본 연도는 1585년이지만 제작은 그보다 앞섰을 것으로 보인다. 주드호
프는 그 연도를 1572년 직후로 추정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305) Sud. 11:xxxi-xxxiii. 본 논문의 3.2.1.을 보라.
306) William R. Newman, Promethean Ambitions, 199. n.58.
307)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11. 프라이부르크라는 지

명은 독일과 스위스에 모두 존재한다. 프라이부르크 사본에는 어느 쪽의 프
라이부르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덴슈타인은 스위스 쪽이라고 덧붙
였다(Freiburg in Vchtlandt). 바소디우스와 후저는 “Freiburg in Vchtlandt”
를 받아들였지만, 레이덴 수고본과 포르베르거의 라틴어 역은 이를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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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저를 보내노라고 썼다. 또한 저자는 이 논저가 빙켈슈타인에게만 읽히

고 다른 이들에겐 공유되지 않도록 요청했다.308)

그러나 히라이와 간텐바인은 이 헌정사 자체가 위작일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제기한다. 우선 파라켈수스가 1537년에 빌라흐에 갔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309) 빙켈슈타인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존재가 아직 확인되

지 않았다. 또한 파라켈수스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논문

을 쓴 적이 없다. 헌정사의 문체도 파라켈수스의 스타일을 반영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310)

간텐바인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저자를 한 명으로 간주하고

그 저자가 파라켈수스였는지를 질문했던 기존의 논의는 철저하지 못했음

308) CP 3:266-278. 퀼만과 텔레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서문 비
평본을 같이 참조하면, 논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309)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11. 1536년 파라켈수스는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에서 자신의 저작 『위대한 외과술』의 인쇄에 관
여했고, 1537년 다뉴브 강을 따라 오스트리아 린츠(Linz) 근처에 있는 에펜딩
(Eferding)에 갔다가 곧 이어 모라비아(Moravia)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 같
은 해 11월에 빈으로 돌아왔고, 1538년 5월 12일에 빌라흐에서 아버지의 사
망증명서를 뗐다. 이로 볼 때, 파라켈수스가 1537년 가을에 빌라흐에 와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헌정사를 썼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
나 가능성은 매우 낮다.

310) Hiro Hirai, “Into the Forger’s Library”, 493-494;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12.

[그림 8]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헌정사 말미:
마지막 줄에 “Villach”와 “1537”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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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하면서, 아마도 복수의 저자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안한다. 우

선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저자들은 파라켈수스의 실제 저작들을

자주 언급한다. 또한 그들의 문체는 비교적 조직적이고 교훈적이다. 따라

서 단편적인 핵심 내용은 실제 파라켈수스에게서 비롯되었더라도, 최종

형태의 문헌은 다른 편집자들에 의해 다시 작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간텐바인은 실제 파라켈수스를 포함해 최소한 3

명 이상의 저자 혹은 편집자들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311) 간텐

바인이 제시한 결과는 [표 3]으로 정리될 수 있다.

[표 3]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각 권의 저자

간텐바인의 결론에 따르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저자들 중에는

실제 파라켈수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제1

권의 저자는 실제 파라켈수스가 아니며, 제1권의 저자와 제2권의 저자는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

3.2. 저작에 담긴 내용

간텐바인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파라켈수스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각 권의

글자 수를 계량한 결과를 제시했다.312) [표 4]가 보여주듯, 각 권의 분량

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이 저작의 통일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

가 된다. 특히 바소디우스의 인쇄본에서 새롭게 편입된 제8권과 제9권의

311)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17-29.
312)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6.

저자
실제

파라켈수스

위-파라켈수스

A

위-파라켈수스

B
모호

권 5, 6, 9 1, 2 3, 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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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은 다른 권의 분량과 비교해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

[표 4]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각 권의 텍스트 분량

그렇다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각 권의 내용은 무엇이며, 실제 파

라켈수스의 아이디어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을까?

3.2.1. 전집에서의 배치

주드호프가 편찬한 14권 분량의 파라켈수스 전집에서 『사물의 본성

에 관하여』는 제11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537∼1541년 사이

에 완성된 7권의 저작들이 담겨 있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를 제외

한 나머지 6권은 모두 파라켈수스의 실제 저작들인데, 각각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313)

- 『카린티안 3부작(Widmung der drei Bücher an die Kärntner

Stände)』(1538)

313) Sud. 11:429-430; Jolande Jacobi ed., Paracelsus: Selected
Writings, 235-244에도 주드호프 에디션 전체의 목차가 수록되어 있다.

권 각 권의 글자 수 분량 비율

헌정사 4,472 2.4 %

1 17,018 9.1 %

2 5,224 2.8 %

3 12,550 6.7 %

4 6,504 3.5 %

5 20,513 10.9 %

6 12,378 6.6 %

7 21,858 11.7 %

8 26,668 14.2 %

9 60,310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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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르 병에 관한 책(Das Buch von den tartarischen

Krankheiten, dem Pfarrer D. jur. Johann von Brant in

Eferdingen gewidmet)』(1537/8)

- 『일곱 변호, 비방자들의 모략을 향한 대답(Sieben Defensiones.

Verantwortung über etliche Verunglimpfungen seiner

M ißgönner)』(1537/8)

- 『방황하는 의사들의 미로(Labyrinthus medicorum errantium.

Vom Irrgang der Ärzte)』(1537/8)

- 『예언 행위의 실습 및 그와 관련된 것(P raktiken und Verwandtes

zur mantischen P raxis aus den Jahren 1537～1541)』

- 『상담 및 그와 관련된 것(Konsilien und Verwantes aus den

Jahren 1537～1541)』

-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Die 9 Bücher de Natura rerum, an

Johansen Winkelsteiner zu Freiburg im Üchtland, angeblich

Villach 1537)』

주드호프 에디션 제11권 전체의 서문에서 주드호프는 이러한 배치의

의도를 밝혔다.314) 그는 1537년이라는 연대를 중심으로 제11권에 수록될

저작들을 선별했는데, 이 해는 파라켈수스가 바젤에서 추방당한지 10년

째 되는 해로서, 그의 주요 저작들이 여럿 완성되었던 시기이기도 했

다.315) 따라서 주드호프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헌정사에 기록된

연대를 근거로 이 저작도 제11권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연대가 올바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

다.316)

314) Sud. 11:xxxi-xxxiii.
315) 1536～1538년 즈음에 파라켈수스가 처했던 상황에 관하여는 다

음의 선집을 참조하라. C. Lilian Temkin, “Seven Defensiones: The Reply
to Certain Calumniations of His Enemies,” in Four Treatises, ed. H.
Sigeris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41), 3-9.

316) 만약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파라켈수스 저작성을 일부 인
정하더라도, 주드호프는 그 일부분의 연대가 1533～1534년으로 앞당겨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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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주드호프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최종 형태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제1권～제7권,

그리고 이 일곱 권 전체와 분량이 비슷한 제8권～제9권이 원래는 하나로

묶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한다.317)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란 불가

능한데, 그 어느 누구도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원본을 본 적이 없

으며, 보덴슈타인이나 후저조차도 수고본 사본만을 보았을 따름이기 때

문이다. 헌정사에 언급된 “아홉 권”(in neun theil)이라는 표현도, 처음부

터 그렇게 기록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주드호프는 의심을 제기한다. 그

가 이 저작에 대한 파라켈수스의 저작성을 의심하는 근거도 네 가지로

제시된다. “1537년 빌라흐”라는 연대 및 장소 표기에 대해, 파라켈수스는

1537년에 빌라흐에 있지 않았으며, 월과 일 없이 연도만 표기하는 것은

그의 습관이 아니었다. “필리푸스”라는 저자 이름도 파라켈수스가 즐겨

사용했던 필명이 아니었으며, 헌정사의 수신인인 “빙켈슈타인”도 가공의

인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드호프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를 파라

켈수스의 실제 저작들과 함께 배치했을까? 주드호프는 말하기를, 만약

이 저작이 정말로 파라켈수스에 의해 기록되었다면, 그 파라켈수스는

1537년이 아닌 1527년의 혈기왕성했던 파라켈수스였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는 16세기 전반기에는 물론 후반기에서조

차 쉽게 알기 어려운 광물학적, 화학적 지식을 담고 있으므로, 아마도 이

저작의 최종 편집자는 이러한 지식을 파라켈수스와 같은 인물의 것으로

돌리고 싶었을 것이다. 당대 사람들이 가졌던 의심과는 달리, 파라켈수스

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저술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주드호프는 확언한다. 결국 저작성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

하고, 파라켈수스적(혹은 파라켈수스주의적)318) 지식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 이 저작을 파라켈수스 전집으로부터 떼어놓기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한다고 보았다.
317) 본 논문의 3.1.2.를 보라.
318) 괄호는 주드호프의 표현이 아닌, 본 연구자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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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각 권의 주요 내용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각 권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정사319)

저자는 친애하는 벗이며 고귀하고 사려 깊은 프라이부르크의 요한 빙

켈슈타인에게 헌정사를 바친다. 빙켈슈타인이 베풀어준 은혜와 신뢰에

잊지 않고 보답하고자 그를 방문할 것을 약속하면서, 저자는 그에게 아

홉 권으로 구성된 ‘De natura rerum’320)이라는 책을 직접 지어서 보내노

라고 밝힌다. 또한 이 책은 비록 작은 분량이지만 신비로운 비밀을 담고

있으며, 이론이 아니라 경험과 자연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

다. 저자는 이 책의 내용을 빙켈슈타인은 능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 책이 오로지 그만을 위해 기록되었으므로 결코 세상에 공

개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수해 달라고 부탁한다.

2) 제1권: 자연적 사물의 발생에 관하여321) (위-파라켈수스 A)

제1권은 부패를 발생의 출발점으로 삼고, 부패를 통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존재들을 다룬다. 자연에서 이뤄지는 부패를 통한 발생이, 인간의

기예, 즉 연금술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실

리스크와 호문쿨루스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등장한

다. 저자인 위-파라켈수스는 실제 파라켈수스를 차용하면서도 그와 부딪

히는 요소들까지 뒤섞어 버렸다. 간텐바인의 견해에 동의하여, 본 연구자

는 제1권의 저자를 파라켈수스주의자였던 익명의 위-파라켈수스(pseudo

–Paracelsus)로 규정하고자 한다.

3) 제2권: 자연적 사물의 성장에 관하여322) (위-파라켈수스 A?)

319) Sud. 11:309-311.
320)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제목이 처음부터 라틴어였을지 의문

스럽다. 본 논문의 3.1.2.를 보라.
321) Sud. 11:3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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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권 중 가장 짧은 제2권은 자연 속의 모든 만물이 신에 의해 마

련된 자연적 법칙에 의해 성장하며, 이와 동일한 성장이 “숙련된 연금술

사의 작업과 기술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텐바인은

제2권의 내용이 파라켈수스가 썼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며 제1권

전반부의 논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제1권과 제2권의 저자가 동일하다

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제2권이 황금변성을 언급하고 제1권 후

반부(전반부보다 중요한)의 특징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간텐바인

의 견해를 받아들이기가 의심스럽다.

4) 제3권: 자연적 사물의 보존에 관하여323) (위-파라켈수스 B)

제3권은, 신에게 악마가 대적하듯, 자연에 대해 손실을 입히려는 “적”

이 존재함을 일깨운다. 적을 알면 자신을 지킬 수 있으므로, 저자는 자연

이 보호받고 보존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려 한다. 살과 피,

다양한 금속, 물과 음료 등을 보존할 수 있는 교훈과 관찰 결과들이 제

시된다. 일종의 레시피 모음집처럼 구성되어 있는 제3권의 서술 방식이

파라켈수스의 일반적인 서술과는 거리가 멀다는 간텐바인의 견해에 본

연구자도 동의한다.

5) 제4권: 자연적 사물의 생기에 관하여324)

제4권은 모든 물질 속에 내재된 생명의 본질에 관하여 설명한다. 구

약성서의 창조 기사가 말해주듯,325) 생명은 “영”과 연결되어 있다. 모든

물질은 나름대로의 영을 지니고 있으며, 유황, 수은, 동물, 식물, 불을 사

례로 들어 저마다의 영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간텐바인은 제4권의 저

자가 파라켈수스의 저작 『오랜 생명에 관하여(De vita longa)』를 모델

로 삼았다고 보았는데,326) “영은 모든 물질의 발잠(balsam)”이라는 아이

322) Sud. 11:320-322.
323) Sud. 11:323-329.
324) Sud. 11:329-332.
325)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

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세기 2:7, 표준새번역).
326)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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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는 파라켈수스의 실제 저작에게서도 발견된다.327) 파라켈수스의 아

이디어가 여럿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간텐바인은 문체의 단조로움을 근

거로 제 4권에 대한 파라켈수스의 저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6) 제5권: 자연적 사물의 죽음에 관하여328) (파라켈수스)

간텐바인이 파라켈수스의 실제 저작으로 지목한 제5권은, 앞선 1～4

권과는 달리 “나”를 주어로 하는 문장이 등장한다. “나”는, 죽음이란 “발

잠”의 제거이고 또 다른 종류의 발생이며 연금술사가 즐겁게 다루어야

할 대상임을 알려준다. 죽음은 더 나은 모습으로의 태어남329)으로 이어

지는데, 이러한 원리는 금속의 변성 과정을 통해 연금술적으로 설명된다.

제1권과는 다르게 부패보다는 증류가 중심 원리로 등장한다는 점, 파라

켈수스의 실제 저작인 『아르키독시스』와 『재생과 개선에 관하여(De

renovatione et restauratione)』의 주제들이 언급된다는 점에서, 저작성

에 관한 간텐바인의 견해는 타당해 보인다.

7) 제6권: 자연적 사물의 소생에 관하여330) (파라켈수스)

제6권은 제5권의 주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쌍을 이룬다. 먼저 저자는

두 종류의 죽음을 구분한다. 즉, 소생 가능한 죽음과 소생 불가능한 죽음

이다. 소생 가능한 죽음은 마치 아직 “발잠”(Balsam)이 그 안에 남아 있

는 “미라”(Mumia)와도 같다. 조각난 뱀의 몸이 부패를 통해 다시 소생

한다는 사례331)를 들어, 저자는 금속에게도 죽음 이후의 소생이 가능하

327) Andrew Weeks, Essential Theoretical Writings, 228-229; 성한
아, “고전을 넘어 경험을 추구하다: 대학의 인문주의 문화와 스페인 제국의
상업적 활동을 통해 살펴본 16∼17세기 ‘근대 초’ 식물학의 탄생,” 「한국과
학사학회지」 32 (2010): 305. 발잠은 1세기 로마의 식물학자 디오스코리데스
(Dioscorides)의 저작에도 실려 있는 약초로서, 16세기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
었던 식물이다.

328) Sud. 11:332-343.
329) 여기서 인용된 요한복음 3장은 파라켈수스 신학의 중심을 이룬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요한복음 3:3, 표준새번역).

330) Sud. 11:343-349.
331) William R. Newman, Promethean Ambitions, 207. n.75. 제 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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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제5권에서처럼) 연금술적으로 설명한다. 간텐바인은 제6권이

파라켈수스의 저작 『육체와 미이라에 관하여(Von dem F leisch und

Mumia)』의 영향을 받았으며, 위작으로 볼 결정적인 근거가 없다고 평

가한다.

8) 제7권: 자연적 사물의 변성에 관하여332)

제5～6권과는 분위기가 바뀌어, 제7권의 저자는 물질의 변성이 무엇

이고, 어떤 단계로 진행되며,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뤄지는지를 다룬

다. 변성의 일곱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하소(calciniren), (2) 승화

(sublimiren), (3) 용해(solviren), (4) 부패(putrificiren), (5) 증류

(distilliren), (6) 응고(coaguliren), (7) 색조(tingiren). 제7권의 저자는 변

성에서 부패의 역할을 1/7로 줄였다는 점에서 제1권의 저자와 거리가 멀

고, 색조를 최종적인 단계에 올려놓고 상세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황금변

성을 기피했던 실제 파라켈수스와도 거리를 둔다. 간텐바인은 파라켈수

스가 연금술의 변성 과정을 이와 같은 단계별 방식으로 체계 있게 정리

한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9) 제8권: 자연적 사물의 분리에 관하여333) (위-파라켈수스 B)

시종일관 분리의 원리에 기초를 둔 연금술(Spagyric)을 강조한다는 점

에서, 제8권의 저자는 파라켈수스적이다. 세계의 시작은 분리를 통해 이

루어졌고, 영과 혼과 육도 분리의 결과이다.334) 죽음도 분리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제5권의 가르침이 반복된다. 반면 분리의 과정으로서 제시되

는 변성의 단계는 제7권이 제시한 단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저자는 연금

의 저자는 조각난 뱀의 부활에 관한 베르길리우스 전승을 알고 있었고, 윌리
엄 뉴먼은 이 전승의 독일어 버전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보다 후대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저작 전체에 대한 파라켈수스의 저작성을 의심
했다. 다소 성급한 결론이라 판단된다.

332) Sud. 11:349-360.
333) Sud. 11:360-373.
334) 분리된 영, 혼, 육을 표현하는 ‘prima materia’, ‘prima materia

sacramentorum’, ‘prima materia elementorum’이라는 독특한 용어는 파라켈
수스 저작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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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서의 분리 작업을 위한 실제적 지침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

한다: 금속의 분리, 광물의 분리, 가연성 식물의 분리, 동물 신체의 분리.

간텐바인은 이러한 설명에서 엿보이는 연금술에 관한 전문성을 근거로

제8권의 저자를 제3권의 저자와 동일 인물로 간주한다. 세상의 시작이

분리였듯, 세상의 마지막도 분리로 끝맺는다. 분리를 통한 최후의 심

판335)은 파라켈수스 신학에서도 강조되는 주제이다.

10) 제9권: 자연적 사물의 서명에 관하여336) (파라켈수스)

제9권은 가장 큰 분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라켈수스의 특징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의 의학 사상 중 하나인 ‘사물의 서명’을 철학적

으로 다룬다는 점에서,337) 파라켈수스의 저작성을 인정하는 간텐바인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다. 제9권의 저자는 세 가지 종류의 서명을 제시한

다: ‘인간’, ‘아르케우스’, ‘별’. 가장 단순한 차원에서의 서명으로는 인간의

지위를 나타내는 의복,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 번호를 나타내는 숫자 등

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차원을 뛰어넘어야, 다양한 영

역에서의 초자연적인 힘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저자는 이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괴물의 서명은 악의 징후이다. 기형이 나

타나는 신체 부위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 악을 드러낸다. 특히 임산부의

악한 상상력은 별과 뱃속의 아기에게 서명을 남길 수 있다.338) 둘째, 별

에 의한 생리학339)의 서명은 신체 부위의 특징에 따른 성격을 드러낸다.

저자는 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닌 별을 지배하는 자가 되도록 촉구한

다. 셋째, 별에 의한 손의 서명은 수상술(chiromancy)이라는 기예의 근거

가 된다. 손가락과 손금은 저마다 행성과 연결되어 있다. 넷째, 광물의

335)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
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
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마태복음 25:31-33, 표준새번역).

336) Sud. 11:373-403.
337) 본 논문의 2.3.3.을 보라.
338) 본 논문의 4.2. 제3편을 보라.
339) 현대적 의미에서의 생리학이 아닌 관상학, 골상학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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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은 손의 서명과 맥을 같이 한다. 손금을 파악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

로 광맥을 파악하여 특정한 행성이 특정한 금속의 탄생에 영향을 끼치는

지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 다섯째, 자연적 사물에 나타나는 특정한 서명

들을 통해 건강을 파악하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 제9권에서 눈여겨

볼 지점은, 저자가 자연주의적 방식으로 서명 이론을 설명하려 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불확실한 기예로써 마법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자들에게

경고한다.

3.2.3. 저자가 참고한 출전

그렇다면『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저자들이 출전으로 삼았던 저작

들은 무엇이었을까? 히라이는 그들이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12가지의

파라켈수스 저작 및 위서를 제시했다.340)

340) Hiro Hirai, “Into the Forger’s Library,” 488-491. 히라이가 제시
한 저작들을 출판된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 저작들이 출판된
역사는 곧 파라켈수스 부흥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
『방황하는 의사들의 미로』: 1553년 뉘른베르크의 발렌틴 노이버(Valentin
Neuber)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파라켈수스가 남긴 가장 중요한 문헌들 중
하나로, 파라켈수스 부흥보다 앞서 출판되었다. 2)『오랜 삶에 관하여(De
vita longa)』: 파라켈수스 부흥 운동의 초창기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서,
1560년 바젤에서 출간되었다. 원래는 보덴슈타인에 의해 4권짜리 라틴어 판
본으로 번역되었다가, 오포리누스가 제공한 5권짜리 필사본으로 1562년 바젤
에서 피에트로 페르나에 의해 재출간되었다. 3)『오푸스 파라미룸』: 1562년
뮐하우젠(Mühlhausen)의 페터 슈미트(Peter Schmidt) 출판사에서 보덴슈타
인에 의해 두 권으로 출간되었다. 4)『세 원리에 관하여(Von ersten dreyen
Principiis)』: 3원소 이론을 다룬 저작으로서, 1563년 바젤에서 보덴슈타인에
의해 출간되었다. 5)『아테나인을 위한 철학(Philosophia ad Athenienses)』:
최초로 출판된 파라켈수스 위서로서, 16세기 후반 파라켈수스주의의 우주론
및 우주발생론에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1564년 쾰른의 아르놀트 비르크만
(Arnold Birckmann)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6)『파라그라눔』: 보덴슈타인
에 의해 편집되어 1565년 프랑크푸르트의 크리스티안 에게놀프(Christian
Egenolff)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7)『질병의 원인과 기원에 관하여(De
causa et origine morborum & De morbis invisibilibus)』: 1565년 쾰른의
아르놀트 비르크만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내용상 『오푸스 파라미룸』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8)『기상의 서(Das Buch Meteororum & De matric
e)』: 파라켈수스의 실제 저작으로, 1566년 출간되었다. 우주발생론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그의 창세기 해석이 담겨 있다. 9)『고통의 서(L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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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제1권에 한하여, 번역 및 주해

과정에서 저자인 위-파라켈수스가 참고했을 것이라고 본 연구자가 추정

하는 24가지 문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341)

1) 성서

- 요한복음

2) 아리스토텔레스 문헌

- 『자연학(Physica)』

- 『형이상학(Metaphysica)』

- 『동물생성론(De generatione animalium)』

- 『기상학(Meteorologia)』

- 『생성소멸론(De generatione et corruptione)』

vexationum)』: 두 번째로 중요한 파라켈수스 위서로서, 응고 현상의 화학적
과정을 다루었다. 1567년 바젤의 아피아리우스(Samuel Apiarius) 출판사에서
보덴슈타인의 편집을 거쳐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후저 에디션에서 『철학자
들의 천국(Coelum philosophorum)』이라는 제목으로 더 유명해졌고, 도른의
라틴어 번역본 『발화와 고통(Pyrophilia vexationumque liber)』이 1568년
바젤의 페르나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10)『아르키독시스』: 파라켈수스 부
흥을 상징하는 10권짜리 저작으로서, 실롱스크(Śląsk)의 외과의사 아담 슈뢰
터(Adam Schröter)에 의해 라틴어로 번역되어 1569년 크라쿠프(Kraków)의
마티아스 뷔르츠비타(Matthias Wirzbieta)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독일어 판
은 페르나 출판사에서 1570년에 출판되었다. 11)『일곱 논저들』: 1570년에
톡시테스가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편집한 선집으로, 『자연적 사물에 관하여
(Von den natürlichen Dingen)』와 『광물에 관하여(De mineralibus)』를
담았다. 전자는 17장으로 구성되어 특별한 의학적 물질들을 다루며, 후자는
파라켈수스의 3원소 이론과 우주론 및 우주발생론, 아르케우스 이론을 다룬
다. 1582년, 1587년, 1597년에 거듭 출판되었다. 12)『대점성술』: 1571년 프
랑크푸르트(Frankfurt)의 지기스문트 파이어아벤트(Sigismund Feyrabend) 출
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저자가 결정적으로 참고
했던 저작이며, 1584년에는 이 두 저작이 합본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341) 제시된 문헌들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제1권에 반영된 구체
적인 맥락은 본 논문의 4.2.에서 【해】의 내용을 보라. 물론 특별한 예외인
『금속의 발생(Der Generation der Metalle)』을 제외하고는 해당 문헌들이
직접적으로 인용 또는 언급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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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세-르네상스기 문헌

- 콘라트 폰 메겐베르크(Conrad of Megenberg)의 『자연의 서(Buch

der Natura)』

- 요한네스 데 루페시사의 『제5원소에 관한 고찰(Liber de

consideratione quintae essentia omnum rerum)』

- 마르실리오 피치노의 『삶에 관하여 3부작(De vita libri tres)』

4) 중세 민간전승

- 『동물지(Bestiarium)』

- 독일 민간 전설342)

5) 헤르메스 문헌

- 『금속의 발생(Der Generation der Metalle)』

- 『일곱 황금률(Seven Golden Treaties)』

6) 파라켈수스 저작

- 『대점성술(Astronimia Magna)』

- 『님프, 요정, 피그미, 살라만더, 다른 정령들에 관하여(De

Nymphis, Sylphis, Pygmoeis, et Salamandris et Caeteris

Spiritibus)』

- 『상상력의 덕에 관하여(De virtute imaginativa)』

- 『보이지 않는 질병의 원인에 관하여(De causis morborum

invisibilium)』

- 『자연적 사물에 관하여(Von den natürlichen Dingen)』

- 『아르키독시스(Archidoxis)』

- 『재생과 부활의 서(Liber de renovatione et restauratione)』

- 『오랜 삶에 관하여(De vita longa)』

342) 그 일부가 다음의 책에 실려 있다. 그림 형제, 『독일전설 1』 임
한순 외 공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본 논문의 각주 419를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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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에 관하여(De mineralibus)』

7) 파라켈수스 위서

- 『역병에 관하여(De pestilitate)』

- 『금속으로부터 수은을 추출하는 법(Ratio extrahendi ex omnibus

metallis mercu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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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제1권의

번역과 주해

4.1. 번역의 방법과 원칙

[그림 9]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본문 첫 페이지 (주드호프 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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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주드호프 전집에 수록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제1권

「자연적 사물의 발생에 관하여(Liber primus de generationibus rerum

naturalium)」의 첫 페이지이다.343) 1928년에 인쇄된 이 텍스트는 16세기

의 초기 신고지독일어(Frühneuhochdeutsche)344)로 기록되었고, 보이는

바와 같이 현대인에게는 익숙지 않은 프락투어(Fraktur) 서체로 활자화

되었다. 서체를 알아보기 쉽게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현대 독일어와는 문

법적 차이가 커서 곧장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서구권 학자들

에게도 파라켈수스 저작을 읽는 것은 ‘독해’가 아닌 ‘번역’에 준하는 수고

가 요청될 정도이다.345)

이처럼 난해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비교적 현대의 문법으로 ‘번역’

된 크라우스 푈거(Klaus Völker)의 1971년 편집본을 독일 현지로부터 어

렵사리 입수하여 살펴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346) 『사물의 본성에 관

하여』의 첫 문장들을 비교해 놓은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1591년의

후저 전집, 1928년의 주드호프 전집, 1971년의 푈커 편집본은 상당한 차

이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의 번역 및 주해는 학계의 원칙에 따라 주드호

프 전집을 저본(底本)으로 삼고, 푈커 편집본을 함께 참고했다는 점을 밝

혀둔다.

343) Sud. 11:309.
344) 본 논문의 2.4.1.을 보라.
345) Henry E. Sigerist ed. Four treatises of Theophrastus von

Hohenheim, called Paracelsus, x; Nicholas Goodrick-Clarke, Paracelsus,
204.

346) Klaus Völker, Künstliche Menschen Dichtungen und
Dokumente über Golems, Homunculi, Androiden und liebende Statuen
(Berlin: Hanser, 1971), 49-59. 푈커 편집본의 구입에 큰 도움을 준 김귀권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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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후저, 주드호프, 푈커의 본문 비교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제1권의 번역 및 주해를 위한 원칙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혹시나 본 연구자가 범했을지도 모를 번역의 오류를 다른 연구

자들이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비교적 현대어에 가까운 푈커 본문을 한

국어 번역과 병기해 놓았다. 다만, 본 논문에서 『사물의 본성에 관하

여』 제1권 이외의 인용은 모두 주드호프 전집을 표준으로 삼았다.

둘째, 파라켈수스의 문체에 익숙하다면,347) 문법적 오류가 자주 발견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불완전한 구문 배

열과 문법 표기, 성과 수의 불일치와 어미의 오류가 흔하게 발견된다.348)

심지어 푈커 편집본조차 적지 않은 문법적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

구자는 본문에 나타나는 독일어 문법상의 오류를 최대한 찾아내어 교정

하는 작업도 병행했지만, 아마도 모든 오류를 다 잡아내지는 못했을 것

이라 생각한다.

셋째, 푈커 본문을 한국어 번역과 병기했다 하더라도, 본문의 문단 구

분은 푈커 편집본이 아닌 주드호프 전집의 구분을 따랐다. 양쪽의 문단

구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349) 주드호프 전집은 24개 문단으로 나

347) 본 논문의 2.4.1.을 보라.
348) Henry E. Sigerist ed. Four treatises of Theophrastus von

Hohenheim, called Paracelsus, 8.

판본 본문

후저
Die generation aller natürlichen dingen ist zweyerley: Als
eine die von natur geschicht ohn alle kunst die ander
geschicht durch kunst nemmlich durch alchymiam.

주드호프
Die generation aller natürlichen dingen ist zweierlei, als eine
von natur geschieht on alle kunst, die ander geschieht durch
kunst nemlich durch alchimiam.

푈커

Die Generation oder Erzeugung aller natürlichen Dinge ist
eine zweiartige, eine, die ohne alle Kunst, von Natur,
geschieht, die andere geschieht durch Kunst, nämlich durch
Alchim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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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어 있다. 편의를 위하여 각 문단마다 번호를 붙였다.

넷째, 본 연구자는 주해의 편의와 효율을 위해 『사물의 본성에 관하

여』의 제1권을 내용에 따라 총 5개의 편으로 나누고 각각에 소제목을

붙였다. 이러한 소제목은 주드호프 에디션과 푈커 편집본에서는 나타나

지 않는다. 각 편의 소제목 및 문단 번호는 [표 6]과 같다.

[표 6]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제1권의 소제목

다섯째, 번역과 해설을 분리하는 일반적인 주해 방식과는 달리, 본 논

문에서는 24개 문단별로 원문과 번역문을 싣고 주(注)와 해(解)를 이어

서 배치하는 시스템을 차용했다. 【역】은 독일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문

을, 【주】는 문법 및 어휘 설명을, 【해】는 번역문에 대한 포괄적인 해

설을 제시할 것이다.350)

349) 푈커 편집본은 하나 적은 23개 문단으로 나뉘어 있다.
350)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음의 책으로부터 얻었다. 알

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이성의 기능』, 김용옥 역 (서울: 통나무, 1998).

편 소제목 문단 번호

1 부패에 관하여 1～5

2 부패로 발생한 존재들에 관하여 6～8

3 괴물의 발생에 관하여 9～12

4 호문쿨루스의 발생에 관하여 13～14

5 금속의 발생에 관하여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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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번역과 주해

De natura rerum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그림 10]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표지 (주드호프 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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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 primus de generationibus rerum naturalium

제1권 자연적 사물의 발생에 관하여

제1편 부패에 관하여

01.

Die Generation oder Erzeugung* aller natürlichen Dinge ist eine 

zweiartige,** eine,** die ohne alle Kunst, von Natur, geschieht, die 

andere** geschieht durch Kunst, nämlich durch Alchimiam. Um 

allgemein davon zu reden, so könnte man sagen, daß von Natur alle 

Ding*** aus der Erde geboren würden, mit Hilfe der Putrefaction 

oder Verwesung.**** Denn die Putrefaction ist der höchste Grad, und 

auch der erste Anfang zu der Generation, und die Putrefaction nimmt 

ihren ersten Anfang und Herkommen aus einer feuchten Wärme. 

Denn die stete feuchte Wärme bringt putrefactionem und 

transmutiert***** alle natürlichen Ding*** aus ihrer ersten Gestalt 

und Wesen, desgleichen auch in ihren Kräften und Tugenden. Denn 

gleicherweis, wie die Putrefaction im Magen alle Speise zu Kotz macht 

und sie transmutiert, so auch, wenn außerhalb des Magens die 

putrefactio, welche in einem Glas geschieht, alle Ding*** von einer 

Gestalt in eine andere transmutiert, von einem Wesen in das andere, 

von einer Farb in die andere, von einem Geruch in den andern, von 

einer Tugend in die andere, von einer Kraft in die andere, von einer 

Eigenschaft in die andere, und gar von einer Qualität in die andere.

【역】

모든 자연적 사물은 두 갈래로 발생한다. 하나는 어떠한 기예 없이 자연

으로부터 생겨나고, 다른 하나는 기예 즉 연금술을 통하여 생겨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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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모든 사물들이 자연스

럽게 땅으로부터 태어난다면, 이는 부패의 도움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부

패는 최종 완성된 단계이자 발생의 첫 시작이기도 하다. 부패는 습기를 

머금은 온기로부터 시작되고 유래된다. 습기를 머금은 온기가 지속되면 

부패가 이뤄져 모든 자연적 사물의 첫 형태와 첫 본질이 변성된다. 마찬

가지로 자연적 사물의 힘과 덕성도 변성된다. 예를 들어 위장 속 모든 

음식물이 부패를 통해 배설물이 되어 변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 바

깥에 있는 유리 용기 안에서도 같은 과정을 통해 부패가 일어날 수 있

다. 이러한 부패는 모든 사물을 하나의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하나의 

본질로부터 다른 본질로, 하나의 색깔로부터 다른 색깔로, 하나의 냄새로

부터 다른 냄새로, 하나의 덕성으로부터 다른 덕성으로, 하나의 힘으로부

터 다른 힘으로, 하나의 특성으로부터 다른 특성으로, 또한 하나의 성질

로부터 다른 성질로 변성시킨다.

【주】

* 대개 Generation은 인위적 발생을, Erzeugung은 자연적 발생을 의미한다. 주

드호프 본문에는 Erzeugung이 등장하지 않는다. 아마도 푈커는 바로 다음 문

장에서 전개되는 발생의 두 종류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고자 두 단어를 병렬

한 것으로 보인다.

** 다음에 Generation이 생략되었다.

*** Dinge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Putrefaction과 Verwesung은 의미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 transmutation, transformation, transfiguration 등의 단어들이 혼선을 가

져올 수 있다. 본 연구자는 transmutation을 변성으로, transformation을 변형

으로, transfiguration을 변모로 일관되게 번역했다.

【해】

자연적 사물의 발생에 관한 저자(이하 위-파라켈수스)의 주장은 세

단계로 전개된다. 첫째, 모든 자연적 사물의 발생은 두 종류, 즉 자연에

서의 발생과 기예를 통한 발생으로 나뉜다. 둘째, 자연에서의 발생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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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라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셋째, 마찬가지로 기예를 통한 발생도 부

패의 과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발생의 종류를 자연과 기예로 구별하는 관점은, 아리스토텔레

스의 『자연학(Physica)』 제2권에서 처음 발견된다. 여기서 그는 자연

의 과정과 인공이 개입된 과정을 엄격히 구분했다.351) 자연과 기예를 구

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은 운동인의 위치이다. 운동의 원인이 사

물 내부에 있다면 그것은 자연의 과정인 반면, 사물 외부에 있다면 기예

의 작용이 된다.352)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생성론(De generatione animalium)』

에서 자연적 발생, 기예를 통한 발생, 우발적 발생이라는 세 종류의 발생

을 구별했다.353)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Metaphysica)』 제7

권에서도 동일한 구별이 반복된다는 점으로 뒷받침된다.354) 오늘날의 의

미에서 자연적 발생은 유성생식을, 우발적 발생은 무성생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파라켈수스가 말하는 자연적 발생은 남성의

씨와 여성의 월경혈의 결합이 아닌 부패를 통한 결과로 설명되고 있으므

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에 따른 자연적 발생보다는 우발적 발생에 가

까운 개념이다.355)

351) William R. Newman, “Corpuscular Alchemy and the Tradition
of Aristotle’s Meteorology, with Special Reference to Daniel Sennert,”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15 (2001): 148. 해당 언
급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제2권 1장 192b8-34에서 확인된다.

352) 조대호, “『동물의 생성에 대하여』를 통해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성이론,” 「서양고전학연구」 18 (2002): 101.

353) Aristoteles, De generatio animalium, Translatio Guillelmi
Moerbeka, H. J. Drossaart Lulofs(ed.), Aristoteles Latinus vol. 17.2-5
(Bruges: Desclée de Brouwer, 1966), 3-4(I, 1, 715a18ff.).

354)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조대호 역 (서울: 길, 2017), 277.
“생겨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본성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기술에 의해
서, 또 어떤 것들은 자생적으로 생겨나지만, 생겨나는 것은 모두 어떤 것의
작용에 의해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이 된다”(제7권 7장 1032a12-15).

355) 생물학에서 오랜 역사에 걸쳐 신봉되었던 자연발생(spontaneous
generation)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에서 자연적 발생이 아니라 우발적 발
생과 동일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반면에, 위-파라켈수스의 자연적 발생
은 자연발생과 동일한 개념이므로 혼선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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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위-파라켈수스는 위장 속의 소화 과정이 유리 용기356) 속의

부패 과정과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전자가 자연적 과정을 대표하는 사례

라면, 후자는 기예를 통한 과정을 대표하는 사례인데, 이들 둘 사이의 유

비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상학(Meteorologica)』에서 처음 제시되

었다. 이 저작의 제4권357)은 그 진위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

니라358) 연금술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헌이었다.359)

356) 안드레아 아로마티코, 『연금술』, 41. 연금술 전통에서는 병의 우
월성이 강조된다. “병은 동물의 자궁과도 같다.”

357) 박승찬, 『서양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 수용사』 (서울: 누멘,
2010), 99, 107, 126-127. 『기상학』제4권은 크레모나의 제라르두스(Gerardus
de Cremona, 1134～1184/7)가 1187년 경에 『기상학』 제1～3권을 번역하기
에 앞서서 이미 헨리쿠스 아리스티푸스(Henricus Aristippus)에 의해 1162년
경에 번역되어 유럽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다. 이 저작과 내용상 관련이 깊
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성소멸론(De generatione et corruptione)』도 헨
리쿠스에 의해 번역되었다. 『기상학』은 13세기 후반에 성립된 아리스토텔
레스 전집에 포함되었고, 파리 대학의 1255년 학사 규정에 따라 제1권과 제4
권이 정규 수업의 교과서로 채택되었다. 중세에 번역된 아리스토텔레스 저작
들의 목록 및 번역가들과 연대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논문에 실린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rnard G. Dod, “Aristoteles Latinus,” in Norman
Kretzmann et al. ed., The Cambridge H istory of Later Medieval
Philosophy (Paperback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74-79.

358) Malcolm Wilson, Structure and Method in Aristotle’s
Meteorologica: A More Disorderly Na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8-10. 과거에는 『기상학』 제4권에 대한 아리스토
텔레스의 저작성을 의심하는 연구자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의 연구자들
은 이 저작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성소멸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결과
물이라고 보고 그의 저작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기상학』 제4
권이 『기상학』 제1～3권과는 다른 원리와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르네상스기에 전개된 『기상학』의 수용 과정 및 그 특징 중 하나
로서 제4권에 대한 의학적 해석 경향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Craig Martin, “Francisco Vallés and the Renaissance Reinterpretation of
Aristotle's Meteorologica IV as a Medical Text,” Early Science and
Medicine 7 (2002): 1-30.

359) William R. Newman, “Technology and Alchemical Debate in
the Late Middle Ages,” Isis 80 (1989): 423-445. 『기상학』 제4권은 연금
술에 대한 긍정과 부정 모두의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다. 『기상학』의 주해
서를 쓴 영국의 저술가 사레셀의 알프레두스(Alfredus of Sareshel)가 1200년
경에 아비켄나의 저작 일부를 번역하여 「암석의 응고와 유착에 관하여(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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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요리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해 자연적 과정을

묘사하는 두 개의 단락을 남겼다. 한 단락에서 그는 “굽기”(optesis)가

인공의 과정이지만 자연 속에서도 일어난다고 언급했고,360) 다른 단락에

서도 “끓이기”(epsesim)의 과정을 유사한 방식으로 언급했다.361)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에 대해, 위-파라켈수스는 자연적 과정을 이해하

기 위해 인공적 과정을 유비시키는 것이 아닌, 양쪽이 실질적으로 동일

하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즉, 굽기나 끓이기와 같은 과정은 그것들이 자

연에서 일어나든 기예를 통해 일어나든 상관없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 벌

어지는 동일한 현상이라는 것이다.362)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는 아리스토

congelatione et conglutinatione lapidum)」라는 제목을 달아, 헨리쿠스가 번
역한 『기상학』 제4권의 말미에 덧붙였다. 이로 인해 유럽인들은 이 문헌을
『기상학』 제4권의 결론인 것처럼 오해하여 받아들였고, 이 문헌에 아리스
토텔레스의 실제 저작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했다. 문제는 연금술의 중요한 아
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상학』 제4권과는 달리 「암석의 응고와 유착에 관하
여」에서는 ‘기예가들로 알게 하라’(Sciant artifices)는 명제로 유명한 아비켄
나의 연금술 반박이 담겨 있다. 따라서 『기상학』 제4권의 저자인 아리스토
텔레스는 연금술의 긍정과 부정을 모두 말한 모순적인 캐릭터로 전유(專有)
되었다. 연금술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활용한 역사적 전
개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William R. Newman, “Art, Nature,
and Experiment among Some Aristotelian Alchemists,” in Texts and
Contexts in Ancient and Medieval Science, ed. Edith Sylla & Michael
McVaugh (Leiden: Brill, 1997), 305-317.

360) Aristoteles, Meteorologica: Liber Quartus, Translatio Henrici
Aristoppi, Elisa Rubino(ed.), Aristoteles Latinus vol. 10.1 (Bruxelles:
Brepols, 2010), 15. “Optesis ergo et epsesis fiunt quidem arte, fiuntque,
sicut dicimus, species uniuersaliter iste etiam natura; similes siquidem
facte passiones, ceterum innominabiles. Imitatur enim ars naturam,
quoniam et eius quod in corpore alimenti digestio similis epsesi est”(3,
381b4-9).

361) Aristoteles, Meteorologica: Liber Quartus, 14. “Atque oleum
non elixatur ipsum secundum se ipsum, quia horum nichil patitur. lgitur
secundum epsesim dicta digestio hec est; et nichil differt in organis
artificialibus siue in naturalibus, si fiat. Propter eandem nimirum causam
uniuersa erunt”(381a9-12).

362) William R. Newman, “Corpuscular Alchemy and the Tradition
of Aristotle’s Meteorology”, 149. 중세 연금술사들은『기상학』 제4권의 단
락들을 통해, 기예가 자연을 복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동일하므로 실험실
에서의 결과가 자연에 관한 유의미한 통찰을 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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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스의 『형이상학』 제7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363)

위-파라켈수스는 발생의 자연적 과정과 동일한 현상으로서 발생을 일

으키는 기예 그 자체를 연금술(Alchimia)이라 칭한다. 여기서의 연금술

은 특정한 범위에 국한된 기예가 아닌, 부패를 통해 발생을 일으키는 모

든 종류의 기예를 총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역으로도, 자

연적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발생 역시 연금술의 언어로 이해될 수

있음을 위-파라켈수스는 보여주려 한다.364)

02.

Denn das erweist sich augenscheinlich und gibt die tägliche 

Erfahrung, daß viele Ding* gut, gesund und eine Arznei sind, aber 

nach ihrer Putrefaction bös, ungesund und ein lauteres Gift werden.

Hingegen sind viel Ding* bös und ungesund, giftig und schädlich aber 

nach ihrer Putrefaction werden sie gut, verlieren sie all ihre Bosheit 

und werden ein edle Arznei. Denn die Putrefaction gebiert große** 

Ding, dessen wir ein schön*** Exempel im heiligen euangelio haben, 

da Christus sagt: Es sei denn, daß das Weizenkörnlein in den Acker 

geworfen werde und faule, sonst kann es nicht hundertfältige Frucht 

bringen.

【역】

이러한 변성은, 그 결과물이 명확히 눈으로 확인되며, 본래 건강을 도와 

유익한 약이 되던 많은 사물이 부패 후 건강을 해치는 유해한 것으로 변

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기상학』 제2권 3장 358b16-27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이 제시된다. 태양으로 인한 바닷물의 증발과 열로 인한 포도주의 증류
는 동일한 현상이다.

363)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288. “씨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기술자가 기술에 의해 제작물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같다”(제7권 9장
1034b1-2)

364) Joseph Needham, The H istory of Embryology (New York:
Abelard-Schuman, 1959), 83. 조셉 니덤은 파라켈수스 이전까지는 연금술 문
헌이 발생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인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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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온전한 독이 된다는 일상적 사실을 경험하게 해준다. 한편 이와 반

대로 건강을 해쳐 유해하고 독성이 있어 위험하지만 부패 후 모든 유해

함을 잃고 고귀한 약으로 변하여 좋은 것이 되는 사물도 많이 있다. 부

패는 위대한 사물을 낳는데, 그것의 훌륭한 예시가 거룩한 복음서 안에 

나타난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작은 밀알이 밭에 떨어져 

부패하지 않는다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다.

【주】

* Dinge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großes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schönes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해】

파라켈수스에게 연금술이란 천한 것으로부터 고귀한 것으로의 방향으

로 변성을 일으키는 과정을 의미했다. 그런데 위-파라켈수스는 성서의

본문을 인용해 이러한 과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부패임을 강조한

다. 부패라는 개념은 실제 파라켈수스에게서 강조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

는 부패보다는 분리를 변성의 원리로 강조했다.365)

위-파라켈수스가 인용한 성서 본문은 요한복음의 본문이 다소 변형된

것이다.366) 파라켈수스는 연금술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인간의 죽음과 부

활로 확장시키려는 자신의 신학을 지지하는 근거로서 요한복음을 자주

활용했다.

03.

Dabei muß man nun wissen, daß viele Ding* in der Putrefaction 

365)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13.
366)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

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요한복
음 12:24, 표준새번역). 인용문에 등장하는 ‘100배’라는 표현은 예수의 씨 뿌
리는 사람 비유에서 차용되었을 것이다(마태복음 13:8; 마가복음 4:8; 누가복
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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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vielfältigt werden, so daß sie eine edle Frucht gebären, denn die 

Putrefaction ist eine Umkehrung und der Tod aller Dinge und eine 

Zerstörung des ersten Wesens aller natürlichen Dinge, aus der uns die 

Wiedergeburt und neue Geburt mit tausendfacher Verbesserung 

herkommt.

【역】

이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많은 사물이 부패를 통해 증가하여 고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부패는 역행이자 모든 사물의 죽음이고, 모든 

자연적 사물의 첫 본질이 파괴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1000배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부활하여 새로 탄생한 것을 마주하게 된

다.

【주】

* Dinge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해】

부패는 방향성을 갖는다. 부패는 죽음과 파괴로 나아가지만, 반대로

탄생과 부활로 나아가기도 한다. 앞선 성서 본문 인용에서의 100배보다

10배나 더 큰 숫자인 1000배는 위-파라켈수스의 의도적 표현일 것이다.

인간의 기예 즉 연금술의 능력이 자연의 능력을 단지 모방할 뿐만 아니

라 능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자연적 과정을 통해 태어나는 인간보다

우월한 호문쿨루스의 존재를 미리 암시한다.

04.

Und weil nun die Putrefaction der erste Grad und Anfang zu der 

generatio ist, so ist nun noch von nöten, daß wir die putrefactio wohl 

verstehen, denn deren* sind vielerlei, doch bringt je eine** anders als 

die andere** ihre Geburt hervor, auch eine** viel behender als die 

ander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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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부패는 발생을 위한 첫 단계이자 시작이므로, 우리는 부패에 관하여 확

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패의 첫 단계와 시작은 그 모습이 다양하기

에, 어떤 부패는 다른 부패와 달리 자신만의 산물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부패는 다른 부패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기도 한다.

【주】

* der erste Grad und Anfang을 가리킨다.

** Putrefaction이 생략되었다.

*** ‘et cetera’의 줄임 표시이다. 주드호프 에디션에 나타나는 기호이지만, 푈커

편집본에서는 생략되었다.

【해】

부패는 다양한 종류의 발생을 위한 출발이다. 그런데 부패 그 자체도

다양하다는 것이 위-파라켈수스의 주장이다. 자신만의 산물을 만들어 내

거나 다른 부패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부패는 연금술의 과정을 의도

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인다.367)

05.

Es wurde auch gesagt, daß die Feuchte und Wärme, die alle Ding* 

wie eine Henne ihre Eier ausbrütet**, der erste Grad und Anfang der 

Putrefaction sei.*** Weil durch und in der Putrefaction alle 

mucilaginische phlegma, das ist schleimige Feuchtigkeit,**** und 

367) 정현석, “아리스토텔레스 vs 갈레노스: 고대 생명발생론의 중세적
수용과 변용,” 「의사학」 28 (2019): 263. 위-파라켈수스의 이 단락은 중세
의 단수성론-복수성론 논쟁에서의 한 국면을 떠올리게 한다. 파라켈수스가
영향을 받았던 프란체스코회의 스콜라 철학자 보나벤투라(Bonaventura)는,
성모가 성자를 잉태할 때 “자연적 과정을 다 거치되 신의 개입이 그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압축 혹은 단축시켜 성모가 성적 쾌락을 느낄 순간을 없앴다”
는 논의를 펼쳤다. 시간의 단축은 연금술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도입되는 논
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현자의 돌의 탄생 사이의 유비를 가능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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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 lebendig wird,***** es werde dann daraus, was es wolle. 

Dessen° seht ihr ein Exempel an den Eiern, in denen liegt 

mucilaginische Feuchtigkeit. Die selbige wird durch eine jegliche°° 

stete Wärme faul, und ausgebrütet zu einem lebendigen Hühnlein, 

und nit allein von der Wärme der Henne, sondern von einer jeglichen 

solchen Wärme. In diesem Grad des Feuers können alle Eier in 

einem Glas und Asche zu lebendigen Vögeln ausgebrütet werden. Es 

kann so auch ein jeglicher Mensch ebensowohl wie eine Henne unter 

seiner Achsel ein Ei ausbrüten. Es ist dabei auch noch ein größeres°°° 

zu wissen, nämlich: wenn der selbige Vogel lebendig in einem 

versiegelten Cucurbiten mit dem dritten Grad des Feuers zu Pulver 

und Asche gebrannt wurde, darnach, so verschlossen, in der höchsten 

Putrefaction ventre equino zu mucilaginischem phlegma putreficiert 

wird, so kann nun weiter die selbige mucilaginische phlegma zum 

andern Male ausgebrütet und so ein renovierter und restaurierter 

Vogel werden, wenn diese mucilaginische phlegma nämlich wiederum 

in seine erste Schale oder Häuslein verschlossen wird. Das heißt, die 

Toten wieder lebendig gemacht, heißt die Wiedergeburt und 

Clarificierung, welches°°°° ein großes und hohes Mirakel der Natur ist. 

Und nach diesem Proceß können alle lebendigen Vögel getötet und 

wieder lebendig gemacht, renoviert und restauriert werden. Das ist 

auch das höchste und größte Magnale und Mysterium dei, das 

höchste Geheimnis und Wunderwerk, das Gott den tödlichen 

Menschen offenbart hat.

【역】

암탉이 자신의 알을 부화시키듯 모든 사물을 부화시키는 습기와 열이 부

패의 첫째 단계이자 시작이라고 한다. 부패를 통하여 그리고 부패의 과

정에서 점액이라는 모든 끈적거리는 습기와 점성 물질이 생명을 얻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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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로써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것이다. 점액질의 습기가 들어 있는 

알이 그것의 예시이다. 같은 점액질의 습기에 지속적으로 열을 가하면 

이것이 썩어 살아있는 병아리로 부화한다. 암탉의 온기와 점액질의 습기 

자체가 갖는 온기 모두가 여기에 작용한다. 유리병과 재 속의 모든 알은 

이러한 불의 단계에서 살아있는 새로 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암탉이 날

개로 알을 품어 부화시키듯이, 모든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하자면, 이 새를 봉인된 증류병 안에 

산 채로 가둬 가루와 재가 될 때까지 불의 셋째 단계로 태운 뒤 계속해

서 밀봉하고, 최상의 부패 단계라 할 수 있는 말의 자궁(ventre equino)

에서 점액으로 부패되도록 두면, 그리하여 점액이 자신의 첫 껍데기 혹

은 작은 집이 되는 공간에 재차 밀봉되도록 하면, 점액은 다시금 부화하

여 더 나은 모습의 새로 복원될 수 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일컬어 부활 및 정화라고 하며, 그것은 자연의 위대하고도 고귀한 기적

이다. 이러한 과정 이후에, 모든 살아있는 새는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으며, 개선되고 회복될 수 있다. 이는 신의 가장 높고 거대한 위대

함이자 신비이고, 가장 고귀한 비밀이자 기적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

간에게 신이 드러내셨던 것이다.

【주】

* Dinge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ausbrüten이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seien이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schleimige Feuchtigkeit는 mucilaginische phlegma와 동일하다.

***** werden이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Ein Exempel dessen is Eier, in denen mucilaginische Feuchtigkeit liegt.

°° mucilaginische Feuchtigkeit를 가리킨다.

°°° Ding이 생략되었다.

°°°° welche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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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패를 설명하는 마지막 단락에서, 위-파라켈수스는 부패를 통한 발

생 과정의 3단계를 구분한다. 푈커의 본문은 첫째 단계와 셋째 단계만

언급하여 각 단계를 일일이 친절하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내용의

흐름에 따라 부패의 3단계는 습기와 열의 단계, 점액의 단계, 불의 단계

로 설정될 수 있다. 처음의 습기와 열이 점액질을 만들고, 그 점액질에

지속적으로 열을 가하면 새로운 발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위-파라켈수스는 각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암탉 혹은 새를 예시로 든

다. 암탉의 알은 발생 과정을 관찰하기에 용이한 사례였고, 고대 그리스

에서부터 활용되었다.368) 중요한 점은, 새의 부화 과정이 알과 유리병 속

모두에서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의 이미지는, 스스로를 불태운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피닉스

(Phoenix) 신화를 떠올리게 한다.369)

열과 습기로 구성된 1단계에서, 열은 다시금 아리스토텔레스의 『기

상학』 제4권을 떠올리게 해준다. “굽기”와 “끓이기”라는 과정은 기본적

으로 열을 가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370) 한편으로 열과 반대되는 성격

368) Joseph Needham, The H istory of Embryology, 36. 암탉과 알을
예시로 들어 발생을 설명하는 사례는 히포크라테스 문헌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

369) 피지올로구스, 『기독교 동물상징사전』 노성두 역 (서울: 지와사
랑, 1999), 32-37. 자연에 대해 박식한 자로 널리 알려진 피지올로구스
(Physiologus)가 3세기 초에 수집한 동물우의담집에는 피닉스에 관한 교훈이
실려 있다. 헤로도토스에게서 처음 인용된 이 신비의 새는 불길에 타올라 스
스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잿더미 속에서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
활을 상징하는 새가 되었다(“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요한복음 10:18, 표준새번역]”); 주나미 편, 『중세 동물
지』 (인천: 오롯, 2017), 220～222. 중세의 『동물지(Bestiarium)』에는 피닉
스가 죽은 지 9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문헌은 피지올로
구스를 근거로 형성되어 10세기에 등장, 15세기까지 유럽 전역에 유행했다.
현재 92편의 라틴어 필사본과 48편의 속어 필사본이 남아있다; 조앤 K. 롤
링, 『해리포터 2: 비밀의 방』, 강동혁 역 (20주년 개정판; 파주: 문학수첩,
2019), 327. “폭스는 불사조란다, 해리. 불사조들은 죽을 때가 되면 불에 확
타올랐다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지.”

370) 본 논문의 각주 360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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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습기는, 생명의 원천을 물로 설정했던 고대 철학의 전승이 이어

져 내려온 흔적일 것이다.371) 열(뜨거움)과 습기(차가움)의 적절한 비율

은 새로운 물질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372)

점액의 2단계 또한 위-파라켈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영향을 받

았음을 보여준다. 점액질에서 이뤄지는 발생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했

던 발생의 종류 중 우발적 발생에 해당한다. 반면에, 파라켈수스는 씨앗

이나 정액이 없는 점액질만으로는 아무 것도 생겨나지 않는다고 주장했

다는 점에서 유성발생만을 인정했으며, 이는 위-파라켈수스의 입장과 충

돌한다. 더 나아가 파라켈수스는 부패 그 자체도 씨앗 없이는 아무런 덕

성이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373)

2단계와는 달리, 불의 3단계는 연금술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전통이자,374) 파라켈수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레퍼토리이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최후의 심판을 연상시키는 불375)은, 그의 주요 저작 중 하나인

『대점성술』의 핵심적인 주제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가 실제로 자주 사

용했던 메타포이기도 하다.376)

371) 김인곤 외 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파주:
아카넷, 2005), 147. DK 12A30: “아낙시만드로스의 말에 따르면, 습한 것에서
최초의 생물이 가시투성이의 껍질에 둘러싸여 태어났다”; “옛 헬렌의 후손들
도, 시리아 사람들처럼, 사람이 축축한 것에서 생겼다고 믿기 때문에 …”;
Joseph Needham, The H istory of Embryology, 33-34. 히포크라테스도 발생
의 단계에서 불과 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배아(embryo)는 열
에 의해 점차 건조해지는 과정을 겪는다.

372) 윌리엄 D. 로스,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저술과 사상에 관한 총
설』 김진성 역 (서울: 누멘, 2012), 152.

373)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14; Hus. 4:301.
374) 안드레아 아로마티코, 『연금술』, 79-80. 연금술의 오랜 방법으로

는 습식과 건식이 있다. 전자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인 반면, 후자
는 보다 간결하고 부패와 파괴를 그 과정으로 삼는다.

375)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 날에도 그
렇게 할 것이다”(마태복음 13:40, 표준새번역).

376) 『대점성술』에 반영된 파라켈수스의 최후의 심판 신학에 관하여
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Dane T. Daniel, “Paracelsus on the ‘New
Creation’ and Demonic Magic: Misunderstandings, Oversights, and False
Accusations in His Early Reception,” in World-Building and the Early
Modern Imagination, ed. Allison B. Kavey (New York: Pal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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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자궁(ventre equino)도 파라켈수스가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다.

이것은 말의 분뇨를 사용하여 열기를 지속시켜주는 연금술의 장치를 일

컫는다.377) 윌리엄 뉴먼은 이 표현을 근거로, 위-파라켈수스가 맨드레이

크(Mandrake), 만드라고라(Mandragora),378) 또는 알라운(Alaun)이라고

불리는 식물에 관한 독일의 민간전승을 참고했다고 주장한다.379) 맨드레

이크는 교수대인간(Galenmännlein)이라고도 불렸는데,380) 전승에 따르면

인간의 모양을 닮은 뿌리를 가진 맨드레이크는 주로 교수대 바로 밑의

흙 속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이는 교수형을 당한 사형수의 정액이 부패

한 결과로 맨드레이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381) 뉴먼의 주장이 옳다면,

아마도 파라켈수스는 교수대 밑의 흙을 말의 자궁으로 이해했을 것이

다.382)

Macmillan, 2010), 5-33.
377) Joseph Needham, The H istory of Embryology, 83; 앨리슨 쿠더

트, 『연금술 이야기』, 55, 178; 칼 융,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28.
연금술 용기는 흔히 자궁에 비유되었다.

378) 조앤 K. 롤링, 『해리포터 2』, 150. “맨드레이크, 혹은 만드라고라
는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 맨드레이크의 울음 소리를 들으면 목숨이 위험
하기 때문입니다.”

379) William R. Newman, “The Homunculus and the Mandrake”,
123; 파라켈수스의 독일 남부-알프스 지역 민간전승 사용에 과하여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Sergius Golowin, Paracelsus im Märchenland: Wanderer
zwischen den Welten (Basel: Sphinx, 1980).

380) 한스 귄터 가센 & 자비네 미놀, 『인간, 아담을 창조하다: 생명
복제 시대에 돌아보는 인간 만들기의 역사』, 정수정 역 (서울: 프로네시스,
2007), 167-168, 172. 교수형을 당한 죄수의 죄질이 나쁠수록 양질의 맨드레
이크가 생겨난다고 한다.

381) 그림 형제, 『독일전설 1』, 109-110. 맨드레이크의 재료를 제공하
는 사형수는 어머니가 임신 중에 도둑질을 했거나 도둑질을 상상했던 이들이
라는 흥미로운 조건이 따른다. 맨드레이크를 소유하여 정성스럽게 돌보는 사
람에게는 부와 행운이 뒤따른다는 전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류싱, 『세계괴
물백과』 이지희 역 (서울: 현대지성, 2020), 282. 사형수의 정액, 대소변, 땀
으로부터 자라난 이 식물을 중세 사람들은 “작은 사형수”라고 불렀다고 한
다.

382) Willam R. Newman, “The Homunculus and His Forebears”, 332.
맨드레이크와 마찬가지로 호문쿨루스도 남성의 정액으로 만들어진다는 공통
점 때문에, 파라켈수스는 맨드레이크를 가짜 호문쿨루스로 간주하여 서로 간
에 혼동을 피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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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부패로 발생한 존재들에 관하여

06.

Es ist auch zu wissen, daß Menschen ohne natürliche Väter und 

Mütter so geboren werden können. Das ist: sie werden nit auf 

natürliche Weise von einem weiblichen Leib wie andere Kinder 

geboren, sondern es kann durch Kunst und eines erfahrenen spagirici* 

Geschicklichkeit ein Mensch wachsen und geboren werden, wie 

hernach gezeigt werden wird &c.

【역】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다. 인간도 자연 법칙에 따른 부모 없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여타 아이들과 같이 

여성의 몸에서 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곧 서술될 내

용과 같이, 기예 및 누군가의 숙련된 연금술 솜씨를 통해 한 인간이 성

장하여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주】

* 파라켈수스의 신조어로서, 연금술을 의미한다.383)

【해】

위-파라켈수스는 새로운 주제를 도입할 때마다 “wissen”이라는 단어

를 사용해 주위를 환기시키는 습관을 드러낸다.384) 이는 『사물의 본성

383) William R. Newman, “Corpuscular Alchemy and the Tradition
of Aristotle’s Meteorology”, 147. 16세기 독일의 화학자이자 의사였던 안드
레아스 리바비우스(Andreas Libavius, 1555∼1616)는 ‘spgyria’를 흩어짐
(span)과 모임(ageirein)이 결합된 의미로 보고, 연금술을 입자의 분해와 조합
을 통한 발생 과정으로 해석했다. 리바비우스의 해석은 17세기 의화학에 상
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384)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제1권을 다섯 편으로 나눌 때에도, 본
연구자는 “wissen”이란 단어의 등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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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의 구체적인 독자가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385) 그가

누구인지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제2편을 시작하면서, 위-파라켈수스는 앞서 제시했던 두 종류의 발생

을 인간의 발생에 그대로 적용한다. 물론 여기서의 자연적 발생은 유성

발생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신의 창조물인 인간이 연금술을 통해서도

창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위-파라켈수스는 연금술이 가지고 있던

목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파라켈수스에게

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주장이다.

07.

Es ist auch der Natur möglich, daß Menschen von Tieren geboren 

werden können, hat auch seine natürlichen Ursachen. Jedoch aber 

kann solches ohne Ketzerei* nicht wohl geschehen. Das is nämlich, 

wenn sich ein Mensch mit einem Tier vermischt, und das selbige Tier 

als ein Weibsbild mit Lust und Begierlichkeit das sperma des Mannes 

in seine matrix empfängt und einschließt; alsdann muß nun das 

sperma in die Fäulung gehen und durch die stete Wärme des Leibs 

wiederum ein Mensch und kein Tier daraus werden. Denn allemal, 

wie der Same ist, der gesät wird, eine solche Frucht wächst auch 

daraus. Denn wenn es nicht geschähe, so widerspräche das der 

Philosophie, auch wäre es wider das Licht der Natur. Darum: wie der 

Same ist, so wächst auch ein Kraut daraus, denn aus Zwiebelsamen 

wächst wieder Zwiebel, nicht Rosen, nicht Nüß, nicht Salat. So auch: 

aus Korn wächst wieder Korn, aus Haber wieder Harber, aus Gerste 

wieder Gerste, und so geschieht es auch mit allen andern Früchten, 

was da Samen hat und gesät wird.

385)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헌정사에는 빙켈슈타인 일인만이 지
목되었던 반면에, 위-파라켈수스는 본문에서 복수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혼
란을 가중시킨다. 본 논문의 3.2.1. 1)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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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뿐만 아니라 인간이 동물로부터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자연에서는 있

음직한 일이며, 그 일이 가능하다는 자연의 근거들도 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이교신앙 없이는 일어날 수 없을 터이지만 말이다. 말하자면, 만약 

인간이 동물과 몸을 섞고 그 동물이 욕망과 욕구를 가진 암컷으로서 남

성의 정액을 자신의 자궁 속으로 받아들여 보관하고 나면, 이제 정액은 

부패의 단계로 들어가 몸의 지속적인 열을 통해 다시금 동물이 아닌 인

간이 된다. 뿌려지는 씨앗이 그러하듯, 언제나 태아도 그것으로부터 성장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이는 철학에 모순되어 자연의 빛을 거스

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씨앗이 그러하듯 그것으로부터 채소가 자라나고, 

양파 씨앗에서는 장미, 호두, 상추가 아닌 양파가 자라난다. 마찬가지로, 

호밀 낟알로부터 다시 호밀이, 귀리 낟알로부터 다시 귀리가, 보리 낟알

로부터 다시 보리가 자라나며, 뿌려질 씨앗을 지닌 다른 모든 과일들도 

마찬가지이다.

【주】

* 그리스도교가 아닌 타종교로서의 이교도가 아닌, 이단(heresy)으로서의 이교

도를 뜻하는 단어로서, 12세기 남유럽에서 유행했던 카타리(Kathar)파에 어원

을 둔다.

【해】

위-파라켈수스가 설명하는 자연적 발생, 즉 유성생식의 과정은 아리

스토텔레스의 설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컷의

정액이 암컷의 월경혈에 작용하여 발생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정액은 피

의 한 종류이며, 몸에 충분한 열을 지니고 있는 수컷에게서만 정자가 생

겨난다. 정자가 능동적으로 운동하면, 수동적인 월경혈은 열처리 과정을

거쳐 생명을 발생시킨다.386) 이러한 능동과 수동의 이분 구도는 중세로

넘어와 단수성론의 근거가 되었다. 단수성론의 관점에서 생명 발생에 능

386) 조대호, “『동물의 생성에 대하여』를 통해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성이론”,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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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오로지 수컷뿐이다.387) 그런데 위-파라켈수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월경혈의 역할을 부패의 과정으로 대체한다. 암컷은

그저 생명체를 보관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며, 발생을 위한 기여의 몫은

제거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발생이 동일한 종 내에서의 재생산을 원칙

으로 한다고 보았는데,388) 위-파라켈수스는 이를 “자연의 빛”으로 표현

하여 되풀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어긋나는 예외적인 경우도 가

능한데, 위-파라켈수스는 이를 이교 신앙의 결과로 치부하지만, 동물에

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에게서 동물이 태어나는 일은 고대 그리스로

부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던 모티프이기도 하다.389)

08.

Es ist desgleichen auch möglich und der Natur nicht zuwider, daß ein 

Weib und Mensch auch ein Tier gebären kann, aber es ist von einem 

Weib in diesem* nit wie von einem Mann zu urteilen. Das ist: man 

soll sie drum nit für eine Ketzerin** halten, als ob sie wider die 

Natur gehandelt hätte, sondern solches ihrer Imagination zurechnen. 

Denn ihre Imagination ist daran gar oft und manchesmal schuld. 

Denn die Imagination einer schwangern Frau ist so groß, daß sie in 

der Schöpfung den Samen*** und die Frucht in ihrem Leib in 

mancherlei Weg transmutieren kann. Denn ihre inwendigen astra 

gehen so stark und kräftig auf ihre Frucht, daß sie eine Impression 

und Influenz geben. Darum so steht ein Kind in seiner Schöpfung im 

387) 정현석, “아리스토텔레스 vs 갈레노스”, 256.
388)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288. “사람에게서 사람이 생겨난

다.”
389) 김인곤 외 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390.

가령, 연금술 이론의 출발시킨 인물로 여겨지는 엠페도클레스(Empedocles)도
다음과 같은 언급을 남겼다. DK 31B61: “많은 것들이 양편에 얼굴들과 양편
에 가슴들을 갖고 사람의 얼굴을 가진 황소 자손으로 태어났고, 어떤 것들은
거꾸로 황소 머리를 가진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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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terleib in der Mutter Hand und Willen, wie eine Erde in des 

Hafners Hand, der macht und formiert daraus, was er will und was 

ihn gelüstet. So auch die schwangere Frau aus ihrer Frucht in ihrem 

Leibe.**** Die***** formiert das Kind auch mit ihrer Imagination, 

nachdem es die astra geben. Deshalb begibt sich oft, daß sie aus 

männlichem Samen ein Tier oder ein ander schrecklich° monstrum 

gebären, je nachdem die Imagination der Mutter stark auf das Kind 

geht.

【역】

여성과 남성이 결합하여 동물을 출산하는 것 또한 가능한 일이며 자연을 

거스르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남성이 아니라 출산을 한 여성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치 그 여성이 자연에 

거스르게 행동한 듯 그를 마녀로 여겨선 안 된다. 이는 그의 상상력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러한 일은 매우 자주 혹은 가끔 일어나며, 

그의 상상력이 그 원인이다. 창조의 과정에서 몸속의 씨앗과 태아를 여

러 가지 방향으로 변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임신한 여성의 상상력은 거

대하다. 그의 내부에 있는 별은 태아에 강력히 작용하여 인상과 감응을 

전해준다. 그리하여 아이는, 자신이 원하고 탐내는 것을 만들고 형성하는 

도공의 손에 들린 흙처럼, 어머니의 손을 거쳐 어머니의 의지에 따라 창

조된다. 임신한 여성도 그의 몸속에 있는 태아를 그렇게 창조한다. 이 여

성은 별이 전해주는 상상력으로도 아이를 형성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상

상력이 아이에게 강하게 작용하면서, 그가 남성의 씨앗으로부터 동물이

나 다른 무시무시한 괴물을 낳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주】

* Gebären이 생략되었다.

** 독일어에는 마녀를 지칭하는 Hexe라는 별도의 단어가 있다.

*** Samen은 남성의 정자를 의미한다.

**** Lieb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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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u가 생략되었다.

° anderes schreckliches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해】

앞선 단락과는 반대로, 위-파라켈수스는 인간에게서 인간 아닌 것이

태어나는 경우는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이러한

경우의 가능성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설명해놓았기 때문이다.

형상인과 작동인에 해당하는 정액이 재료인에 해당하는 월경혈을 열가공

하는 과정에서, 월경혈의 상태에 따라 정액의 운동력이 그 과정에 관철

시키는 힘이 달라질 수 있다.390) 이러한 차이는 발생된 결과물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생성론』에서 이를 세 단계의 위계

로 구분했다. 첫 단계는 아버지를 닮은 남성의 발생, 둘째 단계는 아버지

와 성별이 닮지 않은 결함 있는 남성으로서 여성의 발생, 셋째 단계는

아버지와 모습도 닮지 않은 존재로서 테라스(teras), 즉 기형의 발생이

다.391)

분명히 위-파라켈수스의 설명은 이 셋째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 무엇

보다 여기서 강조되는 바는, 인간 아닌 것의 발생에는 남성이 아닌 오로

지 여성에게만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반면에, 파라켈수스의 실제 저

작인 『출산에 관한 서(Buch von der Gebärung)』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기여를 통해 인간의 자궁에서 동물이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함으로

써, 결론은 동일하지만 설명 방식에서의 충돌을 보여준다.392)

390) 윌리엄 D. 로스,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저술과 사상에 관한 총
설』, 157-158.

391) Aristoteles, De generatio animalium, 127. “Eedem autem cause
et eius quod est hec quidem assimilata fieri generantibus, hec autem non
assimilata, et hec quidem patri hec autem matri, et secundum totum corpus et
secundum partem quamlibet, et magis ipsis quam progenitoribus, et hiis quam
quibuscumque, et masculina quidem magis patri, feminina autem matri, hec
autem nulli cognatorum, tamen homini alicui, hec autem neque homini
secundum speciem, sed iam monstro. Et enim non assimilatus parentibus iam
modo aliquo monstrum est”(I, 3, 767b1-8).

392) Amy E. Cislo, “Imagining Procreation”,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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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괴물의 발생에 관하여

09.

Und so, wie ihr nun gehört habt, daß durch die Putrefaction viel und 

mancherlei Ding* geboren und lebendig werden, so ist auch zu 

wissen, daß aus vielen Kräutern** durch die Putrefaction vielerlei 

wunderbarliche Tiere geboren werden, wie die Erfahrenen dieser 

Dinge wissen. Es ist dabei auch zu wissen, daß solche Tiere, die aus 

und in der Fäulung wachsen und geboren werden, alle etwas Giftiges 

an sich haben und giftig sind, jedoch eins viel mehr und kräftiger als 

das andere, auch eins anders gestaltet und formiert als das andere. 

Wie ihr das and den Schlangen, Nattern, Kröten, Fröschen, 

Skorpionen, Basilisken, Spinnen, wilden Immen, Ameisen, vielerlei 

Gewürm, Raupen, Mücken, Käfern seht, die alle aus und in der 

Fäulung wachsen und geboren werden.

【역】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부패를 통하여 가지각색의 수많은 사물이 태어나

고 생명을 얻는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이를 통달한 사람들은 알

다시피, 많은 풀이 부패의 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의 기괴한 동물들로 태

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패에 의해 그리고 부패의 과정 중에 자

라나고 태어나는 이러한 동물들은 전부 독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독성이 더 많거나 강하기도 하고, 어떤 동물

은 다른 동물과는 상이한 외형과 형태를 보인다는 차이점이 있음도 주목

해야 한다. 뱀, 독 없는 뱀, 두꺼비, 개구리, 전갈, 바실리스크, 거미, 야생 

벌, 개미, 가지각색의 벌레, 애벌레, 모기, 딱정벌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모든 것은 부패로부터 그리고 부패의 과정 중에 자라나고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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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Dinge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Krauter는 이상한 사람을 의미하나, Kräutern는 풀들을 의미한다.

【해】

부패의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기괴한 존재들이 태어날 수 있다. 앞

서 강조되었듯, 부패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연에서뿐만 아니라

연금술 기예를 통해서도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독을 품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제 위-파라켈수스는 3편과 4편에 걸쳐, 연금술을 통해 발생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에 주목하려고 한다.

10.

Es ist auch nicht minder, daß viel monstra unter den Tieren geboren 

werden; und das sind nun ihre monstra, die nit von sich selbst aus 

Fäulung wachsen, sondern in einem Glas durch Kunst dazu gebracht 

werden, wie gesagt worden ist. Die selbigen* erscheinen oft in gar 

mancherlei und wunderbarlicher Gestalt und Form und sind 

schrecklich anzusehen. Oft mit vielen Häuptern, mit vielen Füßen, mit 

vielen Schwänzen, oder von vielerlei Farben, vielleicht Würme mit 

Fischschwänzen oder Flügeln und sonst seltsamer Gestalt, dergleichen 

man nie zuvor gesehen. Darum: alle die Tier** sind monstra, die 

keine Eltern haben und nit von andern Tieren ihresgleichen geboren 

werden, sondern durch Kunst dazu gebracht werden. Wie ihr vom 

basilisco seht, derselbige ist auch ein monstrum, und ist ein 

monstrum über alle monstra, denn keins ist mehr zu fürchten, darum, 

daß er einen jeglichen Menschen mit seinem Gesicht und Anblick 

jählings töten kann. Denn er ist*** eines Gifts über alle Gift, dem in 

der Welt keins gleichen mag. Und das selbige Gift führt er 

verborgener Weis in seinen Augen und ist ein imaginiert Gift, 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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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r ungleich einer Frau****, die in ihrer Monatszeit ist, die auch ein 

verborgen Gift in den Augen hat. Das seht ihr daran, daß sie Masen 

oder Flecken***** in einen Spiegel sieht und denselbigen° verunreinigt 

und makuliert, allein durch ihren Blick. So auch, wenn sie in eine 

Wunde oder Schaden sieht, daß sie dieselbigen°° in gleicher Weis 

vergiftet und ganz unheilbar macht. Und so wie sie nun mit ihrem 

Blick viel Ding°°° vergiftet, so kann sie auch mit ihrem Atem und 

Anfassen viel Ding vergiften, verderben und kraftlos machen. Denn ihr 

seht, wenn sie°°°° in solcher Zeit mit einem Wein umgehen, daß 

derselbige bald umschlägt und sauer wird. Ein Essig, mit dem sie 

umgehen, auch umschlägt und verdirbt. So auch der Branntwein seine 

Kraft verliert, desgleichen der Bisam, Ambra, Zibeth und dergleichen 

wohlriechende Ding°°°°° von ihrem Dabeiliegen und Anrühren˝ ihren 

Geruch verlieren. So auch das Gold und Korallen ihre Farbe˝˝, auch 

viel˝˝˝ Edelgestein davon wie die Spiegel makuliert werden &c.

【역】

동물 중에서 많은 괴물이 태어나는 일도 적지 않다.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괴물은 부패를 통해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유리병 안에서 기예

를 통해 생겨난다. 이러한 괴물의 외형과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고도 기

괴한 경우가 많아서, 바라보기에 무섭기까지 하다. 이들은 머리, 발, 꼬리

가 여러 개 달리거나 여러 색깔을 지닌 경우가 많고, 어쩌면 물고기 꼬

리나 날개를 가진 용 혹은 사람이 전혀 본 적 없는 기이한 모습을 가졌

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동물은 모두 부모가 없는 괴물이며, 같은 종류

의 동물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오히려 기예를 통해서도 생겨난다. 바실리

스크를 통해서도 이를 관찰할 수 있다. 바실리스크 또한 괴물 중 하나인

데, 두려워 할 것이 전혀 없으므로 모든 괴물 위에 뛰어난 괴물이다. 그

것은 얼굴과 시선을 통해 누구라도 갑작스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독 위에 뛰어난 독을 가진 바실리스크이며, 세상에 그 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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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바실리스크는 이러한 상상된 독을 자신

의 눈에 숨겨놓는다. 이 독은, 월경 중에 있고 바실리스크처럼 숨겨진 독

을 눈에 지닌 여성의 독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는 그 여성이 거울을 

통해 얼룩을 들여다보고 오로지 시선만으로 그 거울을 오염시키고 파괴

한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만약 그가 상처나 손상을 들여다본

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그것에 독을 퍼트리고 완전한 불치의 상태로 만

든다는 점 또한 그러하다. 그가 눈빛으로 많은 사물에 독을 퍼트리듯이, 

호흡과 접촉으로도 많은 사물에 독을 퍼트리고 변질시키고 그것을 무력

하게 만들 수 있다. 보다시피, 이때에 바실리스크와 여성이 포도에 손을 

대면 그 포도는 곧장 변질되고 쉬어버린다. 그들이 사용한 식초도 변질

되어 상하고 만다. 증류주도 효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존재와 접촉으로 

인해 노루향료, 고래향료, 고양이향료처럼 향이 나는 사물도 향을 잃어버

린다. 또한 금과 산호도 색깔을 잃어버리고, 거울이 파괴되듯 그들의 존

재와 접촉으로도 여러 고귀한 암석이 그렇게 된다.

【주】

* monstra가 생략되었다.

** Tieren이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basiliscus가 생략되었다.

**** Gift가 생략되었다.

***** Masen과 Flecken은 같은 의미의 단어쌍인 것으로 보인다. Masernfleck

의 사전적 의미를 참조하라.

° Spiegel이 생략되었다.

°° Wunde oder Schade가 생략되었다.

°°° vielen Dinge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basiliscus와 Frau를 가리킨다.

°°°°° Dinge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주드호프 에디션에서는 Beitrag und Angriff라는 더 강한 뉘앙스로 표현된다.

˝˝ verlieren이 생략되었다.

˝˝˝ vieles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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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연에서가 아닌 유리병 속에서 태어나는 괴물은 위-파라켈수스에게

결코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연금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뛰어난 사례가 된다. 이질적인 요소들의 교배와 병립을 통해 발

생하는 다양한 괴물 존재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인들에게는 긍정적

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393)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던 파라켈

수스 역시 괴물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기보다는 그것이 신의 피조물 가운

데 어느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다.394)

이러한 경향은 괴물을 신의 분노와 징벌로 이해했던 중세의 상황과는 다

른 분위기를 연출했다.395)

연금술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괴물로 소개된 존재는 바실리스

크(Basilisk)이다. 위-파라켈수스가 서술하는 바실리스크 이미지의 대부

393) 최정은, 『동물, 괴물지, 엠블럼: 중세의 지식과 상징』 (서울: 휴
머니스트, 2005), 116-118; 그러나 르네상스 및 근대 초 사람들의 괴물에 대
한 반응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16～18세기 괴물과 기형의 탄생에
관한 신학적, 의학적 판단을 종합하기 위한 사료로는 다음의 책이 유용하다.
Alan W. Bates, Emblematic Monsters: Unnatural Conceptions and
Deformed Births in Early Modern Europe (Amsterdam: Rodopi, 2005).

394) Thomas Willard, “The Monsters of Paracelsus”, 154-155. 괴물의
탄생에 관하여 파라켈수스가 수집했던 자료는 그의 실제 저작인 『님프, 요
정, 피그미, 살라만더, 그리고 다른 정령들에 관하여』에 반영되어 있다.

395) 이충훈, 『자연의 위반에서 자연의 유희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시기 프랑스의 괴물 논쟁』 (서울: b, 2021), 24-31. 이충훈은 인도유럽어 연
구자 에밀 벤베니스트(Emile Benveniste)의 논지를 빌려, 괴물을 뜻하는 라
틴어 ‘monstrum’이 인간의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아닌 인간이 이해하기 어
려운 신의 경고 또는 징조의 어원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자연의 위반으로서
괴물의 존재는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분노와 징벌로 이해되었다; Thomas
Willard, “The Monsters of Paracelsus”, 156. 파라켈수스와 그의 추종자이자
『연금술 어휘사전(Lexicon Alchemiae)』을 편찬했던 의사 마르틴 룰란트
(Martin Ruland, 1532～1602)도 ‘monstum’을 벤베니스트와 유사하게 설명했
다; 자크 르 고프 & 니콜라스 트뤼옹, 『중세 몸의 역사』, 127-128. 그러나
다양한 괴물의 존재가 그것들을 창조한 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근거로 기능하
기도 했다. 자크 르 고프는 중세의 괴물을 다섯 종류의 신체로 분류했다. 1)
기본적인 몇 가지 것을 결여한 괴물, 2) 일부 기관이 비대해진 괴물, 3) 기관
이 하나로 축소된 괴물, 4) 기관의 개수가 늘어난 괴물, 5) 몸이 비정상적으
로 크거나 작은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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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전승들을 포함하고 있다. 바실리스크를 처음

으로 언급한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의 『박물지(Naturalis

H istoria)』에 따르면, 그것은 머리에 왕관처럼 보이는 흰 반점을 가지고

있고, 몸을 꼿꼿이 세운 채로 ‘쉿쉿’ 소리를 내면서 다니며, 그 숨결만으

로도 근처의 모든 식물들이 시들고 바위가 쪼개진다고 했다. 또한 1세기

로마의 시인 마르쿠스 루카누스(Marcus Annaeus Lucanus)는 바실리스

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독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의 유일한 천적

이 족제비라고 언급했다.396) 세비야의 이시도루스(Isidorus, 560?∼636)는

『어원론(Etimologiae)』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이처럼 가공할 능력을 지닌 바실리스크를 일컬어 “기어다는 것

들의 왕(Regulus)”이라 표현했다.397) 이후로도 영국의 역사가 베다

(Veda), 스콜라 철학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 영국의

시인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 독일의 연금술사 코르넬리우스 아

그리파(Cornelius Agrippa)가 바실리스크 전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

으며,398) 이러한 전승들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인상적으로 요약되어

있다.399)

『상상력의 덕에 관하여(De virtute imaginativa)』, 『보이지 않는

질병의 원인에 관하여(De causis morborum invisibilium)』와 같은 저

작들에서, 실제 파라켈수스도 바실리스크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들 저

작은 상상력과 질병의 관계를 다루는데, 남성의 상상력보다 더 강력한

396) 류싱, 『세계 괴물 백과』, 299～300. 바실리스크라는 이름은 ‘작은
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바실리코스(basilikos)에서 유래되었다.

397) 주나미 편, 『중세 동물지』, 252.
398) 류싱, 『세계 괴물 백과』, 300-301.
399) 조앤 K. 롤링, 『해리포터 2』, 454-455: “우리 땅을 배회하는 수

많은 두려운 짐승과 괴물 가운데, 뱀들의 왕으로 알려진 바실리스크보다 신
비스럽고 치명적인 건 없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라고 수백 년을 사는 이
뱀은 두꺼비가 품은 닭의 알에서 부화한다. 바실리스크가 상대를 죽이는 방
법은 대단히 경이롭다. 바실리스크는 독이 있는 치명적인 송곳니 외에도 목
숨을 빼앗는 시선을 갖고 있어, 그 안광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같이 곧바로
죽음을 맞이한다. 거미가 바실리스크 앞에서 도망치는 건 그것이 거미에게
천적이기 때문이며, 바실리스크가 오직 수탉의 울음 앞에서만 달아나는 것은
수탉의 울음소리가 바실리스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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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상상력이 자궁400) 속의 아기에게 영향을 끼치듯, 분만의 고통을

당하는 여성의 상상력이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한을 담아 하늘과 땅에

영향을 끼쳐 역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401) 여기서 파라켈수스

가 말하는 상상력이란, 단순한 심리적 작용이 아닌, 창조력을 지닌 미묘

하고도 강력한 실체로서,402) 여성의 상상력은 앞서 언급한 바실리스크의

가공할 능력에 충분히 견줄 만하다. 이 지점에서 위-파라켈수스는 파라

켈수스의 견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이

미 마르실리오 피치노와 피에트로 폼포나치(Pietro Pomponazzi, 1462～

1525)에 의해 채택되어 널리 알려져 있었다.403)

월경 중인 여성의 시선과 바실리스크 간의 유비 또한 위-파라켈수스

에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월경 중의 여성이

시선만으로 거울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

며,404) 중세 철학자 니콜라 오렘(Nicolas Oresme, ?∼1382)과 알론소 토

400) Amy E. Cislo, “Imagining Procreation”, 142. 파라켈수스는 여성
의 자궁이 여성의 고유한 특성을 담고 있는 특별한 장소라고 파악한다. 이러
한 관점에는 성모 마리아에 관한 그의 고유한 신학이 전제되어 있다.

401) William R. Newman, “Bad Chemistry: Basilisk and Women in
Paracelsus and pseudo-Paracelsus,” Ambix 67 (2020): 35-36; Filips
Defoort, “Female Imagination as Origin of Evil in Paracelsus and
Boehme,” in I lluminating the Dark Side: Evil, Women and the Feminine,
eds. Andrea Luthven & Gabriela Mádlo (Oxford: Inter-Disciplinary Press,
2010), 6.

402) Koen Vermeir, “From Psychosomatic and Maternal Fancy to
Demonic and Cosmic Imagination: Wonders, Imagination and Spirit of
Nature in Henry More,” 2012(halshs-01366653). 베르메이르는 근대 초기에
수용되었던 상상력의 단계를 구분했다: 1) 상상의 정신적 능력, 2) 태아에 끼
치는 산모의 상상력, 3) 신체 외부에 끼치는 상상력, 4) 타인의 신체와 마음
에 끼치는 상상력; Filips Defoort, “Female Imagination as Origin of Evil in
Paracelsus and Boehme”, 4.

403) Hiro Hirai, “Imagination, Maternal Desire and Embryology in
Thomas Fienus,” in Professors, Physicians and P ractices in the H istory
of Medicine, eds. Cynthia Klestinec & Gideon Manning (Basel: Springer
Verlag, 2017), 239-253.

404) Rosamond K. Sprague, “Aristotle on Red Mirrors (On Dreams
II 459b24–460a23),” Phronesis 30 (1985): 323-325 역사적으로 월경에 대해
주어져왔던 부정적 이미지와 타부에 관하여는 다음의 책이 유용하다. 박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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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도(Alonso Tostado, 1410∼1455)는 눈의 구멍이 내부의 감각과 연결

되어 있어서 영혼의 상태에 따라 눈의 시선이 악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고 했다.405) 파라켈수스 또한 월경하는 여성의 수정체와 자궁이 서로 연

결되어 있다고 언급했던 바 있다.406)

11.

Nun aber, damit ich wieder auf mein Vorhaben komm* von dem 

basilisco zu schreiben, warum und aus was Ursach er doch das Gift 

in seinem Blick und Augen habe. Da ist nun zu wissen, daß er solche 

Eigenschaft und Ursprung von den unreinen Weibern hat, wie oben 

gesagt worden ist. Denn der basiliscus wächst und wird von der 

größten Unreinigkeit der Weiber, aus den menstruis und aus dem 

Blut spermatis,** geboren, wenn nämlich das selbige*** in ein Glas 

und Cucurbit getan und in ventre equino putreficiert wird, in solcher 

Putrefaction wird der basiliscus geboren. Wer ist aber nun so keck 

und freidig oder kühn, den selbigen**** zu machen oder 

herauszunehmen oder wiederum zu töten, der sich nit zuvor mit 

Spiegeln bekleidet und bewahrt. Ich rats***** niemanden,° sondern 

will hiemit männiglich gewarnt haben.

【역】

이제 본래의 취지로 돌아와, 바실리스크에 관하여 그것이 왜 그리고 어

떠한 원인으로 자신의 눈빛과 눈 안에 하필 독을 품고 있다고 알려져 있

실, 『월경의 정치학: 아주 평범한 몸의 일을 금기로 만든 인류의 역사』 (파
주: 동녘, 2015).

405) William R. Newman, “Bad Chemistry”, 37. 오렘은 바실리스크의
시선이 광선이라기보다는 증기를 포함한 매개체라고 이해했던 것 같다.

406) Sud. 14:317. “In basilisken, der doch nichts anderst ist, dan ein
speculation und fantasei aus dem menstruosischen gift geboren, die im in
sein augen ligt, das ist, matrix und crystallin ist ein ding. Dan was er
tut, das tut sein imaginatio, die so stark im neit ligt, das er alles tot
wünscht und begert, das sein augen s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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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살펴보겠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바실리스

크가 이러한 특성과 기원을 불결한 여성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이다. 바실

리스크는 여성의 가장 불결한 것 즉 월경혈과 정액혈로부터 자라나고 태

어난다. 이 피가 유리병과 증류병 안에 담겨 말의 자궁 안에서 부패되면, 

부패의 과정 중에 바실리스크가 태어난다. 바실리스크를 만들거나 꺼내

거나 다시금 죽일 만큼 대담하고 자유롭고 용감한 사람은, 스스로를 거

울로 덮어 보호하지 않는다. 이는 충고의 말이 아니라 경고의 말이었다.

【주】

* komme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남성의 정액이 아닌 여성의 정액을 가리킨다.

*** menstrum und Blut spermata가 생략되었다.

**** basiliscus가 생략되었다.

***** rate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niemandem이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해】

그러나 바실리스크의 강력한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관한

견해에서 파라켈수스와 위-파라켈수스는 서로 갈라선다. 위-파라켈수스

는 바실리스크가 여성의 월경혈과 정액혈이 부패된 결과로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앞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져 온 단수성론의 전통에 서

있는 것으로 보였던 위-파라켈수스는, 여기서는 오로지 여성의 기여만으

로 발생하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여성 정액의 존재를 끌어들인다. 남

성과 여성이 모두 발생에 기여한다고 보았던 갈레노스는 수동적인 월경

혈과는 달리 형상을 매개하는 능동적 기능을 가진 여성 정액을 가정했

다.407) 위-파라켈수스는 갈레노스에 적대적이었던 파라켈수스와는 달리,

프란체스코회를 통해 전수된 복수성론의 논의를 알고 있었음에 분명하

다.408)

407) 정현석, “아리스토텔레스 vs 갈레노스”, 244-245.
408) 정현석, “아리스토텔레스 vs 갈레노스”, 277. 르네상스 시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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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전통적인 바실리스크 전승에서는 월경혈이 재료로 등장하지

않는다. 12세기 익명의 저술가 테오필루스(Theophilus Presbyter), 영국

신학자 알렉산더 네캄(Alexander Neckam, 1157∼1217), 빙엔의 힐데가

르트(Hildegard von Bingen, 1098∼1179)는 공통되게 수탉이 낳은 알을

두꺼비가 품어 태어난 존재가 바실리스크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전승은

14세기 중엽 메겐베르그의 콘라드(Conrad von Megenberg)의 저서 『자

연의 서(Buch der Natura)』에 수록되었는데, 파겔은 파라켈수스가 이

책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했다.409) 실제로 파라켈수스는 『위대

한 외과술(Grosse Wundarznet)』에서 수탉-두꺼비 전승을 되풀이한다.

그에 따르면, 관련 없는 두 정액이 만나 여러 종류의 바실리스크를 발생

시킬 수 있지만, 수탉과 두꺼비의 결합으로 태어난 바실리스크가 가장

큰 독성을 가지고 있다.410) 『소도미로 태어난 동물들에 관한 책(Liber

de animalibus ex sodomia natis)』에서도 파라켈수스는 중세의 전승을

이어받아, 수탉의 알에서 태어난 바실리스크와 두꺼비의 알에서 태어난

바실리스크를 모두 언급한다.411)

위-파라켈수스와 동일한 주장을 하는 파라켈수스 문헌은 위작으로 판

명된 『역병에 관하여(De pestilitate)』412)가 유일하다. 이 저작은 역병

을 다루는 마녀의 행위를 다루고 있는데, 월경혈의 노출이 하늘을 오염

시킬 수 있으며 월경혈을 가지고 바실리스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곤충

르면, 갈레노스의 복수성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단수성론
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409) Walter Pagel, “Paracelsus and Techellus the Jew,” Bulletin of
the H istory of Medicine 34 (1960): 274～277.

410) Sud. 10:443.
411) Sud. 14:385. 여기서 두꺼비는 단지 알을 품는 역할에서 부모의

역할로 승격된다.
412) Charles D. Gunnoe, Jr., “Paracelsus, the Plague and De

Pestilitate,” Early Science and Medicine 24 (2019): 504-510. 『역병에 관
하여』는 위서임에도 불구하고 후저 전집에서는 중요한 자리에 배치되었다.
파라켈수스의 실제 저작인 『역병과 그것의 결과에 관하여(Zwey Bücher
von der Pestilentz und ihren zufällen)』와 『흑사병에 관하여(De Peste
Libri tres)』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의 역병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문헌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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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413) 뉴먼은 위-파라켈수스가 이 저작의

저자와 동일 인물이거나, 둘이 동일한 자료를 보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다.414) 그러나 이러한 예외를 감안하더라도, 바실리스크를 인간의 기예의

놀라운 성취로 제시한 것은 오로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저자뿐

이다. 결국 위-파라켈수스는 수탉과 두꺼비의 ‘결합’이라는 낮은 수준의

기예가 아닌, 순수한 여성성의 ‘분리’(보다 파라켈수스적인)라는 높은 수

준의 기예로써 발생된 바실리스크를 통해, 잡종에 대한 “진보적인” 시각

을 보여주고 있다.415)

12.

Nun aber, um auch weiter von den monstris zu traktieren, da sollt 

ihr wissen, daß die monstra, welche unter den Tieren und in 

Tiergestalt von andern Dingen und nicht auch von ihresgleichen 

Tieren geboren werden, selten lange leben, und besonders, wo sie bei 

andern Tieren oder neben andern Tieren wohnen wollen. Denn aus 

angeborener Natur und göttlicher Ordnung werden alle monstra** 

ihresgleichen recht gebornen*** Tieren gehaßt. So auch die monstra 

der Menschen, die von Menschen geboren werden, gar selten lebendig 

bleiben, und je wunderbarlicher und schrecklicher sie sind, je 

schneller und eher der Tod erfolgt, so daß gemeiniglich unter den 

Menschen keins über den dritten Tag lebendig bleibt, es werde denn 

sofort an geheime, verborgene Örter getragen und von allen Menschen 

abgesondert. Zu diesem soll man wissen, daß Gott an den monstris 

ein Greuel und ein Mißfallen hat und keins selig werden kann, 

413) Sud. 14:657. “여성의 월경혈이 지닌 독으로부터 바실리스크가 등
장하듯이, 그러한 월경혈의 독으로부터 인간 사이에 역병이 등장한다”(dan
wie sich erhebt der basiliscus aus dem gift menstrui des weibes, also
erhebt sich auch die pestis im menschen von solchem menstruosischen
gift).

414) William R. Newman, “Bad Chemistry”, 38.
415) William R. Newman, “Bad Chemistry”,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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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dieweil sie nit das Bildnis Gottes tragen. Es ist dabei nicht anders 

zu verstehen, als daß sie der Teufel so formiert hat und**** sind 

mehr dem Teufel denn Gott zu Dienst geboren, denn aus keinem 

monstro ist je ein gutes Werk gefolgt, sondern alles Übel, alle 

Missetat und Tücke des Teufels, dessen Feldzeichen sie tragen. Denn 

gleicherweis wie der Henker seine Kinder zeichnet, damit, daß er 

ihnen die Ohren abschneidet, die Augen aussticht oder sie durch die 

Backen brennt, Finger, Händ oder den Kopf abhaut, so zeichnet auch 

der Teufel seine Kinder durch der***** Mutter Imagination, die sie 

aus bösem Gelüst, bösen Begierden und bösen Gedanken in der 

Empfängnis hat. Darum sind alle Menschen zu fürchten, die ein Glied 

zu viel oder zu wenig oder sonst ein Glied doppelt haben. Denn 

solches° ist ein praesagium vom Teufel und eine sichere Anzeige 

seiner verborgenen Tück und Schalkheit, die aus ihm folgen werden, 

und ohn den Henker oder doch zum wenigsten°° ohn ein Zeichen, 

vom Henker gegeben, gar selten sterben &c.

【역】

괴물에 관하여 계속 다루려면, 독자들은 알아야만 한다. 동물의 모습을 

지닌 동물들 가운데서 동일한 동물이 아닌 다른 사물로부터 태어난 괴물

은, 특히나 다른 동물 곁에서 함께 머물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는 좀처럼 

오래 살지 못한다. 모든 괴물은 본래의 자연 질서와 신적 질서로 인해 

태생이 올바른 동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으로부터 태

어난 인간 괴물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또한 그 존재가 놀

랍고 기괴할수록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이 앞당겨지고 빠르게 다가오고 

삶보다 죽음에 더 가까워진다. 살기보다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대개 이들은 인간 가운데서 사흘을 살아남지 못하는데, 곧 비밀스럽고 

숨겨진 장소로 옮겨져 모든 인간들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것은, 신은 괴물에게 잔혹하고 그것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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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히 여기므로 어떤 괴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괴물이 신의 초상을 

지니고 있지 않은 까닭이다. 이는 악마가 괴물을 그렇게 형성했기 때문

인 것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리하여 괴물은 신이 아니라 악마를 위해 

일하도록 태어났다. 악마가 영역을 표시한 괴물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괴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오로지 악마로부터 

온 악, 악행과 악의뿐이다. 사형집행인이 귀를 베어내고, 눈을 찌르거나 

뺨에 긴 낙인을 찍고, 손가락, 양손 또는 머리를 잘라냄으로써 그의 사형

수에게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마도 어머니가 임신 중에 악한 욕

망, 악한 탐욕, 악한 생각으로부터 갖는 상상력을 통하여 그의 자녀에게 

표시한다. 따라서 신체부위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혹은 두 배나 많은 

신체부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러한 신체부위는 악마에 의한 전조이고 악마에게서 기인하는 숨겨진 악

의와 교활함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후이다. 그것들은 사형집행인 없이는 

혹은 적어도 사형집행인에 의한 서명 없이는 거의 소멸되지 않는다.

【주】

* trankabel의 사전적 의미를 참조하라.

** von이 생략되었다.

*** geboren이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sie가 생략되었다.

***** die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Glied가 생략되었다.

°° Mal이 생략되었다.

【해】

연금술 기예를 통해 발생한 괴물의 위대함에 이어서, 위-파라켈수스

는 자연적 발생으로 태어난 괴물들의 연약함을 대조한다. 그것들은 동물

에게서 태어났든 인간에게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수명이 짧고 숨어서 지

내며 구원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괴물들에게는 악마의

서명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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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장에 등장하는 ‘서명’(Zeichen)은 파라켈수스 의학 전반에

수용되는 개념이다.416) 즉, 내부의 본질은 외부의 서명 혹은 징후로 인식

될 수 있다. 마치 사형집행인이 자신의 사형수에게 표시를 해놓듯이417)

악마도 괴물에게 서명을 표시해두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기형으로 나타

난다는 것이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제9권에서도 언급되듯이, 사

악한 별의 위치나 임산부의 상상력은 기형을 낳는 원인이 된다.418) 독일

민담에서도 기형의 아기를 낳은 여성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등장하는 소

재이다.419)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앙브루아즈

파레의 1537년 저작 『괴물과 경이로운 것들에 관하여(Des monstres et

prodiges)』는 괴물과 기형에 관한 당대의 지식을 종합한 작품이다. 파

레는 괴물을 낳는 13가지의 원인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임산부의

상상력이다.420) 임산부의 상상력이 뱃속의 아기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견

해는 플라톤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421) 플리니우스와 그리스도교 교부

416) 본 논문의 2.3.3.을 보라.
417) 이는 파라켈수스 개인의 경험을 반영한다. 본 논문의 각주 186을

보라.
418)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26; Filips Defoort,

“Female Imagination as Origin of Evil in Paracelsus and Boehme”, 7.
419) 그림 형제, 『독일전설 1』, 107-108. 82번과 83번 이야기를 참조

하라.
420) 이충훈, 『자연의 위반에서 자연의 유희로』, 40-41. 파레가 고대

로부터의 모든 견해들을 종합하여 제시한, 괴물이 태어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신의 영광, 2) 신의 분노, 3) 정액의 과다, 4) 정액의 과소, 5) 상상
력의 작용, 6) 자궁의 협착, 7) 산모의 바르지 않은 자세, 8) 산모의 낙상이나
복부 충격, 9) 유전적인 질병이나 우연히 발생한 질병, 10) 정액의 부패, 11)
정액의 혼합이나 이종교배, 12) 사악한 거지들의 교활한 사기, 13) 악마의 개
입. 여기에는 위-파라켈수스의 입장과는 달리, 괴물 발생의 원인으로 신의
책임(1～2번)과 남성의 책임(3～4, 11～12번), 여성의 책임(5～8번)이 모두 반
영되어 있다; Amy E. Cislo, “Imagining Procreation”, 172-173. 파레의 견해
는 여러 가지 점에서 위-파라켈수스의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그가 괴물 탄
생의 근거를 성서에서 찾았던 것은 파라켈수스와의 공통점이다. “또한 여러
곳에 혼돈이 있으리니 불이 자주 일어나며 들짐승이 그 처소를 넘어 돌아다
니며 월경하는 여자가 괴물을 낳으리라”(에스드라 4서 5:8).

421) 플라톤, 『법률』, 박종현 역 (서울: 서광사, 2009), 487. “모든 여
인 중에서도 뱃속에 아이를 지니고 있는 이들을 그 해 동안에는 각별히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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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도 산모의 영혼이 충격을 받으면, 그 영향

이 고스란히 태아에게 전해진다는 견해를 펼쳤다.422) 파레와 동시대 인

물이었던 프랑스 의사 장 페르넬(Jean François Fernel, 1497∼1558)도

이와 동일한 견해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임산부의 상상력이 지니는 효력

은 16～17세기에까지도 널리 수용되었던 아이디어로 보인다.423)

한편 블럼버그는 파레가 ‘괴물’과 ‘경이로운 것’을 구분함으로써 괴물

과 기형 연구의 역사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는데, 그에 따르면

비자연적인 것은 전자에, 자연을 완전히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것은 후자

에 대응한다.424) 위-파라켈수스가 다루고 있는 괴물들은 파레의 구분에

따르면 경이로운 것이 아닌 ‘괴물’에 해당한다. 반면에 앞선 문단에서의

바실리스크는 오히려 ‘경이로운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제4편 호문쿨루스의 발생에 관하여

13.

Nun ist aber auch die Generation der homunculi keineswegs zu 

vergessen.* Denn es ist etwas daran, wiewohl solches bisher in großer 

Geheimhaltung und gar verborgen gehalten worden ist, und es ist nit 

ein kleiner Zweifel und Frag unter etlichen der alten philosophis 

gewesen, ob der Natur und Kunst auch möglich sei, daß ein Mensch 

außerhalb des weiblichen Leibs und einer natürlichen Mutter geboren 

werden könne? Darauf geb ich die Antwort, daß es der Kunst 

spagirica und der Natur keineswegs zuwider sondern gar wohl 

펴야만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싶군요”(제7권, 792e).
422) 이충훈, 『자연의 위반에서 자연의 유희로』, 72-73.
423) 이충훈, 『자연의 위반에서 자연의 유희로』, 77. 18세기에 이르러

임산부의 상상력에 관한 견해는 점차 기각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문헌으로서 다음을 참조하라. 피에르 루이 모로 드 모페르튀, 『자연의 비너
스』 이충훈 역 (서울: b, 2018), 89-93.

424) 마크 S. 블럼버그, 『자연의 농담』,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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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öglich sei. Wie aber solches zugehe und geschehen mag, ist nun 

sein Proceß also: nämlich daß das sperma eines Manns im 

verschlossenen Cucurbiten per se mit der höchsten Putrefaction, 

ventre equino, auf vierzig Tag putreficiert werde, oder so lang, bis es 

lebendig werde und sich bewege und rege, was leicht zu bemerken 

ist. Nach dieser Zeit wird es einem Menschen einigermaßen gleich 

sehen, doch durchsichtig, ohn ein corpus. Wenn es nun nach diesem 

täglich gar weislich mit dem arcano sanguinis humani gespeist und 

bis auf vierzig Wochen ernährt wird, und in steter gleicher Wärme 

ventris equini erhalten,** wird ein recht lebendig menschlich*** Kind 

daraus, mit allen Gliedmaßen wie ein ander**** Kind, das von einem 

Weibe geboren wird, doch viel kleiner.***** Das selbige nennen wir 

ein homunculum, und es soll hernach nit anders als ein ander**** 

Kind mit großem Fleiß und Sorg auferzogen werden, bis es zu seinen 

Tagen und Verstand kommt. Das ist nun der allerhöchsten und 

größten Geheimnisse eins, welches Gott den tödlichen und sündigen 

Menschen wissen hat lassen. Denn es ist ein Mirakel und magnale dei 

und ein Geheimnis über alle Geheimnisse, soll billig auch ein 

Geheimnis bleiben bis zu den allerletzten Zeiten, da dann nichts 

verborgen bleiben, sondern alles° offenbart werden wird.

【역】

이제 호문쿨루스의 발생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는 비밀로 잘 유지되어 완전히 숨겨졌지만, 여성의 몸과 자연적인 어머

니 없이도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자연에서 가능할지 혹은 기예를 통해 

가능할지에 관한 의문과 질문이 옛 철학자들 가운데 적지 않았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하여 내가 답을 제시하자면, 그것은 연금술 기예와 자연을 거

스르지 않고서도 상당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진

행되고 벌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남성의 정액이 밀봉된 증류병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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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고의 부패인 말의 자궁 그 자체를 통해 40일 동안 부패되거나, 

또는 그것이 생명을 얻고 몸을 움직이며 관찰이 가능할 정도로 동작을 

취할 때까지 오랫동안 부패된다. 이러한 시간 이후에 그것은 어느 정도 

사람과 같은 형체를 갖추면서도 몸이 없는 투명한 상태가 된다. 그 후에 

인간의 비밀스러운 아르카누스를 40주까지 매일 공급하는 현명한 과정

을 거치면서, 말의 자궁의 지속적이고 동일한 온기 안에서 보존한다면, 

그것은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다른 아이처럼 모든 신체부위를 가졌으되 

크기는 매우 작은 인간 아이로 변한다. 우리는 이것을 호문쿨루스라고 

부른다. 열과 성을 다한다면 그것은 장성하여 이성을 얻을 때까지 다른 

아이와 다르지 않게 자라날 것이다. 신은 가장 높고 위대한 비밀들 중 

하나인 그 비밀을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많은 인간으로 하여금 알도록 했

다. 그것은 기적 그리고 신의 위대한 일이자 모든 비밀 위에 뛰어난 비

밀이며, 나중에는 숨겨지지 않고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에까

지도 비밀이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주】

* vergessen zu werden을 의미한다.

** wird가 생략되었다.

*** lebendiges menschliches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anderes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kleines가 문법상 올바른 표기이다.

° Geheimnis가 생략되었다.

【해】

이 문단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가장 매혹적인 부분이자,

이 저작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호문쿨루스 레시피(recipe)를 담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레시피를 파라켈수스의 것으로 여기기를 꺼려했다.

저작성에 대한 의심과는 별도로, 뉴먼은 이와 유사한 레시피가 파라켈수

스의 실제 저작인 『오랜 삶에 관하여』에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저작에 따르면, 호문쿨루스는 말의 자궁 안에서 벌어지는 오랜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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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425)

기예를 통해 인공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일의 가능성을 묻는 오랜 질

문에 대한 답으로서, 위-파라켈수스는 ‘호문쿨루스’라는 개념을 선택한다.

이 개념은 당대 사람들에게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니었다. 이미 아리스토

텔레스 시대로부터 논의되어왔던 전성설(preformation)에 따르면, 남성의

정액426) 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꼬마 인간을 호문쿨루스로 칭했다. 이

러한 호문쿨루스의 발생에는 발생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 이외에는 여성

의 역할을 필요하지 않다.427)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도 에기디우스

(Aegidius Romanus, 1243?∼1316)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를 비롯한 단수성론자들은 여성의 역할이 발생을 더 용이하

게 할 뿐 그것 없이는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

다.428) 그런데 위-파라켈수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여성의 역할을 완전히

제거하여, 발생의 장소조차 증류병 속으로 옮겨놓는다. 결국 바실리스크

가 여성성의 정수라면, 호문쿨루스는 남성성의 정수 즉 바실리스크의

“남성적 쌍둥이”라 할 수 있는 셈이다.429)

425) Hus. 6:175. “Origo quidem Spermatis est: per maximam enim
digestionem, quae in Ventre equino fit, generatur Homunculus, similis ei
per omnia, Corpore & Sanguine, principalibus, & minus principalibus
membris, a quo prodijt”; William R. Newman, P romethean Ambitions, 215.
후저 에디션에는 두 가지 버전의 『오랜 삶에 관하여』가 포함되어 있다. 하
나는 독일어로 된 1권짜리 단편이고, 다른 하나는 라틴어와 독일어가 섞인 5
권짜리 버전이다. 흥미롭게도 호문쿨루스는 양 편 모두에 등장하는데, 뉴먼이
지적한 경우는 후자에 해당한다. 전자에 관하여는 본 논문의 5.2.2.를 보라.

426) 월터 페이겔, “하아비와 피 순환의 목적,” in 『역사 속의 과학』,
김영식 편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2), 154-155. 파라켈수스주의자들에게 정
액은 본질의 내재성 및 외부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특징으로 가진다.
또한 정액은 정액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공존하는 유일한 지점이
며, 그 안에 담겨 있는 색조(tincture)는 미래의 모든 특성을 담고 있다.

427) 김요한, “그리스의 생명사상과 생명윤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
발생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63 (2003): 73.

428) 정현석, “아리스토텔레스 vs 갈레노스”, 275.
429) William R. Newman, “The Homunculus and His Forebears”,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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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Und wiewohl solches bis jetzt dem natürlichen Menschen verborgen 

gewesen ist, so ist es doch den silvestris und den Nymphen und 

Riesen nicht verborgen, sondern schon vor langen Zeiten offenbar 

gewesen, daher sie auch kommen. Denn aus solchen homunculis 

werden, wenn sie zu männlichem Alter kommen, Riesen, Zwergel* 

und andere dergleichen große Wunder-Leut, die als ein großes 

Werkzeug und Instrument gebraucht werden, die großen gewaltigen 

Sieg wider ihre Feinde haben, und alle geheimen und verborgenen 

Ding,** welche allen Menschen sonst nicht möglich zu wissen sind, 

wissen. Denn durch Kunst bekommen sie ihr Leben, durch Kunst 

bekommen sie Leib, Fleisch, Bein und Blut, durch Kunst werden sie 

geboren, darum so ist ihnen die Kunst eingeleibt*** und angeboren 

und brauchen es von niemanden zu lernen, sondern man muß von 

ihnen lernen. Denn durch Kunst sind sie da und aufgewachsen wie 

eine Rose oder Blume im Garten, und werden der Silvestren und 

Nymphen Kinder geheißen, deswegen weil sie mit ihren Kräften und 

Taten sich nit mit Menschen, sondern den Geistern vergleichen.

【역】

물론 이는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에게 숨겨졌지만, 숲과 요정

들과 거인들에게는 오랫동안 비밀이 아닌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며, 그들

도 그렇게 태어났다. 거대한 기구와 도구로 사용되어 적과 맞서 거대하

고 강력한 승리를 거둔 거인과 난쟁이 등 대단히 경이로운 인간들은 인

간의 나이에 도달하면 호문쿨루스가 된다.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숨겨

진 비밀스러운 사물들은 전부 이를 알고 있다. 그들은 기예를 통하여 생

명을 얻고, 기예를 통하여 몸과 살과 뼈와 피를 얻으며, 기예를 통하여 

태어난다. 그들은 기예와 일체화 되어 타고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에게

서도 그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 모두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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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 피어난 장미나 꽃처럼 기예를 통하여 존재하며 자라나므로, 숲과 

요정에게 꼬마라고 불린다. 그들이 가진 힘과 행동으로 볼 때, 그들은 인

간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과 견줄 만하다.

【주】

* 독일 민담에서는 Kurzbolt라는 단어로 사용된다.430)

** Dinge가 문법상 올바른 표현이다.

*** einverleiben의 의미일 것으로 추측된다.

【해】

제4편에서 위-파라켈수스는 전통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

한다.431) 호문쿨루스는 기예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기예 그

자체가 내재되어 있는 존재이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거인이나 난쟁

이의 이미지432)도 호문쿨루스와 연결된다. 따라서 호문쿨루스는 인간 기

예의 경이로움의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경이로움을 위한 출발

이자 열쇠가 된다.

제5편 금속의 발생에 관하여

15.

Nun wäre hie auch von nöten, von der Generation der Metalle zu 

430) 그림 형제, 『독일전설 2』, 148. 이외에도 Pugillus, Däumling과
같은 단어가 사용된다.

431) William R. Newman, “The Homunculus and His Forebears”,
329.

432) 카트린 M. 콜 & 미셸 콜, 『키의 신화』 이옥주 역 (서울: 궁리,
2005), 104-105. 난쟁이의 신화는 비록 작지만 오히려 강한 영웅의 이미지를
모티프로 삼아왔다. 파라켈수스와 당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독일
및 스위스 지역의 다양한 민담과 전설들에는 거인과 난쟁이를 주인공으로 하
는 이야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형제의 『독일전설』에서도 주된
주인공은 거인, 난쟁이, 요정, 늑대인간, 악마와 같은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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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n. Weil wir aber im Libell De generatione metallorum* davon 

genug geschrieben haben, lassen wirs hie bei dem kürzesten** 

bewenden. Allein, was wir in denselbigen vergessen haben, dasselbige 

wollen wir hie kurz dergestalt anzeigen, daß ihr erstens wissen sollt, 

daß alle sieben Metalle aus drei Materien geboren werden, nämlich 

aus mercurio, sulphure und sale, doch mit jeweils besonderen, 

unterschiedlichen Farben. Darum hat Hermes in diesem nit unrecht 

gesagt, daß alle sieben Metall aus dreien Substanzen geboren und 

zusammengesetzt werden, desgleichen auch die Tinkturen und der 

lapis philosophorum. Dieselbigen drei Substanzen nennt er Geist, Seel 

und Leib. Nun hat er aber dabei nicht angezeigt, wie solches 

verstanden werden muß oder was er dabei meine***. Wie wohl er 

auch die drei principia gewußt haben mag, hat er aber derer nit 

gedacht, darum sag ich nicht, daß er in diesem geirrt, sondern allein, 

geschwiegen habe.

【역】

이제는 금속의 발생에 관하여 이야기해 볼 필요도 있다. 「금속의 발생에 

관하여」라는 소책자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다만 우리가 그 책에서 생각지 못

했던 것들 중 독자들이 우선 알아야 할 것을 이 정도로만 간략히 알리고

자 한다. 일곱 금속은 각기 다른 특유의 색깔을 가진 한편, 모두 수은, 

유황, 소금이라는 세 물질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므로 모든 일곱 금속이 

세 가지 실체로부터 태어나고 구성되며 색조와 철학자의 돌도 그러하다

는 헤르메스의 말은 틀리지 않다. 그는 이러한 세 실체를 영, 혼, 육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은 그가 무엇을 

지칭하고자 한 것인지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비록 그가 세 원리를 알았

을 수는 있지만, 이는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그가 이에 

관하여 잘못 알았다기보다는 홀로 침묵했다고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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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책의 제목이다.

** am kürzesten을 의미한다.

*** meint가 문법상 올바른 표현이다.

【해】

마지막 제5편은 금속의 발생에 관한 주제로 이어진다. 이는 앞선 주

제들과 다소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명의 발생과 금속의 발

생이 실은 동일한 연금술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

된다. 전통적으로 연금술사들은 만물의 원질을 영으로, 각 개체의 고유한

정수를 혼으로, 개체를 이루는 원료를 육으로 보았다. 연금술사의 언어에

서 영은 수은, 혼은 유황에 대응되었다.433)

위-파라켈수스는 『금속의 발생에 관하여』라는 문헌의 존재가 독자

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가정 하에, 이 문헌이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

을 보충하려고 한다. 이 문헌의 정체를 찾으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

어왔지만 어느 누구도 정확한 출전을 찾지 못했다.434) 다만, 당시에 이

문헌의 저자가 헤르메스로 알려졌을 것이라는 점은 위-파라켈수스가 헤

르메스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의 표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발터 파겔은 파라켈수스가 고대 그리스의 연금술 문헌을 직접 접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그가 접할 가능성이 있었던 문헌으로서 헤르메스 트

리스메기투스435)의 『일곱 황금률』, 룰루스 문헌, 콘라드 폰 메겐베르크

의 『자연의 서』, 피치노의 몇몇 저술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했

다.436)

433) 가이 오길비, 『연금술사의 부엌』, 14, 16.
434)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16. 피치노가 번역한 헤르

메스 전집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435) 헤르메스 트리스메기투스(Trismegistus)는 헤르메스 문헌의 저자

로서, 이집트의 신 토트와 그리스의 신 헤르메스가 결합된 헬레니즘 시대의
전설적인 인물이다.

436) Walter Pagel, “Paracelsus. Traditionalism and Medieval
Sources,” in Medicine, Science and Culture: H istorical Essays in Honor
of Owsei Temkin, eds., Lloyd G. Stevenson & Robert P. Multh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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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uf daß aber solche drei unterschiedliche Substanzen, die er von 

Geist, Seel und Leib redet, recht verstanden werden, sollt ihr wissen, 

daß sie nichts anderes als die drei principia bedeuten, das ist 

mercurium, sulphur und sal, aus denen denn alle sieben Metalle* 

generiert werden. Der mercurius aber ist der spiritus, der sulphur ist 

anima, das sal das corpus, das Mittlere aber zwischen dem spiritus 

und corpore, von dem auch Hermes spricht, ist die Seel und ist der 

sulphur, der die zwei widerwärtigen Ding vereint und in ein einiges 

Wesen verwandelt &c.

【역】

그가 영, 혼, 육이라고 불렀던 서로 다른 세 실체에 관한 이해가 올바르

다는 점을 토대로, 독자는 그것이 모든 일곱 금속의 기원이 되는 세 원

리 즉 수은, 유황, 소금을 의미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만 한다. 수은은 

영이고, 유황은 혼이며, 소금은 육이다. 헤르메스가 말했듯이, 혼과 유황

은 영과 육 사이의 중간자이며, 두 개의 상반된 사물들을 결합하여 하나

의 일치된 본질로 변화시킨다.

【주】

* 금, 은, 수은, 구리, 주석, 납, 철을 가리킨다.

【해】

헤르메스의 입을 빌려 위-파라켈수스가 제시하는 설명은, 파라켈수스

의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3원소 즉 수은, 유황, 소금에

관한 이론이다. 파라켈수스의 3원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를 대체하

는 진보를 이룩했다는 아이디어는, 20세기 전반기에 발터 파겔과 레이어

호이카스에 의해 확립되었다.437) 그러나 수은, 유황, 소금을 각각 영, 혼,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8), 56-64.
437) Dane T. Daniel, “Invisible Wombs: Rethinking Paracels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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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대응시키는 것은 파라켈수스의 다른 저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

디이어이며,438) 위-파라켈수스처럼 헤르메스를 칭송하거나 인정하는 식

의 표현도 파라켈수스 문헌에서 발견하기 어렵다.439) 파겔은 헤르메스를

인용하여 언급된 중간자로서 유황의 역할이 명백한 헤르메스주의로부터

의 영향이라고 보았다.440)

17.

Dies aber soll nicht so verstanden werden, als ob aus einem jeden 

mercurio, aus einem jeden sulphure und aus einem jeden sale die 

sieben Metall geboren würden, oder desgleichen eine Tinktur oder der 

lapis philosophorum durch des Alchimisten Kunst und Geschicktheit 

im Feuer, sondern durch den archeum* terrae müssen und werden 

alle sieben Metall in den Bergen geboren. Denn es ist dem 

Alchimisten viel möglicher und leichter, die Metalle zu transmutieren, 

als sie zu generieren oder zu machen.

Concept of Body and Matter.” Ambix 53 (2006): 131-132. 레이여 호이카스
는 『아르키독시스』를 전후로 파라켈수스의 원소 이론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아르키독시스』에서는 아직 3원소
가 등장하지 않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가 활용되었다; Walter Pagel,
“Paracelsus. Traditionalism and Medieval Sources”, 57-60. 파겔은 파라켈수
스의 3원소 이론이 헤르메스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
론에 독창성이 있다는 견해를 포기하지 않는다.

438)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16.
439) Walter Pagel, “Paracelsus. Traditionalism and Medieval

Sources”, 56. 연금술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 중 하나인 헤르메스 트리
스메기스투스의 『에메랄드 평판』의 번역본이 파라켈수스의 『염료에 관한
책(Libellus de Tinctura Physicorum)』에 실려 있다. 그러나 이 문헌은 그
의 사후인 1568년에 작성된 위서로 밝혀졌다. 심지어 『에메랄드 평판』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인쇄된 것도 1541년의 일이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파
라켈수스가 헤르메스주의의 교리를 알지 못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440) Walter Pagel, “Paracelsus. Traditionalism and Medieval
Sources”, 61. “유황은 무게, 숫자, 비율, 비례를 결정하는 조정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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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그러나 일곱 금속이 수은, 유황, 소금 중 한 가지만을 기원으로 하여 태

어났다거나 색조나 철학자의 돌이 연금술사의 기예와 불 다루는 숙련됨

을 통해 태어났다고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일곱 금속은 땅의 아르

케우스를 통하여 산에서 태어나야만 하며 실제로 그렇게 태어난다. 왜냐

하면 연금술사에게는 금속을 생산하거나 만드는 것보다 변성시키는 것이 

더욱 성공 가능성이 높고 쉽기 때문이다.

【주】

* 땅 속에 존재하는 연금술사를 의미한다.

【해】

3원소는 각 원소들 중의 어느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다. 광물의 탄생

에 관한 전승은, 광물에 관한 원시적 관념으로부터 점성술에서 유래한

광산 전통에 이르는 복합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4원소

설에 기초하여, 흙의 연기와 물의 증기가 결합하여 광물을 탄생시키는데,

전자는 유황에, 후자는 수은에 대응한다. 유황과 수은의 결합은 하늘의

행성들의 영향을 받아 저마다 다른 6가지의 기저 금속들을 낳는다. 달은

은, 금성은 구리, 수성은 수은, 목성은 주석, 화성은 철, 토성은 납의 탄

생에 관여한다. 연금술이 야금술로부터 이어받은 가장 중요한 관념은, 자

연은 완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광물을 품고 있는 대지의 임신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여섯 가지 기저 금속들은 시간이 흘러 태양의 영향

을 받아 탄생하는 제7의 완벽한 금속인 금으로 변화한다. 자연이 부득이

여러 종류의 금속을 내어놓는 이유는, 이러한 임신 과정에 대한 저항과

장애 때문이다.441)

441) 미르치아 엘리아데,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51-57. 이에 관한
정보가 축약되어 있는 문헌은 1505년에 출판된 『산악소지(Bergbüchlein)』
이다. 『금속에 관하여(De re metalica)』(1530년)로 잘 알려진 16세기 독일
의 광산학자 아그리콜라(Agricola)는 자신의 책의 서문에서 이 문헌을 “대단
히 혼란스러운 책”(liber admodum confusus)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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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o ist auch nicht minder, daß mercurius vivus* eine Mutter aller 

sieben Metalle ist und billig eine Mutter der Metalle genannt werden 

soll. Denn er ist ein offenes Metall und gleicherweis, wie er alle 

Farben in sich hat, die er dann im Feuer von sich gibt, so hat er in 

sich auch alle Metalle verborgen, die er auch außer im Feuer nicht 

von sich gibt &c.

【역】

살아있는 수은이 모든 일곱 금속의 어머니이며 마땅히 모든 금속의 어머

니로 불릴 만 하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것은 자신 안에 모든 색깔을 

품고 있는 만큼이나 열려있는 금속이며, 불 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 색

깔을 드러낸다. 따라서 그것은 자신 안에 모든 금속을 품고 있는 셈인데, 

불 속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 금속을 드러내지 않는다.

【주】

* 현실에서 발견되는 수은이 아닌, 순수한 수은을 의미한다.

【해】

그러나 위-파라켈수스는 곧장 앞의 문단과 충돌하는 설명을 제시한

다. 수은-환원주의적 아이디어는 파라켈수스가 자신의 주저인 『파라그

라눔』에서 분명히 반대했던 것이었다.442)

19.

Aber die Regeneration und Renovation der Metalle geschieht so. 

442)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17. 간텐바인은 위-파라켈
수스가 또 다른 위서인 『금속으로부터 수은을 추출하는 방법(Ratio
extrahendi ex omnibus metallis mercurium)』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제안한
다. 그러나 파라켈수스의 실제 저작인 『광물의 서(Liber de mineralibus)』
에는 수은-환원주의적 표현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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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icherweis wie der Mensch wiederum in seiner Mutter Leib gehen 

mag, das ist in die Erde, aus der der erste Mensch gekommen ist,* 

und so, das ist aus ihr, an dem Jüngsten Tag zum andern Mal 

geboren wird, so können alle Metalle wiederum in den mercurium 

vivum gehen und mitsamt ihm solviert und ein mercurius werden, 

und durch das Feuer zum andern Mal geboren und clarificiert 

werden, wenn sie bis in die vierzig Wochen in steter Wärme, wie das 

Kind im Mutterleib, darin verharren &c.

【역】

금속의 재생과 개선은 그렇게 일어난다. 인간이 어머니의 몸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듯이 모든 금속도 최초의 사람이 생겨났던 땅으로 돌아가 

최후의 날 다시 한 번 땅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

든 금속은 살아있는 수은으로 다시금 돌아가 함께 용해되어 수은이 된

다. 그것들은 아기가 어머니의 몸속에서 그러하듯 40주를 채워 지속적인 

온기 안에 머무르는 방식으로 불을 통해 다시 한 번 태어나 정화된다.

【주】

* 창세기 2:7443)

【해】

제1편에서 새의 부활과 재생에 관해 설명했던 표현들이, 금속에 관하

여 다시금 반복된다. 금속이 땅 속에서 불을 통해 정화되는 기간은, 흥미

롭게도 호문쿨루스가 증류병 속에서 가열되는 기간과 동일하다.

20.

So werden nun nit allein gemeine Metall, sondern tingierte* Metall 

443)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
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표준새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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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boren. Denn wenn das Silber, wie gemeldet, zum andern Mal 

geboren wird, tingierts darnach andere Metall zu Silber. So auch das 

Gold andere Metalle zu Gold, -desgleichen mit allen andern Metallen 

zu verstehen ist.

【역】

흔한 금속뿐만 아니라 색조를 입은 금속도 이러한 방식으로 태어난다. 

앞서 말했듯이 은이 다시금 태어난다면, 그것은 다른 금속이 색조를 입

어 은이 된 것이다. 금 또한 다시금 태어난다면 다른 금속이 색조를 입

어 금이 된 것이다. 다른 모든 금속도 마찬가지다.

【주】

* 금속의 외양이 아닌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한다.

【해】

황금변성을 추구하는 연금술 전통에서는 금속의 색조에 관한 논의가

흔한 것이었다.444) 반면에 파라켈수스는 황금변성이 아닌 의화학적 목적

을 가지고 연금술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인물로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전제에서, 금속의 색조에 관한 언급은 파라켈수스의 사상과 충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445)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경향은 파라켈수스 역시 황금변성에 완전히 무관

심하지는 않았다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가령, 파라켈수스는 황산을

통해 색조가 금속에서 분리되어 다른 금속으로 스며드는 현상을 관찰했

던 기록을 『자연적 사물에 관하여(Von den natürlichen Dingen)』에

남겼다. 물론 오늘날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는 이 현상을

금속의 본성이 변성될 수 있다는 부분적 근거로 여겼던 것 같다.446)

444) William R. Newman, Promethean Ambitions, 제2장을 참조하라.
445) Urs Leo Gantenbein, “Real or Fake?”, 27-28. 예외적으로 파라켈

수스는 『아르키독시스』와 『재생과 부활의 서(Liber de renovatione et
restauratione)』에서 변성 과정에서의 색조의 역할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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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파라켈수스는 철을 구리로 변성시켰던 경험을 서술했는데,447)

변성을 통해 얻은 구리는 일반적인 구리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갖기에 다

시금 은으로 변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일한 원리로, 변성된

구리가 은으로 변성되듯, 변성된 은이 금으로 변성될 수 있을 것이다.448)

21.

Darum aber, daß Hermes gesagt hat, daß die Seel allein das Mittlere 

sei, den Geist mit dem Leib zu vereinigen, hat er das nicht unrecht 

vor Augen gehabt, alldieweil der sulphur die selbige Seel ist und 

gleich wie ein Feuer alle Dinge reift und auskocht, so kann er auch 

den Geist mit dem Leib binden und miteinander leiblich machen und 

vereinigen, so daß daraus ein gar edler Leib wird. Wiewohl nicht der 

gemeine verbrennbare sulphur als die Seele der Metalle verstanden 

werden soll, sondern die Seel ist ein ander Ding und kein 

verbrennbarer oder zerstörbarer corpus, sondern ist selbst ein Feuer, 

darum es kein Feuer verbrennen kann. Und es ist fürwahr nichts 

anders als die quinta essentia* sulphuris, welche dem reverberierten 

sulphuri mit spiritu vini** ausgezogen wird und rot durchsichtig, wie 

ein Rubin, erscheint, welches ein gar großes und herrliches arcanum 

ist, die weißen Metalle zu transmutieren, und mercurium vivum in 

beständiges Gold zu koagulieren. Das laß dir als einen großen Schatz 

der Reichmachung befohlen sein, und du sollst dir billig an diesem 

einigen Stück der Verwandlung der Metallen genügen lassen.

446) Andrew Sparling, “Paracelsus, a Transmutational Alchemist,”
Ambix 67 (2020): 75; Hus. 8:135.

447) Hus. 7:199. “im Regal”이라는 표현을 주목하라; Andrew
Sparling, “Paracelsus, a Transmutational Alchemist”, 81. 파라켈수스 문헌
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은 ‘금을 향한 길’을 의미한다.

448) 『자연적 사물에 관하여』에 ‘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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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혼이 단독으로 영과 육을 결합시키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헤르메스의 

말은 틀리지 않다. 유황은 이러한 혼이며 모든 사물을 익히고 끓이는 불

과 동일하기 때문에, 영과 육을 묶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결합시킬 

수 있다. 그로부터 매우 고귀한 육체가 나온다. 불에 타는 천한 유황이 

금속의 혼과 동일시되어선 안 된다. 혼은 불에 타거나 파괴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사물이며, 그것 자신이 불이기에, 어떠한 불도 그것을 태울 

수 없다. 연소되지 않는 유황은 참으로 유황의 제5원소와 같으며, 알코올

과 함께 색깔을 띠는 유황으로 추출되어 붉고 투명한 루비처럼 나타난

다. 그것은 매우 위대하고 훌륭한 아르카누스이며, 하얀 금속을 변성시키

고 살아있는 수은을 영속적인 금으로 응고시킨다. 독자는 이것을 부유하

게 만들어주는 굉장한 보물로 여기겠지만, 변화된 금속의 작은 조각에 

만족하는 편이 낫다.

【주】

* 제5원소를 가리킨다.

** 증류된 알코올을 가리킨다.

【해】

『자연적 사물에 관하여』의 제7장에서, 파라켈수스는 금속의 변성을

일으키기 위한 유황 추출법을 다루었다. 유황을 추출하는 이유는 금속을

고귀하게 바꾸기 위한 색조를 획득하기 위함이다. 적은 양의 색조라도

많은 양의 금속에 스며들어 그 본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유황은 아

직 자라나지 않은 잠재적 태아와도 같다.449)

요한네스 데 루페시사와 피치노로부터 영향을 받아,450) 파라켈수스는

제5원소가 대상의 모양과 특질에 관여하고, 몸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

449) Andrew Sparling, “Paracelsus, a Transmutational Alchemist”,
77-78; Hus. 7:178-179. 금의 잠재성을 지닌 유황의 색조를 추출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데, 파라켈수스는 그 비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을 염려하며 이를 밝힐 수 없다고 말한다.

450) Dane T. Daniel, “Invisible Wombs”,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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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든 사물 안에 존재하는 미묘한 물질로서 원소와는 달리 불멸한다

고 언급한다.451) 파라켈수스의 후기 사상에 이르기까지 제5원소는 ‘아르

카누스’ 또는 ‘지배자’라는 의미로 살아남았다.452)

22.

Von der Generation der Minerale (der Orte der mineren)* und halben 

Metallen ist nichts anderes, als das was anfänglich von den Metallen 

gesagt worden ist, zu verstehen, daß sie gleichergestalt auch aus 

dreien principiis, nämlich aus mercurio, sulphure und sale, geboren 

werden. Jedoch nit wie die Metalle, sondern von einem imperfekten 

und geringen mercurio, von einem imperfekten und geringeren 

sulphure, und von einem imperfekten und geringem sale, doch auch 

mit ihren unterschiedlichen Farben.

【역】

(광산에서의) 광물과 불완전한 금속의 발생은, 그 둘이 수은, 유황, 소금

이라는 세 가지 원리를 통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점

에서 금속에 관해 처음 말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불완전한 금속은 완

전한 금속과는 달리, 소량의 불완전한 수은으로부터, 소량의 불완전한 유

황으로부터, 소량의 불완전한 소금으로부터 태어나지만, 여러 가지 색깔

을 지닌다는 점만은 같다.

【주】

* 괄호는 푈커 편집본에서 첨가한 것이다.

【해】

마지막 22-24문단은 서로 대구를 이룬다. 불완전한 금속, 고귀한 금

451) Sud. 3:118, 120, 121.
452) Dane T. Daniel, “Invisible Wombs”, 134; 본 논문의 2.3.2.를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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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천한 금속의 발생은 각각 불완전한 수은과 유황과 소금, 투명한 수은

과 유황과 소금, 점액질의 수은과 유황과 소금으로부터 이뤄진다. 이로써

금속의 불완전함, 고귀함, 천함이 비롯되는 근원을 이해할 수 있다.

23.

Die Generation der edlen* Gesteine geschieht und fließt her von der 

Subtilität der Erde aus einem durchsichtigen kristallinischen mercurio 

und aus einem durchsichtigen kristallinischen sulphure, dazu auch aus 

einem durchsichtigen kristallinischen sale, und auch nach ihren 

unterschiedlichen durchsichtigen Farben.

【역】

고귀한 광석의 발생은 우수한 토양으로부터 시작되고 계속된다. 그것은 

결정 상태의 투명한 수은으로부터, 결정 상태의 투명한 유황으로부터, 결

정 상태의 투명한 소금으로부터 태어나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투명한 

색깔을 지닌다.

【주】

* edel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이다.

【해】

전통적인 해석에서 파라켈수스는 3원소를 물질적이기보다는 영적인

또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보았다고 여겨졌다. 다만 모든 실체가 원소

들로부터 형성되어야 하므로, 형이상학적 3원소가 독립적으로 순수한 상

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라켈수스의 추종

자들은 스승의 견해를 바꾸어, 자연적 물질을 분해시킨 결과물로서 3원

소를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453)

이 문제에 관한 최근의 연구도, 파라켈수스 이후의 경향이 이미 중세

453) Frederic L. Holmes, “Analysis by Fire and Solvent Extraction:
A Metamorphosis of a Tradition,” Isis 62 (197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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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아랍과 라틴의 연금술사들도 2원소,

즉 유황과 수은이 형이상학적 실체가 아닌 물질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다.454)

24.

Aber die Generation der gemeinen* Gesteine geschieht aus der 

Subtilität des Wassers, aus einem mucilaginischen mercurio, aus 

einem mucilaginischen sulphure und aus einem mucilaginischen sale. 

Denn von dem mucilago des Wassers wachsen und werden alle Stein 

geboren, und auch alle Kiese und Sand wird davon zu Steinen 

koaguliert, was man augenscheinlich sieht. Denn ein jeder Stein, der 

in ein fließend Wasser gelegt wird, an den hängt sich bald ein 

mucilago. Und wenn nun die selbige mucilaginische Materie von 

solchen Steinen abgenommen, in einen Cucurbiten getan wird und 

koaguliert, so wird daraus ein Stein, gleich wie ein anderer 

Kieslingstein, der in dem Wasser wächst, und sich in langer Zeit 

selbst koaguliert, und geboren wird.

【역】

천한 금속의 발생은 우수한 물로부터, 점액질의 수은으로부터, 점액질의 

유황으로부터, 점액질의 소금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돌은 물의 점액으

로부터 태어나고 자라나며, 모든 자갈과 모래 또한 물의 점액에서 돌로 

응고된다. 그 과정은 사람의 눈으로 명백히 확인 가능하다. 흐르는 물속

에 돌을 놓으면 각각의 돌에는 곧장 점액이 맺힌다. 이러한 돌로부터 떨

어져 나온 점액질의 물질을 증류병 안에 담아 놓으면, 물속에서 자라나 

오랜 시간 스스로 응고되어 태어나는 다른 자갈돌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454) 각주 435에서 소개된 논문의 주장을 비판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
문을 참조하라. William R. Newman, “Mercury and Sulphur among the
High Medieval Alchemists: From Rāzī and Avicenna to Albertus Magnus
and Pseudo-Roger Bacon,” Ambix 61 (2014): 327-344.



151

돌이 된다.

【주】

* imperfekten과 유사한 의미이다.

【해】

광물의 발생이 물 또는 수증기를 기원으로 삼는다는 주장은 근대 이

전 세계에서 널리 유행하던 아이디어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아리스토

텔레스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고, 『완전성 대전(Summa perfectionis)』

의 저자인 게베르(Geber)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

1193∼1280)를 비롯한 아랍 및 라틴 연금술사들에 의해 2원소 이론과 결

합되었다.455) 게오르기우스 아그리콜라(Georgius Agricola, 1494∼1555)

와 베르나르 팔리시(Bernard Palissy, 1510∼1589)와 더불어, 파라켈수스

또한 광물 수증기 이론을 확산시킨 인물로 꼽힌다. 그에 따르면, 3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 씨앗이 바위를 둘러싼 점액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액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456) 이처럼 파라켈수

스에게서 광물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이며, 땅의 연금술사 아르

케우스는 모든 광물의 어머니인 물의 신성한 본성을 매개한다.457)

455) 광물 수증기 이론의 역사적 전개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하라. John A. Norris, “The Mineral Exhalation Theory of Metallogenesis
in Pre-Modern Mineral Science,” Ambix 53 (2006): 44-56.

456) John A. Norris, “The Mineral Exhalation Theory of
Metallogenesis in Pre-Modern Mineral Science”, 55, 58.

457) Amy E. Cislo, “Paracelsus’s Conception of Seeds: Rethinking
Paracelsus’s Idea of Body and Matter,” Ambix 55 (2008): 274. 파겔은 화학
문헌을 통해 파라켈수스의 씨앗 개념을 연구했고, 히라이는 파라켈수스의 씨
앗 개념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서 『광물에 관하여(De mineralibus)』
(1526/7년)에 주목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라켈수스의 씨앗 개념을 그의 성
서 해석에 근거하여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이
해를 대표하는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Hiro Hirai, “Logoi
Spermatikoi and the Concept of Seeds in the Mineralogy and Cosmogony
of Paracelsus,” Revue d’histoire des Science 61 (2008): 24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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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파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

5.1. 호문쿨루스의 계보

호문쿨루스는 진공에서(ex nihilo) 생겨나지 않았다. 파라켈수스는 다

양한 뿌리 전승들로부터 호문쿨루스라는 아이디어의 계보를 획득했다.

이러한 뿌리들은 호문쿨루스가 가진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구성했다.

첫째, 호문쿨루스는 연금술에서 추구되었던 전통적인 목표를 계승했다.

둘째, 호문쿨루스는 크기가 작은 인간이다. 셋째, 호문쿨루스는 인공적

기예의 산물이다.

5.1.1. 현자의 돌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고고학연구소의 마르코스 마르티농-토

레스(Marcos Martinón-Torres)는 지난 반세기에 걸친 연금술 역사의 서

술 경향을 돌아보면서, 199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히스토리오그라피’의

흐름을 지적했다. 이 흐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연금술사들의 최종

목표인 ‘현자의 돌’이 황금변성의 촉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음을 포착

해냈다는 점이다.458)

물론 르네상스기 연금술사들이 여전히 황금변성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황금변성 연금술의 전성

기는 중세가 아닌 르네상스기였다.459) 연금술이 제 목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은, 헤르메스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르네상스기에 이르러

458) Marcos Martinón-Torres, “Some Recent Development in the
Historiography of Alchemy”, 221.

459) William R. Newman, “Technology and Alchemical Debate in
the Late Middle Ages”, 423-445; 중세 스콜라주의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
스의 권위를 힘입어 연금술의 불가능성 혹은 악마적 기원을 주장했고, 중세
연금술사들은 그들의 강력한 권위로부터 스스로를 간신히 방어해야 하는 처
지에 놓였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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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야 비로소 가능했다. 르네상스기의 연금술 이론은 이미 여러 갈래의

전통들, 즉 고대 그리스의 4원소 이론, 중세 아랍 철학의 2원소 이론, 고

대 야금술의 전통, 헤르메스주의의 우주론이 결합되어 형성된 복잡다단

한 체계였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당대의 연금술사들은 금을 제외한 기본

금속(철, 구리, 납, 주석, 수은, 은)의 형상을 파괴하여 이상적인 유황과

수은을 추출하고 거기에 금의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금을 제조하

려는 노력을 기울였다.460) 금속이 어머니 대지의 자궁 속에서 가장 비천

한 철의 단계에서 가장 고귀한 금의 단계로 서서히 자라난다는 오랜 믿

음에 따르면,461) 연금술은 이러한 금속의 성장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작

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연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야 완성할 수 있

는 것을 인간의 기예에 의해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

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연의 가속화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는 무엇일

까? 연금술사들은 사물에 내재된 정수, 즉 제5원소야말로 금속을 변성시

키는 결정적인 매개라고 여겼고, 증류(distilling)의 과정을 통해 이 만능

의 재료, 즉 ‘현자의 돌’을 추출해내려고 했다.462) 연금술 전통에서는 현

자의 돌에 이르는 과정을 일컬어 ‘마그누스 오푸스’(magnus opus)라고

한다.463) 유황과 수은의 신성한 화학적 결혼으로 비유되는 이 작업은 매

우 복잡하지만, 크게 나누어 니그레도(흑화), 알베도(백화), 루베도(적화)

의 단계를 거친다.464) 14세기 파리에서 살았던 연금술사 니콜라 플라멜

460) 르네상스기에도 대부분의 연금술사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
형상이론으로부터 비롯된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과연 연금술이 실체적
형상을 다룰 수 있는지의 여부가 연금술 찬반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461) 미르치아 엘리아데,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45.
462) 이탈리아의 작가 프리모 레비(Primo Levi)가 남긴 증류에 대한 경

탄을 떠올리게 한다. 프리모 레비, 『주기율표』, 이현경 역 (파주: 돌베개,
2007), 89. “증류는 아름답다. 무엇보다 느리고 철학적이며 조용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 또 증류가 아름다운 건 변신이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약체
에서 증기로, 증기에서 다시 액체로 말이다. 위로 아래로 두 겹의 여행을 하
는 사이 마침내 순수한 것에 도달한다. … 그것은 거의 종교적인 행동으로
불완전한 물질에서 정수를, 우시아를, 영혼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북
돋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알코올을 얻게 되는 일이다.”

463) 쿠사노 타쿠미, 『도해 연금술』,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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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as Flamel)은 이 과정에 성공하여 금을 획득한 전설적인 인물로

회자되었는데, 그 전설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의 성공 이야기는 이후 수

많은 연금술사들의 노력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465)

그러나 르네상스기의 몇몇 연금술사들은, 현자의 돌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라틴 서유럽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현자의 돌이 불완전

한 금속을 완전한 금속으로 변성시키는 촉매였다면, 새로운 시대의 헤르

메스주의적466) 연금술사들은 불완전한 건강을 완전한 건강으로 변성시키

는 의약으로서의 현자의 돌을 찾고자 했다.467) 파라켈수스 역시 이러한

새로운 전통을 표방했음에 분명하며, 마그누스 오푸스를 의약 제조의 과

정으로서 실천했음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468)

그런데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를 편집한 파라켈수스의 후예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불완전한 현재 상태와 완전한 최종 상태를

나누고 있는 시간적 간극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다름 아닌 연금술이라고

한다면, 금속의 변성과 건강의 변성을 넘어서서,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한

464) 일반적으로 연금술의 과정은 하소(calcination), 응결(congelation),
응고(fixation), 용해(dissolution), 소화(digestion), 증류(distillation), 승화
(sublimation), 석출(separation), 밀랍(ceration), 발효(fermentation), 증식
(multiplication), 사영(projection)의 절차를 포함하는데, 이 과정은 매우 길고
도 고통스러운 수난의 길이다. 연금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읽고 읽고 또 읽
고 기도하고 일하여라, 그러면 얻으리라”(Lege, lege, relege, ora, labora et
invenies)는 격언을 말 그대로 몸소 실천해야만 했다.

465) 앨리슨 쿠더트, 『연금술 이야기』, 15-18.
466) 헤르메스 문헌에서 헤르메스는 고대 그리스의 치료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를 가르친 스승으로 등장한다. 연금술사들은 스스로를 헤르메
스의 자손으로 여기고 의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467) 안드레아 아로마티코, 『연금술』, 70. “화금석은 … 병을 고치고
건강을 유지시키고 식물들의 생장을 기적같이 촉진시킬 수 있는 만능 치료제
의 성분이 되었다.”

468) 본 논문의 2.2.2.를 보라; Andrew Sparling, “Paracelsus, a
Transmutational Alchemist”, 70. 파라켈수스도 자신이 현자의 돌에 관한 초
보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존 그레고리 버크, 『신성한 똥』, 성귀
수 역 (서울: 까치글방, 2002), 147. 16세기 독일의 의사 요한네스 프롬만
(Johann Christian Frommann, 1623～1695)는 파라켈수스가 정액으로 의약을
만들었다는 소문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는 아마도 호문쿨루스가 파라켈수
스의 의화학에 반영되어 만들어진 소문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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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 변성시키고 그렇게 완전케 된 인간의 집합인 사회를 변성시키

는 촉매로도 현자의 돌이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469) 최초의 연금술이

금의 제작을 목표로 하지도 않았고 그 원리를 그리스 과학으로부터 빌려

온 것도 아니라는 엘리아데의 지적을 일부분이나마 수용한다면,470) 우리

는 실험실 안에서 즉물적 성격을 지녔던 중세 연금술을 벗어나 실험실

바깥으로 뛰쳐나와 이상적 성격을 드러내었던 르네상스기 연금술을 이해

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황금에서 의약으로, 의약에서 인간과 사회로,

현자의 돌은 연금술 그 자체를 변성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5.1.2. 작은 인간

호문쿨루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외형이 작다는 것이다. 호문

쿨루스 자체가 위-파라켈수스의 조어(措語)는 아니다. 인간이 형태와 구

조가 갖추어진 최소 형태로 생식세포 속에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했던 전

성설의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471) 안토니 판

레벤후크(Antoni van Leeuwenhoek, 1632∼1723)와 프랑수아 드 플랑타

드(François de Plantade, 1670∼1741)는 현미경으로 인간의 정자를 관찰

했을 때 호문쿨루스를 보았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남성의 정자 속

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인간은 전성설 지지자들에게 익숙한 이미지였다.

이 이미지는 네덜란드의 과학자 니콜라스 하르트수커(Nicolaas

Hartsoeker, 1656∼1725)의 1694년 삽화로도 잘 알려져 있다.472)

파라켈수스는 『님프, 요정, 피그미, 살라만더, 그리고 다른 정령들에

관하여(De Nymphis, Sylphis, Pygmoeis, et Salamandris et Caeteris

Spiritibus)』에서 키가 작은 그놈(Gnome)473) 또는 피그미 종족에 관해

469) 한승훈, “호모 파베르의 히에로파니,” 「종교학연구」 25 (2006):
104. 그러나 개인의 차원에서 연금술사들이 경험했던 시간의 가속화(지배)가,
그것이 역사 속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경험될 때에도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
지 의문으로 남는다.

470) 미르치아 엘리아데,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151-152.
471) 본 논문의 4.2. 제4편을 보라.
472) 한스 귄터 가센 & 자비네 미놀, 『인간, 아담을 창조하다』,

203-204, 325-326.
473) 카트린 M. 콜 & 미셸 콜, 『키의 신화』, 153. “Gnome”이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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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었다. 피그미는 땅에 속한 종족이면서 물과 불에 의해 양육되는 존

재라는 점에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호문쿨루스를 떠올리게 한

다. 중요한 점은, 파라켈수스는 피그미가 인간과 비슷한 형상을 가졌음에

도 불구하고 인간과는 명백히 다른 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는 것

이다.474) 파라켈수스에 따르면, 흙의 원소인간인 피그미는 땅의 보물과

광물을 지키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있으며, 인간을 보호하거나

또는 인간에게 경고하는 존재이다.475)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문학 작품들에서 등장하는 난쟁이는, 파라

켈수스가 묘사한 피그미와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난쟁이는 오랜

역사에 걸쳐서 다양한 캐릭터로 등장해왔는데, 대체로 뛰어난 머리를 지

닌 천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난쟁이는 말 재주가 뛰어난 광대의 형

상 혹은 연금술과 금속에 관한 지식에 뛰어난 대장장이의 모습으로도 묘

사된다.476) 난쟁이는 뛰어난 기술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신통력을 가지

고 있었고, 우주의 비밀을 이해했다. 또한 자존심이 세고 괴팍하면서 인

간을 돕기도 하지만 점차 주변부로 밀려나는 모순적인 성격의 캐릭터로

묘사된다.477)

인간에 의해 발견된 난쟁이 종족은 대개 인간 세계와는 분리된 작은

영역 안에서 자신들만의 안락한 공간을 유지하면서 비가시적인 힘과 부

는 파라켈수스의 조어이다. ‘지식’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gnosis’에서 유래되
었을까?

474) Thomas Willard, “The Monsters of Paracelsus”, 156-157.
475) 강동수 & 김재철, “초기 르네상스 철학의 상상력 이론,” 「철학연

구」 87 (2003): 20.
476) 한스 귄터 가센 & 자비네 미놀, 『인간, 아담을 창조하다』,

252-255; 카트린 M. 콜 & 미셸 콜, 『키의 신화』, 56, 152-153. 아마도 난쟁
이에 관한 인류의 아이디어들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난
쟁이가 유능한 기술자나 대장장이로 여겨지는 까닭은 선사시대에 광산에서
작은 몸집으로 자연적인 균열을 통해 채광을 해야 했던 옛 인류의 기억이 반
영되었다.

477) 난쟁이에 관한 다양한 전설 및 동화로는 다음의 책들을 참조하라.
그림 형제, 『독일전설 1』; 그림 형제, 『어른을 위한 그림 형제 동화 전
집』 김열규 역 (고양: 현대지성사, 1999); 타임라이프 편, 『난쟁이: 세상을
재단한 땅의 아들』 김기영 역 (서울: 분홍개구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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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축적하는 존재로 알려져 왔다.478)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이러한 난쟁

이 존재를 인간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인간이라기보

다는 아예 인간이 아닌 종족으로 간주했다. 별개의 종족으로서 난쟁이를

발견했다는 보고도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479) 그러나 엄지공주, 피터

팬, 팅커벨과 같은 잘 알려진 동화 속 난쟁이 주인공들의 경우는, 비록

크기는 작지만 온전한 인간의 형상을 지닌다.480)

한편으로, 작은 인간은 연금술의 전통의 내부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였다. 특별히 연금술 도상에 등장하는 호문쿨루스는 주로 플라스

크 안에서 오줌을 싸는 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소년의 오줌(urina

puerorum)은 의학적 효능을 가진 영원한 물(aqua permanens)이며, 오줌

싸는 소년은 곧 현자의 아들(filius philosophorum)이라고도 불렸다.481)

5.1.3. 인공 인간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생명을 발생시킨다는 아이디어는 중세 및 르

네상스기 사람들에게 기이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신학자들도 신의 피조

물 안에 스스로 무언가를 발생시킬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

하지 않았다.482) 다만 윤리적 및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게 만드는 지점은

발생의 대상이 인간인 경우였다.483)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가 당대에

이슈가 되었던 것도, 인공 인간의 제작법을 의화학적 연금술 이론에 기

478) 카트린 M. 콜 & 미셸 콜, 『키의 신화』, 108, 141, 147. 백설공주
이야기에 등장하는 일곱 난쟁이들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479) 카트린 M. 콜 & 미셸 콜, 『키의 신화』, 57, 80, 83, 85-86. 난쟁
이가 종족이 아닌 우연적인 인간 개인이라는 과학적 합의는 19세기에 이르러
서야 이루어졌다.

480) 제임스 M. 배리, 『피터 팬』 이은경 역 (서울: 펭귄클래식코리아,
2008), 70. 흥미롭게도 피터 팬이 교수형 나무에 서식하고 엄마 없이 태어났
다는 점은 맨드레이크 전설을 떠올리게 한다. 보라.

481) 앨리슨 쿠더트, 『연금술 이야기』, 99; 칼 융,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29, 107의 삽화를 참조하라.

482)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
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24, 표준새번역).

483) Lawrence M. Principe, The Secrets of Alchemy,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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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여 처음으로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인공 인간의 제작이라는 아이디어 그 자체도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은 아니다. 유대교 학자 숄렘 게르숌

(Sholem Gershom)은 호문쿨루스 아이디어의 뿌리 중 하나가 유대 민간

전승에서 등장하는 골렘(Golem)이라고 주장했는데, 카를 주드호프는 이

에 동의했던 반면, 윌리엄 뉴먼은 골렘의 재료와 불완전한 능력이 호문

쿨루스의 특징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숄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다.484) 가장 전형적인 골렘 전승의 주인공이자 파라켈수스와 동시대 인

물이었던 프라하(Praha)의 랍비 뢰브 벤 베찰렐(Löw ben Bezaleel, 151

3～1609)의 전승이 성립되기 전까지, 12～15세기에 걸쳐 묘사된 골렘은

비록 힘은 세지만 말을 할 수 없고 저능하며 생식 능력도 없이 오로지

주인에게만 복종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호문쿨루스

의 이상과는 분명 거리가 멀었다.485)

진정한 호문쿨루스 전승의 문헌 계보를 추적하기 위해, 뉴먼은 고대

후기 및 중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후 4세기에 활동했던, 역사적으로 실

존 여부가 확실한 가장 오래된 연금술사 파노폴리스(Panopolis)의 조시

모스(Zosimos)는 『덕에 관하여(On Virtue)』라는 난해한 문헌에서 자

신의 꾸었던 꿈을 서술했다. 꿈속에서 그는 증류 유리병 안에서 들려오

는 인간의 음성을 들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리병 속 인간은 변성된 금

속을 의인화한 문학적 장치로서, 실제 인간의 제작을 의도하지는 않은

위-호문쿨루스라고 볼 수 있다.486)

다른 한편으로, 조시모스와 동시대의 이집트에서 성립된 것으로 보이

484) William R. Newman, Promethean Ambitions, 186.
485) Klaus Völker, Künstliche Menschen Dichtungen und

Dokumente über Golems, Homunculi, Androiden und liebende Statuen,
5-30.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공 괴물 골렘은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의 배
경을 가지고 있다(시편 139:16). 골렘은 그의 이마에 ‘ ’(진리)라는 글자를
붙이면 생명을 얻었다가 ‘ ’을 제거하여 ‘ ’(죽음)만 남기면 진흙으로 다시
금 해체된다. 골렘 전승은 다양한 버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랍비 뢰브 벤
베잘렐의 버전을 다음의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데이비드 비스니에프스키,
『진흙 거인 골렘』, 김석희 역 (서울: 비룡소, 2005).

486) William R. Newman, Promethean Ambitions, 17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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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살라만(Salāmān)과 압살(Absal)의 기이한 설화에서, 뉴먼은 외부의

조작에 의한 최초의 호문쿨루스의 흔적을 찾았다. 설화 속 주인공인 하

르마누스 왕은 금욕의 실천가였는데, 고행자 칼리쿨라스의 조언에 따라

인공적인 방법으로 상속자를 낳을 수 있었다. 약간의 정액을 재료로 삼

아 만들어진 이 아이가 훗날 왕위에 오르는 살라만이다. 결국 이 기이한

탄생 이야기에는 정자의 형성적 능력과 우발적 발생이라는 두 가지의 아

리스토텔레스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던 셈이다.487)

살라만과 압살의 설화에서 호문쿨루스의 한 가지 뿌리를 발견했다 하

더라도, 여기에 구체적인 레시피가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뉴먼은 인공

인간 제조를 위한 레시피의 뿌리를 위-플라톤(pseudo-Platon)의 저작인

『암소의 서(Liber vaccae)』에서 찾았는데, 이 저작의 저자는 암소의 시

체에서 벌을 만들어내는 부고니아(Bougonia) 의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인

공 인간의 레시피를 제시했다.488) 『암소의 서』와 『사물의 본성에 관

하여』의 레시피를 서로 비교해보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확인된다: 1)

정액을 재료로 씀, 2) 피를 공급함, 3) 처음 40일 동안 플라스크 속에서

양육함, 4) 이어서 더 긴 시간 동안 성숙시킴, 5) 특별한 재능을 가진 존

재로 자라남. 반면에 재료에 광물이 혼합된다거나 암소의 내장을 적출하

는 과정은 『암소의 서』에서만 등장한다. 남성의 정액을 적절히 유지시

키는 것만으로도 지성적 존재를 낳을 수 있다는 공통된 가정에도 불구하

고, 단지 후계자 아들을 낳고자 했던 살라만 설화와는 달리, 『암소의

서』는 경이롭고 뛰어난 존재를 낳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사물의 본

성에 관하여』의 호문쿨루스에 더 가깝다.

14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를 필명으로 사용한 어느 저자의 『본질들의

본질들에 관하여(De essentiis essentiarum)』도 인공 인간의 제작에 관

한 중요한 단서를 남겼다. 위-토마스(pseudo-Thomas)는 아랍 의사 알-

487) William R. Newman, Promethean Ambitions, 174-177.
488) Willam R. Newman, “The Homunculus and His Forebears”,

330-331. 이 저작의 원제는 『율법의 서(Kitab al-nawamis)』였는데, 13세기
에 이 책을 번역했던 퀼리엘무스 알베르누스(Guilielmus Alvernus)는 여기에
등장하는 첫 희생물인 암소를 기리기 위해 『암소의 서(Liber vaccae)』라는
라틴어 제목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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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의 저작에 근거하여, 여성의 기여 없이도 “남성의 정액을 가져다 깨

끗한 용기 안에 넣고 30일 동안 똥의 열로 데우면 사람의 모든 신체 부

위들을 갖춘 인간이 거기서 발생된다”고 기록했다. 이렇게 발생된 인간

은 이성적 영혼을 갖고 있지 않은 대신에, 치료의 효과가 탁월한 피를

지니고 있어서 그 피를 병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489) 이러한 위-토마스

의 파격적인 주장은, 의료 목적으로 복제된 신체 장기의 사용에 관한 오

늘날의 윤리적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

5.2. 호문쿨루스‘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제1권이 위-파라켈수스의 저작이라면, 실

제 파라켈수스도 호문쿨루스에 관한 언급을 남겼을까? 만약 그렇다면,

파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와 위-파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는 어떻게 다를

까? 다행스럽게도, 호문쿨루스는 파라켈수스의 실제 저작들에서도 여러

차례 단편적으로 등장한다. 다만 문제는, 호문쿨루스에 대한 파라켈수스

의 견해가 전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호문쿨루스가 언급된 대표적

인 저작들로는 『호문쿨루스들과 괴물들에 관하여(De homunculis et

monstris)』, 『이미지에 관한 책(Liber de imaginibus)』, 『오랜 삶에

관하여(Vom langen Leben)』가 있다. 아마데오 무라세는 이들 세 저작

과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 등장하는 호문쿨루스‘들’을 세 가지 유형

으로 분류했다.490) 이들 중 첫째 및 둘째 유형은 실제 파라켈수스의 호

문쿨루스이며, 셋째 유형은 위-파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이다.

5.2.1. 질병의 원인

요한네스 후저가 파라켈수스의 자필 수고본을 직접 입수하여 편집한

489) William R. Newman, Promethean Ambitions, 188-195.
490) Amadeo Murase, “The Homunculus and the Paracelsian Liber

de imaginibus,” Ambix 67 (202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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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문쿨루스들과 괴물들에 관하여』491)는, 아마도 파라켈수스의 실제

견해와 가장 유사한 유형의 호문쿨루스를 보여준다. 파라켈수스는 호문

쿨루스를 일종의 괴물로 분류한다. 그는 또 다른 저작 『출생에 관한 서

(Das Buch von der Gebärung)』에서 씨(seed)와 정액(sperm)을 분명하

게 구분했는데, 여기서 후자는 전자를 담아 나르는 이동수단으로서의 액

체에 불과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씨가 없는 정액만으로도 인간이 태

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태어난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다.492) 『호문쿨

루스들과 괴물들에 관하여』에 등장하는 호문쿨루스는 이와 같이 영혼이

없이 태어난 인간을 가리킨다.

파라켈수스는 “비자연적인”(sodomisch) 성관계의 결과로 호문쿨루스

가 태어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연적 성관계는 잘못된 대상

과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수음이나 심지어는 금욕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

다. 남성은 성욕을 경험하자마자 신체 안에 정액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정액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면 신체 내부의 기관에 호문쿨루스가 발생

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493) 정액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

이 “마땅히 도달해야 할 곳”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헛되이 방출되어 공기

에 닿으면, 그것은 더 이상 씨앗이 아니라 호문쿨루스를 발생시키는 재

료가 된다. 이렇게 형성된 호문쿨루스는 영혼이 없는 물질적 인간에 불

과하다.494)

491) Hus. 9:311-321; 1529∼1532년 사이에 완성되었다.
492) Filips Defoort, “Female Imagination as Origin of Evil in

Paracelsus and Boehme”, 5.
493) Sud. 14:331. “sonder das verstanden also, das also der polluirt

sperma, so er sein digestion und erden begreift, on ein monstrum nicht
fürgêt.”

494) Sud. 14:336. “drumb ziehe und ordne ein ieglicher sein kint in
ehelichen stant oder in das verschneiden, damit der graben der dingen
abgraben werde, die wurz aus der erden gezogen, mit allen esten heraus
gerissen”; 다니엘 아라스 외, 『몸의 역사 1』, 239-240. 특별히 수음은 체액
설의 바탕 위에서 의학적인 논란의 주제였다. 수음을 특별한 죄로 바라보는
편견은 파라켈수스 시대에는 아직 자리 잡지 않았지만, 17세기 신학 논저에
서 등장하는 수음 비판은 이미 이 시대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시카와 히로
요시, 『마스터베이션의 역사』, 김승일 역 (서울: 해냄출판사, 2002), 제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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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라켈수스는, 호문쿨루스로 인해 생겨나는 질병을 막기 위해

여성과 결혼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거세하여 호문쿨루스의 근원을 뿌리

채 캐내어 버리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기괴해 보이는 주장은,

비록 그 주장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아마도 평생 성

관계를 갖지 못했던 그의 신체적 조건 및 성적 정체성과 무관치 않을 것

이다.495)

5.2.2. 주술 인형

더욱 조악한 유형의 호문쿨루스는 『이미지에 관한 책』에 등장한다.

이 저작은 주드호프 전집에서 위서들 사이에 배치된 까닭에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파라켈수스의 비중 있는 실제 저작으

로 인정되고 있다.496) 총 13권으로 구성된 이 저작의 제9～12권은 자연

마법의 활동적 측면을 다룬다. 여기서 마법 인공물의 제작에 관한 내용

이 등장하는데, 마법 인공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는 것이 탤리즈먼

(talisman)497)과 호문쿨루스이다.498)

파라켈수스가 보기에, 신과 자연의 빛에 대항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윤리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마법은 이교적 마법과는 달리 신앙과

상상력에 기초해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윤리에 복종하기 위해, 파라켈수

스는 인간의 영을 조작하여 마법적인 이미지로 창조하는 행위가 가능하

다고 말한다. 작은 인간의 이미지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능력을 내포하

며, 인간의 모든 활동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지에 관

참조하라.
495) William R. Newman, P romethean Ambitions, 217-221; 본 논문

의 2.1.3.을 보라.
496) Amadeo Murase, “The Homunculus and the Paracelsian Liber

de imaginibus”, 48-49. 『이미지에 관한 책』은 파라켈수스 부흥 운동의 정
점에서 출판된 저작들 중 하나였다. 서문 없이 13개 챕터로 1572년 바젤에서
피에트로 페르나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 저작의 구체적인 출판 배경은 알려
져 있지 않다.

497) 일종의 부적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498) Amadeo Murase, “The Homunculus and the Paracelsian Liber

de imaginibus”,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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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이 묘사하는 호문쿨루스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호문쿨루

스와 유사한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인 후자와

는 달리, 전자는 흙, 밀랍, 금속으로 만들어진 주술 인형에 불과하다는

차이가 있다. 가령, 환자의 이미지를 닮은 호문쿨루스를 만들어 그것을

치료하면 실제 환자가 회복되고, 이성의 호문쿨루스를 만들면 그의 사랑

을 얻을 수 있으며, 적의 호문쿨루스를 포박하면 실제로 적이 붙잡힌다

는 것이다.499)

주술 인형으로서의 호문쿨루스는 먼 거리에서도 작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파라켈수스의 실제 저작 『오랜 삶에 관하여』는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가령 밀랍으로 자신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

적절한 곳에 두면 그 사람은 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500) 『오랜

삶에 관하여』는 『이미지에 관한 책』과 내용상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아마도 전자가 후자를 참고했을 것이다. 위서로 알려진 『역병에 관한

책(Liber de pestilitate)』에 등장하는 호문쿨루스도 동일하게 마법 전통

에 속해 있다. 이러한 주술 인형 전통은 중세로부터 이어져 온 공감 마

법의 유산이지만, 이에 관한 파라켈수스의 설명은 악마적 마법 전통을

벗어나 자연주의적 설명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501)

499) Hus. 9:388-389. “Nuhn aber dte Practick anzuzeigen wie vnd in
waß gestalt die Homunculi vnd Bilder gemacht vnd zugericht werden in
denen ein heimliche Menschheit Spiritualischer weise verborgen ligt. Vnd
darumb werden diese Bilder Homunculi genannt daß sie sollen alle Gestalt
vnd Gliedmaß haben wie ein Mensch: Jedoch nicht als groß als ein
Mensch sonder als klein mans machen kan: Inn denen werden
vollkommenlich vollbracht alle Operationes der Menschen alle Krefften der
Menschen vnd Willen der Menschen.”

500) Hus. 6:135. “So soll es auch in ein anderen Homunculum
eingehn … Ich mach ein Homunculum ex cera in meinem Wesen leg das
an sein orth. Nun also alles dz so wider mich Incantatiuisch gebraucht
wirdt wirdt verbracht in dem Bildt:”

501) Amadeo Murase, “The Homunculus and the Paracelsian Liber
de imaginibus”, 56.



164

5.2.3. 완벽한 인간

앞서 두 가지 유형의 호문쿨루스를 살펴보면, 호문쿨루스가 파라켈수

스의 진서와 위서 모두에 흩어져 등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 등장하는 의화학적 유형의 호문쿨루스는 오

로지 이 저작에서만 등장한다는 점에서 후대에 지속적인 논쟁을 일으켰

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저자인 위-파라켈수스는 호문쿨루스가

자연에 거스르지 않는 연금술 기예를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렇게 제작된 호문쿨루스는 크기만 작을 뿐 모든 종류의

기예를 구현하고 있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완벽한 인간이라는 아이디어가 전적으로 위-파라켈수스의 것

이고, 실제 파라켈수스의 몫은 없다고 봐야 할까? 앤드류 윅스는 파라켈

수스가 원소적 영혼(Elementargeister)이라는 존재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지적한다. 원소적 영혼이란 인간보다 우월한 외계적 존재로서 독일 지역

르네상스에서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다.502) 흥미롭게도 파라켈수스

의 진서인 『오랜 삶에 관하여(De vita longa)』에서, 그의 저작 전체에

서 매우 희귀한 단어인 ‘에녹디아니’(Enochdiani)를 발견할 수 있다.503)

이 명칭은 성서에 근거를 두고 창작된 합성 단어로서, 불멸의 삶을 사는

원소적 존재를 가리킨다.504)

이러한 아이디어에는 독일 르네상스를 출발시켰던 니콜라우스 쿠자누

스와 이탈리아 철학자 피코 델라 미란돌라의 영향이 엿보인다. 우주는

502) Andrew Weeks, “Cosmic and Terrestrial Aliens in the German
Renaissance,” Daphnis 33 (2004): 255.

503) Hus. 6:188. “Quae quidem dispositio ex eo contingit, quo sese
homo gradatur in animo, vt aequalis reddatur Enochdianis.”

504) 에녹디아니는 구약성서의 인물인 에녹(Enoch)과 ‘하늘’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 ‘디아나’(diana)의 합성어이다.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뒤에,
삼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삼백육십
오 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신 것이다”(창세기 5:22-24, 표준새번역); Thomas Willard, “Alchemy and
the Bible,” in Center and Labyrinth, eds. Eleanor Cook et al. (Toronto:
Toronto University Press, 1985), 117. 그리스도교 성서의 에녹 전통과 연금
술은 깊은 관련을 맺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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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에 불과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적인

가르침에 대항하여, 쿠자누스는 『가르친 무지에 관하여(De docta

Ignorantia)』에서 우주가 창조되었고 여러 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했다. 우주의 경계를 무한히 확장시키려는 쿠자누스의 의도는 인간의 영

역도 확장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505) 그의 주장은 북부 이탈리아

에서도 적극 수용되었고, 인간 존재의 독특한 위치를 강조했던 피코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506)

이 지점에서 파라켈수스가 영향을 받았을 또 하나의 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파도바, 페라라, 볼로냐에서 가르쳤

던 피에트로 폼포나치(1462～1525)였다. 인간 존재에 관한 사유의 도약

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폼포나치는 1516년 『영혼불멸에 관한 연구

(Tractatus de immortalitate animae)』를 발표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불멸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가 취했던 전략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도 영혼의 필멸을 지지했

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507) 폼포나치의 주장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

켰는데, 그의 책이 출판된 1516년은 파라켈수스가 페라라에서 학위논문

을 쓰던 시기였으므로, 파라켈수스는 폼포나치로부터 야기된 논쟁 상황

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위-파라켈수스의 의화학적 호문쿨루스는 인간보

다는 괴물의 범주로 이해되었다. 실제 파라켈수스도 괴물과 인간을 구별

하는 문제에 몰두했으며, 인간보다 우월한 원소적 영혼이라는 존재를 분

명히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처럼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닌 인간보

다 우월한 존재로서의 괴물을 상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리스토텔레스

의 세계관에 반하는 태도였다.508) 요컨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의화학적 호문쿨루스 레시피를 편집한 위-파라켈수스는 스승 파라켈수

505) Andrew Weeks, “Cosmic and Terrestrial Aliens in the German
Renaissance”, 257-258.

506) 본 논문의 2.2.3.을 보라.
507) 에른스트 블로흐, 『서양 중세 르네상스 철학 강의』, 280-281.
508) Gunhild Pörksen, “Die Bewohner der Elemente nach Paracelsus’

Liber de Nymphis,” Nova Acta Paracelsica 10 (1996):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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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선구적인 언급들을 인식함으로써 완벽한 인간이라는 아이디어를 전

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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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호문쿨루스의 유산

6.1. 문학적 모티프

호문쿨루스는 의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문학에서도 의미 있는 소재로

사용되었다. 문학에서의 호문쿨루스 모티프는 당대 사람들에게 호문쿨루

스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여섯 작

품을 세 범주로 묶어 다루고자 한다. 각각의 범주들은 파라켈수스의 영

향이 아직 짙게 남아있던 17세기 초의 상황, 낭만주의(Romanticism) 사

조가 유행하던 19세기 독일의 상황, 그리고 기계적 과학을 향한 거부감

이 피어오르던 18～19세기 영국의 또 다른 국면을 반영한다.

6.1.1. 『연금술사』와 『화학적 결혼』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와 동시대에 영

국 런던에서 활약했던 극작가 벤 존슨(Ben Jonson, 1572～1637)의 1610

년 작품 『연금술사(The Alchemist)』부터 살펴보자. 극 중 주인공은 주

인이 비워둔 집에서 동지들과 함께 현자의 돌을 가진 연금술사 행세를

하며 온갖 사기 행각을 저지른다. 극 중 주인이 집을 비운 이유는 런던

에 유행한 역병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실제 이 작품이 상영되었던 시

기도 1606～1610년에 걸친 역병이 가라앉고 있던 때였다. 역병을 틈타

펼쳐진 주인공의 사기 행각을 윤리적 역병으로 묘사함으로써, 작가는 17

세기 초 영국 사회에 만연한 탐욕을 풍자하고자 했다.509)

이 작품에는 다양한 연금술 용어들이 전문적인 수준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이미 영국에 전파된 파라켈수스 사상의 유행이 반영되어 있다.

509) 조영미, “재코비언 극장의 역병에 대한 대응: 벤 존슨의 『연금술
사』를 중심으로,” 「중세르네상스영문학」 25 (2017): 195-196. 런던에는
1563, 1593, 1603, 1606, 1625, 1655년에 역병이 유행했다. 이처럼 자주 찾아온
역병은 당대 영국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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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켈수스 사상은 주인공이 만든 가짜 연금술사의 유능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저 분은 보기 드문 의사셔. 뛰어난 파라셀시안이지. 광물 하제를 써

서 기적적으로 병을 치료해 오셨다구. 갈렌이나 그의 지겨운 처방전

을 절대 들으려 하지 않으시네.510)

이미 30여 년 전에 출판되었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중요한 주제

인 생명의 인공 발생에 대한 관심도 표현된다. 인간의 기술은 자연의 능

력을 능가할 수 있으며, 생명의 발생은 황금을 만드는 일보다 더욱 고귀

한 연금술의 목표이다.

일상에서 누구나 보지 않나, 우리 기술로 벌, 호박벌, 딱정벌레, 말

벌을 주검이나 생물들 거름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암, 제대로만 놓

으면 식물에서 전갈도 만들지. 이것들은 살아있는 생물이니, 금속보

다 더 뛰어나고 완벽한 존재 아니겠나.511)

인간의 기술은 계모에 불과하지만, 친모인 자연보다 더한 일을 할 

거야. 인류를 사랑하는 한 말이지. 그 자의 꿈이 지속되면, 이 시대

를 황금으로 만들 걸세.512)

실험실 안에서 호문쿨루스를 만들어내는 연금술사처럼, 극 중 주인공은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캐릭터를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로 보이도록 한다.

동시에, 작품 속 캐릭터들은 작가가 만든 호문쿨루스가 된다.513)

[내가] 네 놈을 정신과 제5원소의 상태로 만들어주지 않았어? 그 수

510) 벤 존슨, 『벤 존슨 희곡선: 볼포네, 또는 여우』 임의연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267. 제2막 3장 230행.

511) 벤 존슨, 『벤 존슨 희곡선』, 263. 제2막 3장 171행.
512) 벤 존슨, 『벤 존슨 희곡선』, 241. 제1막 4장 26행.
513) Justin Kolb, “Creatures of Art: Character as Dramatic

Homunculus in Ben Jonson’s The Alchemist,” Poetica 44 (2012): 11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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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면 현자의 돌을 두 번은 만들었을 거다, 이놈아.514)

작품 속 캐릭터 중 어떤 이들은 ‘연금술로 속이는’ 자이고, 어떤 이들

은 ‘연금술로 속임 당하는’ 자이지만, 실은 이들 모두가 연금술사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들은 단지 황금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물론 그 이름에서도 잘 드러나듯,

매몬 에피큐어(Mammon Epicure)처럼 황금의 공화국을 세우려는 야망을

가진 인물에 대한 부정적 풍자와 비판적 시각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515) 그러나 여기서 포착해야 할 점은, 연금술로 은

유되는 현실의 변화를 향한 욕망이야말로 연금술의 역사에서 전개되었던

중요한 변화의 국면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의 국면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품은, 1616년에 슈

트라스부르크에서 익명으로 출판되었지만 실제로는 루터파 신학자 발렌

티누스 안드레애(Valentinus Andreae, 1586～1654)의 작품이었던 『크리

스티안 로젠크로이츠의 화학적 결혼(Chymische Hochzeit Christiani

Rosencreutz anno 1459)』이다.516) 이 작품은 장미십자회(Rosencreutz)

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단체의 3대 선언문(Manifesto) 중 하나로 간주되

었다.517) 작품 속 주인공 로젠크로이츠는 어느 날 왕과 여왕의 신비스러

운 결혼식에 초대받았는데, 갑자기 신랑과 신부가 참수를 당하고 그들의

피가 연금술사들에 의해 여러 단계의 변성을 거쳐 호문쿨루스 듀오

(homunculi duo)로 재생되는 광경을 목격한다.518) 이 광경이 보여주는

514) 벤 존슨, 『벤 존슨 희곡선』, 214. 제1막 1장 70행.
515) 벤 존슨, 『벤 존슨 희곡선』, 404-405.
516) 장미십자회의 창시자로 알려진 전설적 인물 크리스티안 로젠크로

이츠의 생에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Thomas Willard, “The
Strang Journey of Christian Rosencreutz,” in East Meets West in the
M iddle Ages and the Early Modern Times: Transcultural Experiences in
the P remodern World, ed. Albrecht Classen (Berlin: de Gruyter, 2013),
667-697; 발렌티누스 안드레애의 생애와 사상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
조하라. Donald R. Dickson, “Johann Valentin Andreae’s Utopian
Brotherhoods,” Renaissance Quarterly 49 (1996): 760-802.

517) Frances Yates, The Rosicrucian Enlightenment (London:
Routledge, 1986[1st edition, 1972]), 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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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 과정은, 죽었다가 부활한 왕과 여왕의 결합으로 흔히 비유되는 현

자의 돌의 제작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금을 위해 일하는 것

은 … 물론 이러한 행위의 한 부분이기는 해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

수적이며 가장 훌륭한 부분은 아니다.”519) 연금술의 진정한 목표는 귀중

한 금속의 제작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발생이다. 『사물의 본성에 관하

여』의 영향을 받았음에 분명한 안드레애는, 호문쿨루스 듀오를 통해 인

공 생명 제작의 실천이라는 전통과 연금술 변증이라는 전통을 아우르고

자 했다. 이러한 아우름은 정확히 파라켈수스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것이

었다.5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애의 호문쿨루스가 위-파라켈수스의 호문쿨

루스를 긍정적으로 계승했다고만 볼 수는 없다. 윌리엄 뉴먼은 안드레애

의 호문쿨루스가 프로테스탄트 그리스도교의 구원론 교리에 복무한다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 호문쿨루스 쌍둥이는 혼동과 어둠을 통과하여 도달

해야 할 영적 거듭남의 과정에 대한 알레고리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남

성만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 태어난 호문쿨루스는 위-파라

켈수스의 호문쿨루스와는 다른 갈래의 존재임에 분명하다.521)

심리학자 칼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은 파라켈수스와 야콥

뵈메(Jacob Boehme, 1575∼1624)를 기점으로 연금술이 자연과학과 프로

테스탄트 신비주의로 각각 분화되었다고 보았다. “천한 것 중의 천한

것”(vilis vilissimus)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전자에 비하여, 융의 관심은

후자에 놓여 있다.522) 프로테스탄트 신비주의로서의 연금술이 보여주는

518) 로젠크로이츠의 결혼식 이야기는 다음에 실려 있다. John W.
Montgomery, Cross and Crucible: Johann Valentin Andreae (1586–1654),
Phoenix of the Theologians, vol. 2 (Hague: Martinus Nijhoff, 1973),
440-456.

519) John W. Montgomery, Cross and Crucible, 2:464.
520) William R. Newman, “The Homunculus and His Forebears”,

321-322.
521) William R. Newman, Promethean Ambitions, 233-235.
522) 칼 융,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267; 앨리슨 쿠더트, 『연

금술 이야기』, 235. 그러나 쿠더트는 융이 연금술의 실험적 측면을 지나치게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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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이미지는 17세기에 널리 유행했던 돌-그리스도(lapis Christus)

였다.523) 연금술의 목표인 현자의 돌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한 최초의 인

물은 파라켈수스주의 의사 하인리히 쿤라트(Heinrich Khunrath, 1560～

1605)로 알려져 있지만, 융은 돌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훨씬 오래된 전통

에서 비롯되었다고 논증했다.524) 파라켈수스가 주창한 3원소설은 삼위일

체를 의미하고, 현자의 돌은 지상에 드러난 하나님이며, 미사의 전례는

연금술의 과정에 대응한다.525) 이처럼 연금술을 통해 해석되는 그리스도

교 신학은 주로 연금술사를 겸직했던 프로테스탄트 성직자들에 의해 시

도되었고, 마르틴 루터도 이러한 시도를 지지했던 인물들 중 하나였

다.526)

요컨대, 『연금술사』와 『화학적 결혼』에 등장하는 호문쿨루스는,

비록 위-파라켈수스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연

금술이 실험실 안에서만 갇혀 있을 수는 없다는 공통적인 시대상의 변화

를 잘 보여준다. 그 목표가 사회의 변화이든, 개인의 영적 거듭남이든 상

관없이, 모든 인간은 연금술사로서 구원하는 존재인 동시에 구원 받아야

할 존재이기도 하다.

6.1.2. 『파우스트』와 『호문쿨루스』

독일 낭만주의의 대문호였던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대표작『파우스트(Faust)』(제1부는 1808년, 제2부는 1832

년에 완성) 제2부 2막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2막의 배경은 파

우스트의 오래되고 낡은 집에 자리하고 있는 바그너의 실험실이다. 제1

부에서는 파우스트 박사527)의 조수였던 바그너가 이제는 대(大)학자가

523) William R. Newman, Promethean Ambitions, 210-211.
524) 칼 융,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110, 174, 196. 라이문두스

룰루스와 14세기 페라라의 페트루스 보누스(Petrus Bonus)에게서도 그 흔적
을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융은 그리스도교 이전의 이교적 기원으로부터의
영향도 탐색했다.

525) 칼 융,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116-122
526) 방재원, “16세기 파라켈수스주의와 신교”, 18-24.
527) 괴테는 16～17세기에 걸쳐 형성된 파우스트 전설의 영향을 받았

다; 임우영 편, 『요한 파우스트 박사 이야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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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실험에 몰두하고 있다.528) 그의 실험은 “위업”(das große Werk)529)

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는 연금술의 ‘대작업’(Magnus Opus)을 떠올리

게 한다. 실제로 괴테는 『시와 진실(Dichtung und Wahrheit)』 제8장

에서 자신이 의화학적 연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

했으며, 파라켈수스를 비롯한 “원천 자체를 찾아볼 자극을 받았다”고 술

회했다.530) 메피스토펠레스의 질문에 대한 바그너의 답에 따르면, 바그너

의 대작업의 목표는 다름 아닌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빛을 냅니다! 보세요! ―이제 정말로 희망이 보이네.

우리가 수백 가지 물질에서,

혼합을 통해 ―혼합이 중요해요,

인간 물질을 최적으로 조합하여

플라스크에 담아 밀봉하고,

그것을 적절히 증류하면,

그러면 작품이 조용히 이루어진 것.

이뤄진다! 덩어리가 더 맑게 솟는다,

확신이 더욱 진실하게, 더욱 진실하게 되는구나.

자연의 신비로움이라 찬양했던 것,

그걸 이제 우리는 과감히 지력으로 시험한다.

부, 2004), 181-183. 다양한 판본의 파우스트 전설은 1587년 프랑크푸르트에
서 요한 슈피스(Johann Spies)에 의해 출판된 민중본 『요한 파우스트 박사
이야기(H istoria von D. Johann Fausten)』를 저본으로 삼는다. 이 민중본의
주인공인 요한 파우스트(1480?～1540?)는 실존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파라
켈수스와 거의 동시대에 인접한 지역에서 살았다는 점에서 둘의 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528) 임홍배, “기술만능주의와 진화론을 넘어서: 『파우스트』 2부의 호
문쿨루스,” in 『괴테가 탐사한 근대: 슈투름 운트 드랑에서 세계문학론까
지』 (파주: 창작과비평사, 2014), 325-326. 호문쿨루스가 어떠한 목적의 산물
인지 이해하려면, 우선 바그너가 제1부에서 제2부로 넘어오는 사이에 당대
최고의 과학자로 등극한다는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바그너
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발명은 근대 과학의 핵심적인 권
능으로 간주되었다. 『파우스트』의 601행과 6650-6655행을 비교하라.

529)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파우스트 2』 전영애 역 (서울: 도서출판
길, 2019), 251(6675행).

530)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괴테 자서전: 시와 진실』, 전영애, 최민
숙 역 (서울: 민음사, 2009), 42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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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느 때는 [자연에 의해] 유기적으로 조직되던 것,

그거리 이제 우리는 결정(結晶)시켜 만든다.531)

위의 인용문의 마지막 네 행에서 볼 수 있듯이, 바그너는 유기적 생성

(Organisation)과 결정화(Kristallisation)을 구분하여 각각을 자연과 인공

에 대비시키고, 후자를 더 우월한 것으로 보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

여』의 관점을 계승했다.532)

그러나 괴테의 호문쿨루스는 위-파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제작된다. 바그너는 남성의

정액을 부패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수백 가지의 물질을 결합해 결정시킴

으로써 호문쿨루스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당대 화학에 관한 괴테의 깊은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그가 『파우스트』 제2부의 실험실 장면을 집필

했던 1830년보다 2년 앞서, 유기화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프리드리히 뵐

러(Friedrich Wöhler, 1800∼1882)가 시암산암모늄으로 요소와 동일한 유

기물을 합성해내는 데 성공했다.533) 뵐러는 이 획기적인 발견을 그의 스

승 옌스 베르셀리우스(Jöns Jakob Berzelius, 1779∼1848)에게 편지로 알

렸고, 베르셀리우스는 뵐러에게 보낸 답장에서 “우리의 능력을 더 발전

시킨다면 실험실에서 어린아이도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괴테는 그에게 과학계의 최신 동향을 알려주던 화학자 요한 되베라이너

531)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파우스트 2』, 271(6848-6860행). [ ]는
본 연구자의 강조이다.

532) 오순희, “19세기 독일문학에 나타나는 호문쿨루스 모티브: 괴테의
『파우스트』와 하멀링의 『호문쿨루스』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58
(2012): 141-142. 괴테와 동시대의 철학자로서 무기물과 유기물의 원리가 동
일하며 결정을 통해 인간을 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요한 야콥 바그너가
『파우스트』의 바그너의 실제 모델이었다는 가설도 있다.

533) 천현순, “만들어진 인간, 호문쿨루스: 로버트 하멀링의 서사시
『호문쿨루스』에 나타난 호문쿨루스의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독일언
어문학」 81 (2018): 106-107. 이와 같은 시기에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Justus von Liebig, 1803∼1873)는 요소와 분자식은 같지만 성질은 전
혀 다른 유기물을 합성해냈다. 리비히의 연구는 농업화학, 동물화학, 원소분
석법 등에 영향을 끼쳤다. 뵐러와 리비히의 연구는 19세기 독일 화학의 발전
의 기폭제 역할을 했고, 인간은 화학 원소의 결합과 분해를 통해 형성된 유
기화합물의 복합체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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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n Wolfgang Döbereiner, 1780∼1849)를 통해 이 사실을 전해 들

었을 뿐만 아니라, 베르셀리우스를 직접 초대하여 만나기까지 했다.534)

괴테보다 한 세기 앞서 활동했던 네덜란드의 전성설 생물학자 니콜라

스 하르트수커의 용법에 따라, 작품 속 바그너는 자신이 창조한 시험관

인간을 호문쿨루스로 명명한다.

사랑스러운 힘에 의해 유리가 소리를 울린다.

흐려진다, 맑아진다. 그러니까 분명 이루어지겠다!

보인다, 우아한 형태로

귀여운 작은 사람 하나가 몸짓한다.

우리가 무얼, 세상이 무얼, 이제 더 바라랴?

비밀이 밝혀졌는데.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오,

소리가 목소리가 되고, 언어가 될 거요.535)

바그너의 호문쿨루스는 경이로우면서도 불완전한 존재이다. 태어나자마

자 말을 하고 아버지를 알아보며 비상한 지식을 과시하는 반면에,536) 신

체적으로는 시험관 바깥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결핍을 지니고 있다.537)

또한 여성성을 결여한 남성성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위-파라켈수

스의 호문쿨루스를 계승하지만,538) 괴테는 자신의 호문쿨루스를 인간 기

534) 임홍배, “기술만능주의와 진화론을 넘어서”, 329; 오순희, “19세기
독일문학에 나타나는 호문쿨루스 모티브”, 144.

535)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파우스트』, 273. 6871-6878행.
536) 요한 페터 에커만, 『괴테와의 대화 I』, 장희창 역 (서울: 민음사,

2008), 543. 괴테는 친구 에커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호문쿨루스의 경이로움에
대해 언급했다. “이 난쟁이 자체가 실제로 보이진 않더라도 병 속에 그 어떤
빛나는 것은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의미심장한 대사는 어린아
이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낭독되어야 할 것입니다.”

537)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파우스트 2』, 441-442(8246-8256행). “이
애는 … 생성되고 싶어 하네.”

538) 임홍배, “기술만능주의와 진화론을 넘어서”, 333; 김선형, “괴테의
연금술과 신화적 형상 연구: 괴테의 『파우스트』 제2부에 나타난 창조의 개
념을 중심으로,” 「헤세연구」 15 (2006): 166. 여기서 괴테가 생물학적 의미
에서 자웅동체를 뜻하는 “androgyn”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리스 신화에서 헤
르메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남녀추니로 태어난 헤르마프로디토스의 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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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성공작이 아닌 미완의 실패작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보인다. 시험

관의 불을 통해 탄생한 반쪽짜리 호문쿨루스가 바다의 여신에게 돌아가

서야 온전한 생명이 되었다는 점에서, 호문쿨루스와 인간의 인공적 기예

에 관한 괴테의 관점은 오히려 바그너의 관점과 반대가 아니었을까 짐작

케 한다.539)

호문쿨루스 모티프를 작품 속 일부로 활용했던 괴테와는 달리, 그의

다음 세대에 활약했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낭만주의 작가 로버트 하멀링

(Robert Hamerling, 1830～1889)은 아예 호문쿨루스를 주인공으로 내세

운 작품인 『호문쿨루스(Homunkulus)』를 썼다. 작품 속 주인공인 호문

켈(Homunkel)은 거대한 증류 시험관 속에서 유기화합물의 인공적 합성

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브라보! 라고 호문켈이 커다란 증류기에서 완전히 밑으로 빠져 나와 

성실하고 깊이 있게 배움을 연마한 석사이자 박사의 책상위로 뛰어 

올라가자 외쳤는데, 석사이자 박사는 힘들게 노력을 기울인 끝에 최

초의 성분원소들로만 이루어진 화학적 방법으로 그를 형성하고 만

들었다네. 과학의 승리로 말일세.540)

호문켈은 자신을 만든 화학박사에게 왜 자신을 만들었는지 질문한다.

“멋지고 사랑스러운 피조물아.” 질문을 받은 자가 대답했다. “너는 

진보한 과학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야. 이봐, 아는 것이 힘이잖아! 

너를 만들 시점이 된 거야. 이전에는 아무도 못해냈는데, 우리는 해

낸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알았

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믿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

이야. 그렇게 해서 네가 태어난 것이다!”541)

사형인 “hermaphroditisch”를 사용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그너가
실험실에서 인간을 만들어낸 것은 인간의 발생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남성주의의 과학적 실천인 셈이다.

539) 호문쿨루스와 관련된 『파우스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다음
의 책이 유용하다. 김경후, 『괴테, 악마와 내기를 하다』 (서울: 토토북,
2017).

540) 천현순, “만들어진 인간, 호문쿨루스,” 108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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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화학박사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은 괴테의 시대보다 한층 더 진보

한 과학 수준을 반영한다.542) 화학박사에게는 인공 인간을 만들만큼 과

학이 발전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 왜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뵐

러의 실험만으로도 한껏 고무되었던 괴테와는 달리, 하멀링이 이 작품을

출판했던 1888년은 산업혁명의 전개와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

∼1882)의 『종의 기원』의 출판을 이미 목격한 시대였다.543)

그럼에도 작품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비관적이다. 무엇보다 호문켈은

이유도 모르는 자신의 삶을 지겨워하기 시작한다.

벌써 산다는 것이 지겹군요! 그래도 어쩌면 조금은 좋은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

도 몰라요? 나한테 설명 좀 해봐요. 무슨 권리로 감히 나를 만들었

는지, … 내가 부탁이라도 했어요?544)

호문켈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화학 박사는 화학의 방법만을 고집하

던 자신의 방식을 버리고, 호문켈을 여성의 자궁에 이식시켜 정상적인

아이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어주었다. 괴테의 호문쿨루스는 육체를 갖

지 못했던 반면, 하멀링의 호문켈은 육체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와 동시에 호문켈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545)

541) 오순희, “19세기 독일문학에 나타나는 호문쿨루스 모티브”, 150에
서 재인용함.

542) 천현순, “만들어진 인간, 호문쿨루스,” 107. 실제로 로버트 하멀링
은 빈 대학에서 요제프 레텐바허(Josef Redtenbacher, 1810∼1879)에게서 화
학을 배웠는데, 레텐바허는 유스투스 폰 리비히의 제자였다.

543) 천현순, “만들어진 인간, 호문쿨루스”, 114-117. 하멀링은 다윈의
이론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하멀링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해주는 인간 고유
의 속성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544) 오순희, “19세기 독일문학에 나타나는 호문쿨루스 모티브”,
150-151에서 재인용함.

545) 오순희, “19세기 독일문학에 나타나는 호문쿨루스 모티브”, 151;
천현순, “만들어진 인간, 호문쿨루스,” 110. 이후의 이야기에서 문켈이라는 이
름으로 다시 태어난 호문켈은 19세기 독일 사회를 살아가며 다양한 종류의
도전을 시도하지만, 그 결과는 미래의 암울한 전망만을 남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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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멀링의 호문켈은 자연적인 인간과는 전혀 다른, 오늘날 말하는 포

스트휴먼과 같은 존재로 그려지며, 여기에서도 위-파라켈수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호문켈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호문켈은 자연적인 인간보다 훨

씬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졌다. 호문켈은 여러 가지 과학적 도구들을 활

용해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한다. 호문켈은 자연적인 인간의 생식

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닮은 호문켈들을 대량으로 복제해냄으

로써 스스로 신의 위치에 올라선다. 심지어 호문켈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불멸의 존재이다.546)

6.1.3. 『트리스트럼 섄디』와 『프랑켄슈타인』

한편 영국에서는, 18～19세기에 걸쳐 주목할 만한 두 편의 소설 작품

이 발표되었다. 하나는 로렌스 스턴(Laurence Sterne, 1713～1768)의

1760년 작품 『신사 트리스트럼 섄디의 생애와 견해(The Life and

Opinions of Tristram Shandy, Gentleman)』였고, 다른 하나는 메리 셸

리(Mary Wollstonecraft Shelley, 1797～1851)의 1818년 작품 『프랑켄슈

타인(Frankenstein)』이었다. 언뜻 보기에 주제도 다르고 거리도 멀어

보이는 두 작품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호문쿨루스이다.

『트리스트럼 섄디』는, 위-파라켈수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를 읽었음에 분명했던 괴테가 읽었을 또 하나의 작품이었다.547) 작품 속

주인공은 독자에게 건네는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갑작스럽게 호문쿨루스

에 관한 지식을 늘어놓는다. 흥미롭게도 그가 묘사하는 호문쿨루스는 인

간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며, 어느 정도는 위-파

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와도 닮아 보인다.

선생, 오늘날처럼 경박한 시대에 어리석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눈에는 호문쿨루스가 몹시 미미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546) 천현순, “만들어진 인간, 호문쿨루스”, 124.
547) 김연수, “괴테의 호문쿨루스: 근대과학지식과 문학적 사유실험 사

이에서 읽는 근대 기획의 그늘,” 「독일어문학」 71 (201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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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탐구를 하는 이성적 학자에게는 잘 알려진 존재요. 그는 완

전한 인간으로 인정받고, 모든 인권으로 보호받는 존재란 말이오. 

말이 났으니 말인데, 미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작은 신사는 인간

을 창조한 바로 그 같은 창조자의 피조물로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

으로 태어나고, 같은 활동력과 기능을 부여받는다고 명명백백하게 

말하오. 또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피부와 체모와 지방질과 육질, 혈

관, 정맥, 동맥, 인대, 신경, 연골, 골질, 골수, 두뇌, 분비선, 생식기, 

체액, 관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성인과 똑같은 활동 능력도 가지

고 있다고 하오. … 한 마디로 그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소.548)

그렇다면 파격적인 실험과 탈권위적인 작가로 알려진 스턴의 대표작

에서, 호문쿨루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위의 인용 단락이 소설

전체의 맨 앞부분에 위치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주인공 트리스트럼은

자신의 생애를 독자에게 들려주기 위해, 자신이 호문쿨루스였던 시절부

터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호문쿨루스는 아버지의 정자 속에

들어 있던 자기 자신이다.549) 결국 트리스트럼의 자기 소개는 스턴 자신

이 깊은 영향을 받았던 17세기의 과학 담론에 빚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할 호문쿨루스는, 아버지로부터 어머

니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기이한 사고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은 트

리스트럼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고 말았다. 트리스트럼의 호문쿨루스가

긍정적으로만 이해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호문쿨루스가 당했던

경험으로 인해, 트리스메기스투스550)가 되었어야 할 인물의 위대한 삶이

트리스트럼이라는 인물의 우연적인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

다.551)

548) 로런스 스턴, 『신사 트리스트럼 섄디의 생애와 견해 1』, 김성균
역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20), 10-11.

549) 김일영, “『트리스트람 섄디』 밖에 트리스트람 섄디는 없다: 트리
스트람의 정체성과 사생아적 수사,” 「근대영미소설」 14 (2007): 91.

550) 보라
551) 김일영, “『트리스트람 섄디』 밖에 트리스트람 섄디는 없다”,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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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약 반세기 뒤에 등장한, 더욱 유명해진 작품에서도 분위기는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프랑켄슈타인』의 주인공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어릴 적부터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 파라켈수스에

게 매료되었고, 결국에는 생명 창조라는 오랜 욕망을 직접 실현하기 위

해 금기를 깨어버리기에 이른다. 갈바니의 동물 전기 실험으로부터 영향

을 받아,552) 박사는 시체의 조각을 짜 맞추어 거대한 기계인간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그가 기계인간에게 부여한 엄청난 능력이 그에

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결국 그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멸시키고

마는 운명이 주어지고 만다.553)

메리 셸리의 소설이 발표되었던 19세기 초의 상황에서, 괴테로 대표

되는 낭만주의 사조는 과학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낭만주

의 과학은 생명이 결여된 차가운 기계성을 향하여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

를 내었다. 이 시기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의학 역시 인간을 육체와

정신의 총체적 연관으로 규정하고, 생물과 무생물의 대립을 지양하려는

경향을 보였다.554) 아마도 셸리는, 어쩌면 혐오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기

계인간의 모습만큼이나 당대에 만연했던 과학이 보여주는 혐오스러운 성

격에 대해 경고를 던졌던 것일 수도 있다.

『프랑켄슈타인』의 등장 직전 영국 과학의 분위기를 탐색한 미국 뉴

햄프셔 대학의 과학사학자 얀 골린스키(Jan Golinski)는, ‘제2의 과학혁

552) 재컬리 더핀, 『의학의 역사』, 80. 셸리의 작품이 등장하기 얼마
전인 1780년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해부학자인 루이비 갈바니(Luigi Galvani,
1737～1798)가 개구리 실험을 통하여 근육의 수축현상을 관찰하였다. 그는
개구리의 다리 근육에 흐르는 전기를 발견하였는데 이를 ‘동물전기’라고 불렀
다; 브루스 매즐리시, 『네 번째 불연속: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 김희봉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1), 72. 갈바니 실험의 결과는 그의 조카 조반니 알
디니(Giovanni Aldini, 1762～1834)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그는 개구리의 다리
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반사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관찰해냈다. 이는 몇
몇 학자들에게는 갈바니의 동물전기가 생물과 무생물의 간격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553)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오숙은 역 (파주: 열린책들, 2011).
554) 2017년 개봉된 하이파 알-만수르(Haifaa al-Mansour) 감독의 영

화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의 탄생」은, 당시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상
당한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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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통해 과학은 인간이 해결하기 힘든 자연 내부에 존재하는 광대한

힘이나 수수께끼를 ‘숭고’라는 표현으로써 대중에게 선전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555) 이러한 자연의 숭고함이 가장 구체적으로 인식되었던 분야

가 당시 새롭게 변모하던 생물학 및 의학이었다. 화학과 생리학의 차원

에서 생명의 역동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이 전개되었고, 신체와 정신의

관계를 다룬 다양한 의학 실험의 함의가 서로 다른 결론을 두고 교차했

다. 이 지점에서, 일부 과학자들은 자연의 숭고함이 생명을 가능하게 하

는 외부의 배타적인 힘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며 따라서 생명과 무생물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다.556)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과학사 교수 제시카 리스킨(Jessica Riskin)은

두 세기 전의 과학자들이 생물과 무생물(여기서는 특별히, 기계) 사이의

관계를 이해했던 방식이 20세기의(그리고 21세기까지도) 과학자들의 이

해 방식과 상당히 유사함을 지적한다. 즉 오늘날 과학자들이 웻-웨어

(wet-ware)를 통하여 생물을 일종의 기계로서 시뮬레이션(simulation)하

듯이, 18세기 후반의 과학자들도, 비록 웻-웨어나 시뮬레이션이란 용어

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기계를 제작함으로써 생물의 재현을 시도했다

는 것이다.557)

555) Jan Golinski, “The Literature of the New Sciences,” in James
Chandler, ed., The Cambridge H istory of English Romantic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527-528.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걸친 제2의 과학혁명은, 과학자 영웅들의 등장 및 자연에 대한
수학적 계산가능성의 발전이라는 특징을 가졌던 17세기 과학혁명과는 달리,
거대한 발견보다는 과학 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화되는 특징을 보여주
었다. 과학의 대중화는 과학의 진보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진
보를 꿈꾸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개혁적인 성향을 가졌다. 자연스럽게 과학
이 정치적, 신학적 전복을 이끌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179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556) Jan Golinski, “The Literature of the New Sciences”, 530-531.
557) Jessica Riskin, “Eighteenth-century Wetware,” Representations

83 (2003): 97-98. 여기서 ‘웻웨어’란 기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는 대
립되는 의미에서 인간의 뇌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시뮬레이션’(simulation)이
란 생물 존재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인식론적 목적으로 고안해 낸 실험적 모
델을 가리킨다. 리스킨이 소개하는 18세기 오토마타의 그림 및 설계를 참조
하라(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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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세기 초반에 이르면,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은 점차 거부되

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때마침 과학 분야에서 등장한 낭만주의적

경향은 기계적 시스템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558) 『프

랑켄슈타인』의 메시지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소

설이 드러내는 혐오의 시선은, 분명히 당대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이 드

러내는 자만심을 겨냥하는 것이었다.559) 그러나 인간의 과학과 기예가

보여주는 자만심에 대한 깊은 우려는, 이미 16세기의 호문쿨루스로부터

촉발되고 있었다.

6.2. 인간복제의 꿈

독일의 생화학자 한스 가센(Hans Günter Gassen)은 구약성서의 인간

창조 기사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문화적인 존재로 탈바꿈하는 시점을 포

착한다.560) 신의 인간 창조가 사실은 신과 인간의 공동작업으로 기획되

었으며, 따라서 인간도 인간을 창조하는 작업에 참여할 임무를 부여받았

다는 것이다.561) 인간을 창조하려는 인간의 오랜 욕망의 표현은 파라켈

수스의 의화학적 호문쿨루스 레시피를 통해 정점에 이르렀고, 그 영향은

16세기 당대의 거센 반대를 뚫고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호문쿨루스 제작을 꿈꾸던 옛 의사들이 원하던 세상은, 과연 인간복제를

558) 한스 귄터 가센 & 자비네 미놀, 『인간, 아담을 창조하다』, 143.
낭만주의 문학에는 민간신앙의 요소가 섞여 있던 까닭에, 호문쿨루스와 맨드
레이크에 관한 전승이 계몽주의의 주제인 기계 인간과 결합했다.

559) Jan Golinski, “The Literature of the New Sciences”, 551.
560)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

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
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세기 1:26-27,
표준새번역)

561) 한스 귄터 가센 & 자비네 미놀. 『인간, 아담을 창조하다』, 34.
물론 가센의 해석에는 해당 성서 본문에 대한 치밀한 문법적 검토가 결여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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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원하는 세상과 얼마나 같고 또 얼마나 다를

까?

6.2.1. 호문쿨루스를 향한 반응

파라켈수스 부흥을 통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가 출판된 이후 사

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이유는 제1권의 호문쿨루스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파라켈수스의 다른 저작들도 잇따라 출판되면서,

위-파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는 실제 파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들’과 경

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파라켈수스 부흥에 기여했던 추종자들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

이미 1573년에 반(anti)-파라켈수스 진영562)의 대표 주자 중 하나였던

토마스 에라스투스는 파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가 단일한 의미를 갖지 않

음을 파악했다.563) 파라켈수스의 제자 미하엘 톡시테스는 1574년 최초의

파라켈수스 어휘 사전인 『오노마스티카(Onomastica II)』를 편찬했는

데, 이 사전의 호문쿨루스 항목에서 그는 주술 인형의 전통을 받아들였

다.564) 마르틴 룰란트(Martin Ruland, 1569∼1611)는 1612년에 출판된

『연금술 어휘사전(Lexicon alchemiae)』에서 톡시테스의 견해를 이어받

았다.565) 반면에, 파라켈수스의 또 다른 제자 게르하르트 도른이 1583년

에 편찬한 『파라켈수스 사전(Dictionarium Theophrasti Paracelsi)』은

‘파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Homunculus in Paracelsus) 항목에 여섯 페

562) 에라스투스를 위시한 반-파라켈수스 진영의 인물들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Tilman Walter, “New Light on Antiparacelsianism
(c. 1570-1610): The Medical Republic Letters and the Idea of Progress in
Science,”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43 (2012): 701-725. 그러나 파라
켈수스주의자들과 반-파라켈수스주의자들 모두는 의학 지식의 지속적인 진
보에 대한 신념을 공유했다.

563) Amadeo Murase, “Homunculus,” in Encyclopedia of Modern
Philosophy and Science, eds. D. Jalobeanu & C. Wolfe (Basel: Springer,
2020). (https://doi.org/10.1007/978-3-319-20791-9_479-1)

564) CP 2:41-66, 524-528.
565) CP 3:1231-1236; Amadeo Murase, “The Homunculus and the

Paracelsian Liber de imaginibus,” 57. 룰란트는 연금술적 호문쿨루스에 대
해 몰랐거나 혹은 그것의 제작에 동의하지 않아 일부러 배제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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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분량, ‘호문쿨루스들’(Homunculi) 항목에 네 줄 분량의 해설을 할애

했다.566) 전자의 항목에서 도른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연금술적

레시피를 먼저 소개한 뒤에 밀과 포도주를 활용한 도른 자신의 의학적

레시피를 덧붙였고, 후자의 항목에서는 톡시테스의 견해를 미신으로 평

가절하했다.567) 호문쿨루스의 주술 인형 전통을 수용한 톡시테스, 보덴슈

타인, 페르나와는 달리, 주술적 호문쿨루스의 반대자들은 대체적으로 도

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에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가 주장한 의화학적 호문쿨루스

를 향한 격렬한 반대가 주로 영국과 프랑스의 출판계를 중심으로 확장되

었다. 의화학적 호문쿨루스는 화학자들에게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파

라켈수스의 연금술 자체가 넌센스로 취급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독일

의 작가 요한 프래토리우스(Johann Praetorius, 1630∼1680)는 1666년 저

작 『지옥의 인간 군상(Anthropodemus Plutonicus)』에서 연금술적 인

간들을 소개하면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아이디어를 조롱했

다.568) 미하엘 에트뮬러(Michael Ettmüller, 1644∼1683)는 의화학의 수호

자를 자처하면서, 파라켈수스는 결코 의화학의 창시자가 아니라 호문쿨

루스와 같은 비존재 화학을 퍼트린 가짜 화학자라고 주장했다.569) 예수

회를 비롯한 교회 당국도 ‘호문쿨루스의 영혼은 누가 만드는가?’라는 질

문을 제기하며 호문쿨루스 제작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했다.570) 이처럼 계

566) 도른의 『사전』은 톡시테스 사후 1581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파라켈수스 의학 모음집(Fasciculus paracelsicae medicinae)』의 넷째 파
트로 처음 출판되었다. 『모음집』에는 호문쿨루스의 주술적 성격에 반대하
는 항목이 유일하게 기재되었고, 그 항목이 1583년 판에서 네 줄짜리 항목으
로 발전한 것이었다. 연금술적 호문쿨루스 레시피는 1581년 판부터 이미 존
재했다(BP 345를 참조하라). 1574년 『오노마스티카』의 헌정사에서 톡시테
스는 도른을 비난했는데, 1581년 『모음집』의 헌정사에서 도른은 가혹한 답
장을 썼다(BP 323, CP 2:959-60을 참조하라). 도른의 네 줄짜리 항목은 톡시
테스를 겨냥한 답장이었다.

567) CP 2:823-829, 961-63.
568) William R. Newman, Promethean Ambitions, 229.
569) Amadeo Murase, “The Homunculus and the Paracelsian Liber

de imaginibus”, 58-59.
570) William R. Newman, Promethean Ambitions, 194,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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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의화학적 호문쿨루스는 낡은 꿈이 되었고, 파라켈

수스라는 이름은 중세적 판타지의 저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요컨대, 파라켈수스 부흥기였던 16세기에는 『이미지에 관한 책』에

등장하는 주술적 호문쿨루스가 널리 수용되었다. 그러나 17세기로 넘어

오면 병리적 호문쿨루스와 주술적 호문쿨루스는 거의 퇴색되어 언급이

사라졌고, 오로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의화학적 호문쿨루스만이

사람들에게 이슈로 남았다. 의화학적 호문쿨루스라는 아이디어는 그것을

향한 강력한 저항의 효과로 인해 오히려 이후 세대에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6.2.2. 파라켈수스의 후예들571)

17세기 서유럽 의학은 세 가지의 전통을 이어받으며 출발했다. 그것

들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갈레노스주의, 파라켈수스주의였다.572) 아리스

토텔레스주의는 눈에 띄게 쇠퇴하고 있었고, 갈레노스주의는 도전자인

파라켈수스주의와 헤게모니 싸움을 벌였다. 주로 식물 약재에 의존했던

갈레노스주의 의사들과는 달리, 파라켈수스주의 의사들은 광물과 금속을

약재로 사용하는 요법을 대중화했다. 파라켈수스주의자들의 의화학은 연

금술이란 이름을 벗어버리고 화학(chymia)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의화학

자는 점차 연금술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의화

학자는 의사이거나 의사와 일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다.573)

파라켈수스주의가 확장되던 무대는 유럽 전역이었지만,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프랑스였다. 프랑스에서는 안티모니(antimony) 금속 화합물의

사용 여부를 두고 파라켈수스 추종자들과 전통적인 갈레노스주의자들의

싸움이 벌어졌다.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처방에 사용하는

의사들이 늘어나자, 파리 대학은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나섰다.574) 금속

571) 본 논문의 6.2.3에서 소개하는 파라켈수스주의자들의 면면은 파라
켈수스에 관한 주제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방대하다. 여기서는 결론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하는 데 그치는 대신, 별도의 후속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572) 앨버트 S. 라이언즈 & R. 조지프 페트루첼리, 『세계의학의 역
사』, 421.

573) 휴 W. 샐츠버그, 『화학의 발자취』, 165, 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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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사용에 적극적이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프랑스 국왕 앙리4세의 주

치의였던 조셉 뒤센느(Joseph Duchesne, 1544∼1609)와 드 메이에른

(Theodore Turguet de Mayerne, 1573∼1655)이었다. 드 메이에른은 파

라켈수스의 약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고, 영국으로 망명하여

제임스1세의 주치의가 되었다.575)

덴마크 출신의 의사 페트루스 세베리누스(Petrus Severinus, 1542～

1602)는 초창기의 대표적인 파라켈수스 추종자로서, 역시 대표적인 비판

자였던 에라스투스의 논적이었다. 그는 1571년 저작 『철학적 의학의 개

념(Idea medicinae philosophicae)』에서 파라켈수스의 질병관을 해석하

여 전달함으로써, 스승의 사상이 의학 전통 내에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

들의 관심을 얻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576)

독일의 대표적인 파라켈수스주의자는 오즈발트 크롤(Oswalt Croll,

1580∼1609)이었다. 그의 1609년 저작 『화학의 구조(Basilica Chymia)』

는 파라켈수스의 처방과 치료요법을 소개했다.577) 같은 해에 요한 하르

트만(Johann Hartmann, 1568∼1631)은 독일 마르부르크(Marburg) 대학

에서 유럽 최초로 시도된 ‘키미아트리아’ 강좌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는

파라켈수스주의자가 대학에 진출한 첫 사례였다. 하르트만의 강의는 아

리스토텔레스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의화학의 대중적인

확산에 기여했다.578) 이처럼 파라켈수스주의 의사들은 여전히 소수였지

만 갈레노스주의 의사들보다 더 나은 약을 만들고 처방한다는 평판을 얻

음으로써 유럽 각국의 궁정 및 상류사회로 대거 진출할 수 있었다.579)

574) 존 엠슬리, 『세상을 바꾼 독약 한 방울 1: 죽음을 부르는 독극물
의 화학사』, 김명남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0), 21-22.

575) Allen Debus, The French Paracelsians, 48-59. 프로테스탄트 친
화적이었던 앙리4세의 등장은, 프랑스에서 파라켈수스주의 의사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배경이 되었다.

576) Joel Shackelford, “Early Reception of Paracelsian Theory:
Severinus and Erastus,”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26 (1995): 125-
126.

577) 브루스 모런, 『지식의 증류』, 155.
578) 로런스 M. 프린시프, 『과학혁명』, 노태복 역 (파주: 교유서가,

2017), 142-144.
579) 유럽 궁정사회에 진출했던 파라켈수스주의 의사들에 관하여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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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켈수스주의가 반드시 파라켈수스의 옹호자들에 의해서만 확산되

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영향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의 한계를 극복하려

는 방식으로 파라켈수스주의자가 되었던 인물들도 있었다. 이 중 두드러

진 인물은 벨기에 출신 의사 판 헬몬트(Jan Baptista van Helmont, 1579

∼1644)였다. 그는 파라켈수스의 3원소 이론을 부정하고 물 일원론을 주

장했지만, 체액의 부조화가 아닌 국지적 실체로서의 질병 개념을 받아들

였다. 판 헬몬트의 1648년 저작 『의학의 기원(Ortus Medicinae)』은 갈

레노스주의의 처방을 향한 신랄한 비판이자 보편적 지식의 구축을 위한

야심찬 기획이었으며, 그의 의화학이 파라켈수스의 전통에 기초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저술로 평가받는다.580)

독일의 화학자 안드레아스 리바비우스(Andreas Libavius, 1550∼

1616)는 파라켈수스주의의 용어가 지니는 과도한 모호함에 불만이 많았

다. 의화학을 향한 사람들의 선입견과 반감을 극복하고 혁신하고자, 그는

1597년 최초의 화학교과서인 『연금술(Alchemia)』을 썼다.581) 아이러니

하게도, 파라켈수스의 한계를 비판하고 나선 파라켈수스주의자들의 활약

은 파라켈수스주의만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갈레노스주의 모두

를 성공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이후 18세기에 전개될 화학혁명을 위한 무

대를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파라켈수스주의의 확장을 의화학의 영역에만 국한하여 살펴보

아서는 안 된다. 유럽이 과학혁명으로 진입하고 있던 이 시기에, 어떤 파

라켈수스주의자들은 전혀 다른 형태의 과학혁명을 기대했던 과학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연금술과 의학의 개혁을 넘어서서 사회의 개혁에

까지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파라켈수스주의의 연금술을 변화의 모

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Hugh Trevor-Roper, “The Court Physician and
Paracelsianism,” in Medicine at the Courts of Europe 1500～1837, ed.
Vivian Nutton (London: Routledge, 1990), 79-94.

580) Georgiana D. Hedesan, An Alchemical Quest for Universal
Knowledge: The ‘Christian Philosophy’ of Jan Baptist Van Helmont (157
9～1644) (London: Routledge, 2016).

581) 브루스 모런, 『지식의 증류』, 19-23. 리바비우스의 『연금술』은
당대의 화학 지식을 개관한 업적으로서, 전반부는 화학 물질의 조작법을 다
룬 ‘절차’(Encheria), 후반부는 화학 물질의 성질을 다룬 ‘화학’(Chymia)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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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측면과 관련된 보편적 과학으로 확장시키고자 했다. 특히 파라켈수스

의 사물의 서명 이론을 도입하여,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서명을 올바르

게 해석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려는 과학자 집단의 운동이 펼쳐

졌다.582)

그 대표적인 사례로, 1614∼1615년에 걸쳐 익명의 저자에 의해 출판

된 『장미십자회의 명성(Fama Fraternitatis)』과 『장미십자회의 고백

(Confessio Fraternitatis)』을 꼽을 수 있다.583) 이 메니페스토의 저자는

어떠한 비밀결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연금술의 언어와 상징을

활용하여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지식의 개혁과 사회의 갱신에 동참할 것

을 촉구했다. 여기서 공개된 비밀결사란, 의술의 비밀에 통달했다는 크리

스티안 로젠크로이츠(Christian Rosencreutz)에 의해 설립된 장미십자회

로 알려졌다. 이 선언문의 영향은 어마어마하여 수많은 익명의 개인들이

회원 가입을 위한 청원 편지를 작성하거나, 스스로를 장미십자회원으로

칭하는 일들이 벌어졌다.584)

몇몇 연구자들은 『명성』과 『고백』의 저자가 『화학적 결혼』의

저자로 추정되는 발렌티누스 안드레애585)와 동일 인물이었을 것으로 본

다.586) 안드레애의 확실한 저술은 1619년에 출판된 『그리스도교 국가

(Christianopolis)』인데, 이 책이 묘사하는 그리스도교적 유토피아는 에

는 토마스 모어(Sir Thomas More, 1478∼1535)의 『유토피아(Utopia)』

(1516), 토마소 캄파넬라(Tommaso Campanella, 1568∼1639)의 『태양의

582) 파라켈수스주의의 이러한 흐름은 제3세대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탐색되기 시작한 새로운 연구 주제이다. 앞으로 더 풍부한 연구가 이어질 것
으로 기대한다. 이 주제를 다룬 주목할 만한 최근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Martin Želma, “From Paracelsus to Universal Reform,” Daphnis 48 (2020):
184-213; Urs L. Gantenbein, “Cross and Crucible: Alchemy in the
Theology of Paracelsus,” Ambix 67 (2020): 88-99.

583) Frances A. Yates, Rosicrucian Enlightenment, 41-58.
584) Lyke de Vris, “The Rosicrucian Reformation: Prophecy and

Reform at Play in the Rosicrucian Manifestos,” Daphnis 48 (2020):
270-295.

585) 본 논문의 6.1.1.을 보라.
586) Frances A. Yates, Rosicrucian Enlightenment, 65. 그러나 예이

츠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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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La città del sole)』(1602), 프란시스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

스(New Atlantis)』(1627)와 비견될만하다. 안드레애의 유토피아에서는,

의화학적 사상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완성하기 위한 학자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고, 공공의 복지를 위해 자연을 연구하는 실험실이

자리 잡고 있다.587) 이와 같은 모습의 유토피아는, 루터의 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회 개혁이 지식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요청되

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588)

과학과 의학을 통한 사회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대표적인 파라켈수스

주의자는 영국의 의사 로버트 플러드(Robert Fludd, 1574∼1637)였다. 장

미십자회 운동을 지지했던 그는 진정한 의술이야말로 자연철학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질의 변성만을 강조하는 연금술은 “비속한

화학”(chymia vulgaris)에 불과하지만, 참된 연금술은 영적인 재생의 기

술이기에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겼다.589)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망명한 사무엘 하틀리프(Samuel Hartlib,

1600-1662)는 모든 영역의 생활에서 개혁을 이루려는 유토피아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이다. 그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회복시킬 것을 주

장하면서, 과학과 기술의 실천을 통한 유토피아 실현을 꿈꾸었다. 그는

587) 루이스 멈퍼드, 『유토피아 이야기』 박홍규 역 (서울: 텍스트,
2010), 97-116; Nichole Pohl, “Utopianism after More: the Renaissance and
Enlightenment,”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Utopian Literature, ed.
Gregory Claey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57-59. 안
드래애의 유토피아에는 교육, 종교, 과학의 하향식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의
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선을 이루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와 같은 신과 인간 사이의 가부장적 구조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에서도 공유되었다.

588) 파라켈수스주의의 확산과 장미십자회 운동의 연결고리에 관하여
는 다음의 논문집을 참조하라. Susanna Åkerman ed., Rose Cross over the
Baltic: The Spread of Rosicrucianism in Northern Europe (Leiden: Brill,
1998).

589) William Huffman. Robert F ludd and the End of the
Renaissance (London: Routledge, 1988); 후프만의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의 논문도 참조하라. Luca Guariento, “Life, Friends, and Associations
of Robert Fludd: A Revised Account,” Journal of Early Modern Studies 5
(2016):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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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용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590)

파라켈수스와 토마소 캄파넬라를 스승으로 여겼던 체코의 교육자이자

개혁가였던 아모스 코메니우스(Johann Amos Comenius, 1592∼1670)는,

모든 학문 진보의 기초이자 사회적 질병의 치료약이 될 수 있는 도구를

찾고자 했던 인물이다. 그는 인간의 구원이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며 교

육과 계몽을 통한 사회의 변혁을 통해서라야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고 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플러드와 하틀리프는 코메니우스와 서신을 주

고받으며 그들의 비전을 공유했다.591)

미국의 진보적 과학사가 클리퍼드 코너는 “과학혁명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통해, 파라켈수스로 대표되는 저항적

실천가들이 과학혁명의 전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지배자도, 수혜자

도 되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592) 그러나 17세기 영국의 몇몇 급진

주의자들은 파라켈수스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엘자베스 시대의 극작가

존 웹스터(John Webster, 1578∼1626)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영국 청

교도 혁명 당시, 디거파(The Diggers)와 같은 급진적 정치 분파들은 전

문가와 대중 사이의 구별을 철폐하고 과학혁명의 대상을 사회와 우주 전

체로 확장하려는 마지막 사상적 보루로 남았다.593) 18세기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를 비롯한 낭만주의 지식인

들도 인간과 자연에 관한 영감을 파라켈수스로부터 얻곤 했다.594)

590)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오승현, “하틀리프의 시대의 맥락에서 본
하틀리프 서클의 농업 기술,”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석
사학위논문, 2008).

591) Nichole Pohl, “Utopianism after More”, 61; 루이스 멈퍼드, 『유
토피아 이야기』, 100.

592) 클리퍼드 코너, 『과학의 민중사』, 391.
593) 클리퍼드 코너, 『과학의 민중사』, 401-402. 디거파 이외에도 평

등파(The Levellers), 독립파(The Independents), 구도파(The Seekers), 소요
파(The Ranters) 등의 분파들이 영국 혁명 시기에 활약했다. 이들의 정치적,
사상적 비전에 관하여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Christopher Hill,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Radical Ideas during the English Revolu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2).

594) P. M. Rattansi, “Art and Science: The Paracelsian Vision,” in



190

요컨대 파라켈수스로부터 영감을 얻은 의화학적 연금술사들이 실험실

바깥으로 뛰쳐나와 사회 개혁의 움직임을 벌였던 것은 이전에는 없던 현

상이었다. 그들의 시야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종교개혁의 울타리

를 뛰어넘어, 사회와 자연과 우주를 총체적으로 구원하려는 데까지 미쳤

다. 그리고 가장 탁월한 인공적 인간인 호문쿨루스는 이와 같은 급진성

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기능했다. 더욱 완전한 인간 그리고 이러한 완전

한 인간들의 집합인 완전한 사회의 구원은, 황금에서 의약으로, 의약에서

호문쿨루스로 다시금 진화된 철학자의 돌을 통해서라야 가능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다.

6.2.3. 오늘날의 호문쿨루스

그 또한 호문켈을 확실히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무한히 짧은 방법

으로 만들어내었다네 –순식간에 말일세. 그를 만든 타자로서 문켈은 

아버지가 됨에 기뻐했다네. 그리하여 그는 자부심에서, 기쁨에서 세

상을 돌아다닐 수많은 비슷한 호문켈들을 만들어내었다네.595)

로버트 하멀링의 소설 『호문쿨루스』에서, 호문쿨루스인 호문켈로

태어났다가 다시금 인간으로 태어난 문켈은,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듯

인간의 생식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호문쿨루스를 대

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다.

본 논문이 다룬 16세기 파라켈수스의 의화학적 호문쿨루스는 기술적

으로(technically) 말하자면 오늘날의 의미에서 복제 인간(human clone)

과 동일하지는 않다. 생물체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대상 생물의 체세포

핵과 그 핵을 발생시킬 수정란이 필요하다. 이와는 달리, 현대의 유전학

지식이 주어져 있지 않았던 16세기의 호문쿨루스는, 그저 인체의 일부

특히 남성의 정액만을 필요로 했으며, 여성의 자궁을 대신하여 정액을

Science and the Arts in the Renaissance, ed. John W. Shirley & F. David
Hoeniger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85), 50-51.

595) 천현순, “만들어진 인간, 호문쿨루스”, 120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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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시켜주는 적절한 환경의 플라스크 장치만 있다면 충분했다. 복제의

결과물에서도, 오늘날 논의되는 복제 인간은 체세포의 제공자와 완벽히

동일한 생명체인 반면에, 파라켈수스는 호문쿨루스가 정액의 제공자와

동일한 생명체인지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호문쿨루스가 인간보다 우

월한 존재라는 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596)

한편으로, 현대 뇌과학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호문쿨루스 개념이 사용

되기도 한다. 인체의 외양이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뇌의 체감각 지도를

작성했을 때 표현되는, 몸은 작고 머리와 손은 큰 기형적인 인간을 호문

쿨루스라고 부른다.597)

오히려 16세기적 호문쿨루스의 유산은 연금술을 주제로 다루는 현대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다양한 종류의 밈(Meme)으로 소비되고 있다. 대중

문화 속 호문쿨루스는 대략 영생불사의 존재,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묘사되는데,598) 이러한 묘사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의 위버멘쉬(Übermensch)599) 사상을 중

요한 모델로 삼는다. 인간 위의 인간, 영웅적 존재를 의미하는 위버멘쉬

를, 니체는 가능성으로서의 인간이 나아가야 할 목표로 설정했다.600) 니

596) 인간복제가 가지는 생명윤리적 이슈에 관하여는 방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이는 깊이 다루기에는 또 다른 거대한 영역이므로, 본 논문에
서는 호문쿨루스의 역사적 함의에 그치려 한다. 이 이슈에 관하여 본 연구자
에게 인상적인 통찰을 준 책을 한 권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알렉산더
키슬러, 『복제인간, 망상기계들의 유토피아』, 전대호 역 (서울: 뿌리와이파
리, 2007).

597) 샌드라 블레이크슬리 & 매슈 블레이크슬리, 『뇌 속의 신체지도 :
뇌와 몸은 어떻게 결합하는가?』, 정병선 역 (서울: 이다미디어, 2011),
32-38. 신경외과 의사 와일더 펜필드(Wilder Penfield, 1891～1976)가 제안한
이 용어는 물론 연금술적 호문쿨루스로부터 차용된 것이다.

598) 대중문화 컨텐츠에서 호문쿨루스가 소비되는 방식을 본 연구자는
자세히 일별하지 못했으나, 웹페이지 검색(https://namu.wiki/w/호문쿨루스)
을 통해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599) 정동호, 『니체』 (서울: 책세상, 2014), 500-503. 위버멘쉬에 대한
기존의 번역인 ‘초인’(超人)은 인간이 아닌 초월적 존재로 오해될 수 있는 까
닭에, 최근 연구자들은 위버멘쉬로 번역하기를 선호한다. 영미권에서는 한 때
슈퍼맨(Superman)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600)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전집 13: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
다』, 정동호 역 (서울: 책세상, 2000), 17. 인간은 짐승과 위버멘쉬 사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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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연구자들 중 일부는 위버멘쉬로 향하는 길을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으

로 이해한다. 다윈의 사상을 잘 알고 있었던 니체는 종(species)이 아닌

개인의 진화를 주장했고, 적자생존이 아니라 “힘에의 의지”가 진화의 원

리라고 보았다는 것이다.601) 반면에, 다른 연구자들은 그 길을 정신적 변

화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인간을 옥죄는 인간다움이란 정체성을 넘어서

는 존재, “인간 다음에 오는 새로운 종”으로서의 존재가 위버멘쉬라는

것이다.602) 후자의 해석은 인간 정신의 지고한 상승을 주장했던, 파라켈

수스의 스승 피코 델라 미란돌라의 가르침을 떠올리게도 한다.603) 니체

는 위버멘쉬로 향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

러나 생물학적 진화와는 달리 정신적 변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인간의 개

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버멘쉬는 우생학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호문쿨루스의 현대적 유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국, 인간복제의 사상적 뿌리로서 오늘날에도 호문쿨루스가 유의미

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이 오로지 인간의 능력만으로 인간을 제작한다’

는 발상에 있다. 본 연구자는 여기에 덧붙여, 호문쿨루스와 복제 인간 모

두가 ‘더 나은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하

고자 한다. 한국의 황우석 사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선보였던 독일

의 저널리스트 알렉산더 키슬러(Alexander Kissler)는, 그의 저작 『복제

인간(Der geklonte Mensch)』에서 토마스 모어, 토마소 캄파넬라, 프란

시스 베이컨의 유토피아를 일별한 뒤, 과학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유토피

아의 대변인을 자처해왔다고 평가한다.604) 이러한 대변인 역할은 지금까

지도 계속되어, “오늘날 과학자들은 유토피아를 지키는 마지막 사제”605)

로 남아있다. 복제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역시 그들 자신도 모르게

는 존재이다.
601) 정동호, 『니체』, 540. 이 해석은 우생학과 결합하여 수많은 역사

적 폐단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석 방식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고 있다.
602) 고병권,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

울: 그린비, 2003), 330-331.
603) 본 논문의 2.2.3.을 보라.
604) 알렉산더 키슬러, 『복제인간, 망상기계들의 유토피아』, 107-126.
605) 알렉산더 키슬러, 『복제인간, 망상기계들의 유토피아』,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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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셈이다.606)

606) 스튜어트 러셀,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
가: AI와 통제 문제』, 이한음 역 (파주: 김영사, 2021), 27-28. 본 논문을 마
무리하는 단계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으로부터 의미 있는 통찰을 얻었다. 미
국 UC버클리의 컴퓨터과학자 스튜어트 러셀은 “기계의 행동이 인간의 목적
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 기계는 유익하다”고 말한다. 인공지능과 기
계, 심지어 호문쿨루스라 하더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이라는 것이다. 윌리엄 뉴먼은 미국 듀크대학의 문
학평론가 캐서린 헤일스의 통찰을 빌려, “진정한” 호문쿨루스는, “생물학적
과정이 비(非)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제거되거나 복제되는, 로봇공학이나 사이
버네틱스, 인공지능의 세계와 같은 ‘딱딱한’(hard) 인공 생명의 영역”에 속하
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을 제거하기보다는 변화시키는, 시험관 수정이나 클
로닝, 생명공학과 같은 ‘축축한’(wet) 세계의 소산”이라고 구별짓는다. 과연
축축한 세계에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목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까?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N. Katherine Hayles, “Narratives of Artificial Life,” in
Future-Natural, ed. George Robertson et al. (London: Routledge, 1996),
146-64.



194

제7장 결론

7.1. 요약

본 논문의 서론에서 본 연구의 세 가지 목적을 설정한 바 있다. 설정

된 목적에 어느 정도로 도달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본 논문의 결론을 갈

음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논문은 파라켈수스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려

는 시도였다. 비록 파라켈수스에 관한 다양한 연구 주제들 중 호문쿨루

스라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가 부족한 파라

켈수스라는 인물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소개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따라

서 본 논문은 생애, 계보, 사상, 저술을 중심으로 파라켈수스라는 인물을

조망했다. “역사는 인간의 전기일 뿐”(There is properly no history:

only biography)이라는 랄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Essays,

1841)의 유명한 경구처럼, 역사적 인물의 삶에 접근하여 그것을 복원하

는 작업이야말로 역사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일 것이다. 파라

켈수스에 관한 근대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세기 초부터 여러 종

의 파라켈수스 전기들이 서술되었지만, 그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

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파라켈수스가 자신의 삶에 대해 직접적으

로 언급했던 사례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당대의 평가도

극단에서 극단을 오갔기 때문이다. 오히려 1990년대에 이르러 파라켈수

스의 유골이 발굴되면서, 그의 삶을 다른 각도에서 복원하려는 작업이

활발해졌다. 특히 그가 가졌던 신체적 조건 및 성적 정체성은 그가 남긴

저작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한 틀이 되어주고 있다. 본 논문

은, 파라켈수스를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의학을 계승한 의사, 중세

이베리아 연금술을 수용한 연금술사, 르네상스 이탈리아 철학의 세례를

받은 자연철학자로 규정했으며, 이러한 배경에 파라켈수스의 독창적인

기여가 더해져 그의 의화학 사상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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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파라켈수스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파라켈수스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파라켈수스 문헌이 별도의 연구 주제여야 하는 이유는, 그의 저작 대부

분이 그의 생애에서가 아닌 사후에 추종자들에 의해 출판되고 유통되었

기 때문이다. 특히 파라켈수스 문헌이 집중적으로 출판되었던 1560～

1580년대는 ‘파라켈수스 부흥’으로 불릴 만큼 주목할 만한 운동의 시기였

는데, 우리는 이 시기에서 소위 파라켈수스주의자라고 하는 집단의 사유

와 활동을 감지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주제인 『사물의 본성에 관하

여』도 바로 이 부흥의 시기에 출판되었던 대표적인 문헌들 중 하나였

다. 따라서, 이 저작을 이해하는 작업에는 실제 파라켈수스의 아이디어뿐

만 아니라 파라켈수스주의자들의 추가적인 편집의 흔적도 고려되지 않으

면 안 되었다.

둘째, 본 논문의 파라켈수스의 의화학적 호문쿨루스 레시피가 담겨

있는 문헌인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제1권 텍스트 전체를 한국어로 번

역했다. 이는 파라켈수스의 저작이 국내에서 번역된 첫 시도였다. 지금까

지 대중 서적을 통해 레퍼런스 없이 인용되어 왔던 호문쿨루스 레시피가

번역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누구나 이 텍스트에 접근하여 생산적인 논의

를 펼쳐나갈 마당이 마련된 셈이다. 본 논문은 제1권의 텍스트를 5개의

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번역 및 주(注)와 해(解)를 제공했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제1권은 사물의 발생 과정에서 작용하는 근본적인 원

리가 ‘부패’라고 주장한다. 인간, 동식물, 금속과 같은 다양한 사물들이

부패를 통해 발생한다. 그 가운데는 괴물의 발생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

기서 순수한 여성성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바실리스크가, 순수한 남성성

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호문쿨루스가 제시된다. 남성의 정액만을 재료로

삼아 특정한 시간과 장소라는 조건 속에서 배양되어 제작되는 호문쿨루

스는, 물질적 육체를 갖지 않으며 인간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된다. 마치 실험실 플라스크 속에서 고귀한 보물을 발견한 연금술사

처럼,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저자는 플라스크 속 호문쿨루스에게

인간의 기예가 가지는 창조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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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한다.

셋째, 본 논문은 호문쿨루스 레시피에 대한 추가 해설로서, 과연 호문

쿨루스라는 아이디어가 누구의 것이었고,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

과였으며,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통시적인 관점의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호문쿨루스라는 개념은, 오랜 연금술의 전통에서 궁

극의 목표였던 현자의 돌, 유럽의 신화와 민간전승에서 자주 등장했던

작은 인간이라는 모티프를 물려받았고, 여기에 완벽한 인간이라는 르네

상스기의 인간학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태어난 결과였다. 이러한 개념

융합의 결과는 파라켈수스주의자들이 스승 파라켈수스의 아이디어 중 하

나를 선택하여 급진적으로 밀어붙임으로써 형성되었는데, 실제 파라켈수

스는 몇몇 저작들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호문쿨루스‘들’을 언급해 놓았

다. 그것들 중에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가 묘사한 ‘의화학적’ 호문

쿨루스야말로 후대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논쟁을 일으키고 영향을 끼쳤

던, 파라켈수스와 파라켈수스주의자들의 공동 작품이라 말할 수 있다. 여

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의화학을 통해 인간의 개혁을 넘어서서

사회와 우주의 개혁을 추구했던 파라켈수스주의 의사들에게 호문쿨루스

가 핵심적인 모티프로 기능했다는 사실이다. 호문쿨루스야말로 인간이

가진 창조적 능력의 수직적 상승을 표상하는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16세기의 호문쿨루스가 오늘날에도 유의미할 것인가?’ 하는 질

문으로 본 논문의 끝을 맺었다. 역사적으로 연금술이 의화학으로 전환되

었던 시대의 지식인들은 실험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깥으로 뛰쳐나와

호문쿨루스로 상징되는 일련의 개혁 프로그램을 실천하고자 했다. 인간

이 더 건강해지듯, 사회도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그들로

하여금 나름의 유토피아를 설계하도록 만들었다. 16세기와 비교하여 오

늘날의 의학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유토피아를 지키는 사제”로서의

의학자와 의료종사자들이 가진 꿈은 여전히 유효하다. 호문쿨루스는 그

꿈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고찰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요컨대, 본 논문은 향후 파라켈수스에 접근하려는 연구자들에게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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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소개함으로써, 하나의 역사

적 인물과 그가 남겼던 방대한 문헌을 연구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고자

했다. 아무쪼록 본 논문의 시도가, 서양의학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

나인 파라켈수스를 재발견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7.2. 제언

본 논문이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주었듯이, 파라켈수스 연구는 결코 파

라켈수스 개인에 관한 연구일 수 없다. 파라켈수스와 파라켈수스주의는

방대한 문헌 속에 뒤섞여 쉽사리 구별되지 않는 까닭에, 이러한 역사적

실체에 접근하려면 15～17세기에 전개되었던 연금술사들 및 의사들의 의

화학 운동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포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커다란 포부에 비해, 본 논문이 보여준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은 굳

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선, 파라켈수스는 물론이거니와 르네상스기 서유럽 의학사 전공자

가 국내에 부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이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

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이 어느 정도나마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진성성은 오로지 꾸준하고도 성실한 후속 연구를 통해서라야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도 소개했듯이, 파라켈수스 연구는 제3

세대 연구라는 새로운 흐름과 더불어 활발한 결과물들을 쏟아내기 시작

하는 중이다. 본 연구자가 수집한 적지 않은 문헌 자료들 가운데 일부분

만이 본 논문에서 참고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파라켈수스에 관한 더 많은 연구 주제들이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도 이와 같은 후속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하

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로 향후 연구 주제를 제안하고

자 한다.

첫째, 1990년대 제2세대 연구 이후의 흐름을 반영하여, 파라켈수스의

생애가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선결과제로서, 신화적 과장이 제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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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켈수스의 연보가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역시 파라켈수스 연구의 가장 큰 난점은 문헌의 방대함이다. 아

직까지 대부분의 문헌이 고어(古語)로 편집되어 있는 까닭에, 본 연구자

는 문헌 해독 자체에만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파라켈수스가 바젤

에서 펼쳤던 의학개혁의 500주년이 되는 2027년을 목표로, 파라켈수스의

주요 저작들을 담은 한국어 선집이 발간되기를 기대해 본다.

셋째, ‘21세기 한국에서의 파라켈수스’라는 주제는 본 논문이 달성하

지 못한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그저 호문쿨루스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임을 제안하는 수준으로 그쳤는데, 이러한 제안을 입증하기 위

한 역사적 사례를 발굴하는 작업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이

파라켈수스의 호문쿨루스를 다뤘다면, 파라켈수스주의의 호문쿨루스를

다루는 또 다른 속편이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3세대 파라켈수스 연구자들은 파라켈수스주의가 과학사(특히

과학혁명) 및 의학사에서 갖는 역사적 지분이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고찰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최신 연구가 국내에 적극 소개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파라켈수스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도 중요한 연구의 영역이

다. 파라켈수스와 파라켈수스주의가 가졌던 의학, 종교, 정치 등을 아우

르는 사상적 뿌리를 중세로부터 발견함으로써, 더욱 큰 하나의 흐름을

그려내는 작업이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것이다.

끝으로, 국내의 서양의학사 연구에서 근현대에 비해 전근대(특히 중

세) 의학사 연구의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있어왔다.607)

그러나 사실은 중세 의학사보다도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르네상스기 의학사이다. 본 연구자는, 파라켈수스 연구가 중세와도 다르

고 과학혁명기와도 구별되는 르네상스기의 특색 있는 세계로 우리를 안

내하는 초대장이 되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607) 김옥주, “한국의 서양의학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의사학」19
(2010): 101. 제시된 도표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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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Paracelsus' Iatrochemical Homunculus
- Translation and Commentary on Volume 1 of

On the Nature of Things (De natura rerum, 1537)

Yohan Park

Department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Medical Humanities

College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ambition to create human with human abilities has a long

history. Homunculus is a symbolic name for this ambition. However,

research on Paracelsus, a physician in 16 century, who left the first

literature on the manufacture of iatrochemical(or alchemical)

homunculus, did not start at least in Korea. This paper is the first

attempt to interpret the homunculus recipe of Paracelsus based on

primary sources.

One of the prominent areas in history where human creativity has

been exercised is alchemy. It is the art of transmuting one substance

into another, and started with a human desire to transmute metals

into gold. But influenced by medieval Arab and Iberian alchemy,

Paracelsus shifted the purpose of alchemy to medicine for human

health rather than gold.

The followers of Paracelsus did not stop there. In his work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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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 rerum(1537), which turned out to be actually the work of

pseudo-Paracelsus, the anonymous author of this book, as one of the

Paracelsians, dreamed of making the humunculus, the perfect man as

the ultimate end of alchemy. The Homunculus Recipe left by this

book has accumulated not only the ideas of Paracelsus, but also

various ideological traditions from the ancient and medieval times.

This recipe provoked serious debates for over a century, and the

Paracelsians never gave up on the homunculus motif.

The act of creating a homunculus reflected the social reform will

of the alchemists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Just as humans

could be transformed into better humans through iatrochemical

alchemy, the belief that the society in which such humans were

gathered could also be improved was maintained. The homunculus

was not a concept that only stayed in the realm of medicine, but was

a kind of symbol with social meaning.

Scientists and doctors of all times have painted their own utopias.

Although 16th-century homunculus is not technically identical to

today's human clones, early modern alchemists who dreamed of the

homunculus and medical scientists today studying human cloning

have their own utopias in common. This is why the old idea of the

homunculus can still be valid today.

Based on this historical trend, this thesis translated the entire text

including the homunculus recipe into Korean after examining a real

person named Paracelsus and a strange document called On the

Nature of Things(De natura rerum). In addition, it suggested what

legacy the homunculus left after Paracelsus. This legacy is also our

challenge for a better life.

Keywords : Paracelsus, Homunculus, De natura rerum, Alchemy

Paracelsian Corpus, Paracelsianism

Student Number : 2017-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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