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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의 시대 한국 동성문학의 근본론

  

                                         가브리엘 실비안

1. 초록

본 논문은 현존하는 역사 문헌·기록, 문학 작품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통하여 한국인의 동성애

의식의 근본 (‘기초’), ‘풍류’, ‘멋’과 관련시켜 이론화 하는 것울 목표로 한다. 먼저, 고대 장에서는

신라 화랑의 교육·육성과 관련된 역사 기록을 통해 그 이후의 전통 성 의식을 조건화한 몇 가지

‘각인’을 확인하여 이론화 한다. 초기 근대 장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민주화 운동기까지의 동성애

문학과 담론을 검토한 뒤, 이를 그 뒤의 엔트모디 패러다임인 성애 유사 해방 이론과 그 효과인

선정체성 문학과 관련시킨다. 성해방 운동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선택적으로 추출해

내면서, ‘멋’ 문화의 기초를 살려 글로벌리즘의 무질서적인 영향을 조절하고 ‘편집’하는 것은 한국

동성애 문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기언은 이를 '역사 의식'을 포함한 멋진 인간상 표준을

잊지 않는 예로 평가한다.(이 문장 불필요함) 본 논문은 현대 한국 동성애 문학이 전통적인

의식의 영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성 담론의 추상주의적, 분열주의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을 가능성 있는, 핵심 통찰력, 심지어 저항의 모범을 자기도 모르게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나아가 전통 멋 의식이 한국 현대 동성애 문학에서 일종의 '기초'로서 계속 작동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세계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근본주의, 글로벌리즘, 동성애, 풍류, 멋, 동성역사학, 한국인론, 문화 편집,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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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 목적

본 논문은 세계화에 대처하여 전통에 뿌리를 둔 동성애 전통의 한 사례로서 한국의 동성문화를

탐구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전근대 의식의 잔재가 어떻게 일종의 '뿌리'로 남아 있는지를

이론화하기 위해, 동성애 관련 담론-- 특히 한국문학에서-- 남색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 분석을

통해 한국의 '남색'에 대한 의식의 구조와 성격을 유추해 본다. 요즈음 한국에서도 동성애 문학은

이미 정립된 문학 장르가 되었지만 학계에서 이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론화를 위한 실험적 시도로서 한국 문학 (그리고 더 크게 문화)의 특정

화두로서 동성애가 어떻게 간소한 감각과 당대의 역사적 인식에 기반한 창작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것이 세계에 한국문학이 하나의 장르로서 성정체성 정치와 문제적

소비주의의 분리주의를 다루는 모델이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한국

동성애 문학에서 전근대 의식 (멋)에 대한 이론을 제공하면서, 글로벌리즘과 아울러 2 차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본격화된 이른바 엔트모디(‘탈멋’) 이론, 해체 이론, 퀴어 이론이 어떻게 한국에서

취급되어 왔는지를 제시하려 한다. 즉, 우리는 ‘멋 의식’이 엔트모디의 문제적 측면을 통제하고

'편집'하기 위해 작동하는 방식을 이론화하고, 한국의 사례가 다른 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문제적

영향과 대처하는 동성애 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논문의 범위는 근대

이전(신라에서 조선), 근대 (식민지 시기로부터 80 년대 후반까지)와 현대 포스트모던

(1990 년대에서 현재)의 맥락을 두루 포괄한다.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문에서 전근대 장은 한국의 남색 문화와 민족 의식에 초기 각인을

남긴 '신라의 발상', 즉 신라군의 각각 화랑화, 미륵화를 살펴보면서 그 첫 단계인 화랑화를 놓고

한기언의 창조 등식을 빌려 일부 향가 (‘창조’), 군사 정신(‘전통’)과 중국 남북조 풍류(‘개혁’)를

별개로 의논한다. 특히 향가의 경우, 작품의 역사 문화적 배경 즉 청소년 지도자/신적인

존재(quasi-divinity)와 지혜로운 멘토/추종자의 승려 관계 모티프를 다루고 있다. 화랑의 교육

과정에서 화랑과 승려의 관계(원형)는 다음 고려와 조선 시대의 남색 문화에서도 지속성이 있고

그 여운을 볼 수 있다. 신라의 화랑식 교육/·육성 유산의 대중적 연속성을 확인하면서 그를 막는

사건으로 호종단 사건, 묘청난란, 조선왕조 건국 등 유교적 보수주의의 승리, 그리고 이러한

지배이념으로 인해 남색 문화의 발전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멋'의 잔존들이 전근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한국의 성 의식에 그 잔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이론화된다.

근대 시기에서는 전통적인 남색 풍류 문화의 급속 쇠퇴와 함께 한국의 ‘동성애’ 문화가 거의

'공백 시기'에 들어가는 반면, 같은 시기 독일에서의 전쟁 경험은 전후 근대적 성무기화의 화약고

역할을 했으며, 1960 년대 성혁명과 세계 동성애 정치화, 한국 동성문학이 하나의 장르로

부상하는 등 이러한 의의를 간과할 수 없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한국 전통문화 의식에 뿌리를 둔 한기언의 '멋' 개념이 현대 한국 문학에서

글로벌 성문화/시장의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크게 편집할 때 어떠한 기능과 미래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 고유의 맥락에 따라 그 잠재적인 세계성을 보여주려고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중국의 글로벌리즘 대처를 비교하며, 또한 한국 동성애문학의 새로운

중요성과 기업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즘에 대한 저항 모델로서의 가치를 이론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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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헌 분석

한국의 전근대에 있어 성적 욕망과 그 만족은 ‘꿈’의 모티프와 은유1를 통해 한국의 신화나

전설에서 표현되어 왔지만, 문인(文人)의 글에서 드물게 표현되었다. 그것은 모든 형태의 성적

욕망에 해당되었다. 여기에는 철학적, 문화적 기반이 있다. 모든 에로 (성애) 문학의 기초가 되는

“호색”은 유교에서 부정적으로 보았고 성리학에서는 정죄를 받았다. 특히 성리학 사상에 따르면

성적 쾌락, 탐욕, 야망과 같은 것들은 도덕에 위험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과잉에 대한 욕망 속에서 적절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왕양명은 "在天理 去人慾"(천리를 지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없애는 것을 의미함)이라고 가르쳤듯이, 2 전자 在天理는 仁義禮智의 도덕성이 인간 내부에

자연적으로 갖춰진 것을 의미하며, 후자 去人慾은 인욕이란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도덕성이

형체나 기(気), 습관, 정(情) 등에 의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므로 인간

마음의 욕망이 드러날 때, 본래적인 도덕성에 적중(的中)하게 된다면 천리가 되고, 이보다

지나치거나 모자라게 되면 인욕이 된다는 것이다.3.  

그러나 격동의 조선 후기에 이러한 교리가 국가적 상황에 압도되어 대중적인 구전 (口傳)

전통에 에로틱한 주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 일부는 기록에 남아 있다. 상층부의

평시조와는 대조적으로, 조선 후기 서민층의 판소리 몇몇 장면, 민담, 그리고 논농사 민요와

아울러 유교적 도덕적 규제에 저항하는 형태인 '사설시조'의 성적인 묘사는 ‘화산’과도 같다고

박노준이 묘사하고 있다. 4 임진왜란으로 인해 경제와 사회 안정이 붕괴되면서 새롭게 발견된

성(性)의 문학적 표현은5 시에서는 거의 대부분 남녀관계에 국한되었으나, 조선 후기 남남관계의

                                        

1 張德順, “韓國의 에로티시즘” (1) <<新女象>>1970 년. 4 호. 170-177 쪽. 이종철, <<민중들이 바라본 性文學>>, 민속원,

1999 참조. 판소리, 논농사민요, 사설시조, 속담 등에서 성표현이 풍부했다.

2 王陽明 (王守仁) <傳習錄 上>, <<王文成公全書>> 上海 商務印書館 1933. 1:20 쪽.

3 <<儒學思想>>,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7. 73 쪽

4 朴魯埻, <한국문학 속의 “서민은 누구인가” (2) 에로티시즘…새 가치의 창조—사설 시조의 경우. > 그의 기사에 따르면

박노준은 에로틱한 내용을 지니는 사설시조 약 60 편을 찾아냈다.

5 송철호, <조선후기 문헌설화에 나타난 성의식의 변모 양상> 한국문학총서 제 19 집 1996 pp. 58-9. 1980 년대 이후

봉건적 도덕의) “굴레로부터 벗어남”와 같은 표현의 사용이 증가하고, 조선 문인들, 서민층의 사랑과 열정에 대한

비전형적인 (atypical) 묘사들을 전경화함이 1990 년대의 자유화 추세와 병행시켜 볼 수 있다. 임진왜란에 대한 조선시대의

문학적 묘사로는, 박태상, <조선조 애정소설연구> 태학사. 1996. 304-316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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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표현도 실제 사회에서 표면화되었고, ‘전’이나 ‘야담‘등 몆몆 예술 형태에서 그 흔적이

나타나기도 했다6 한편, 조선 후기 사회에서의 이러한 남남관계의 개방적인 표현은 한국 역사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고, 이러한 순간들이 한국의 오래된 남색 전통의 일부라기보다는, 그

시기만의 특출함, 심지어 기괴함으로 무의식적으로 이해되어 왔을 지 모른다.

그 동안 한국의 남색에 대한 대중 의식과 그 통시적 궤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한국 동성애 역사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역사 기록들을 검토해 보아도

학술적 발견이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8 세기의 최치원 ‘鸞郞碑序文’이 화랑 조직의 사상을

‘풍류’로 묘사한 첫번째 명명이라는 사실과, 20 세기 초 조선시대의 유희들이 ‘풍류’로

묘사되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동떨어진 풍류를 이론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그

궤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매우 다른 듯한 두 순간을 연결하려면. 두

역사적인 순간뿐 아니라, 신라에서 조선까지 남색 문화에 대한 모든 관련 역사들을 파악하고,

이를 정렬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론을 구체화하고, ‘근현대’의 영역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다. 근대성과 외국 연구자들의 접근을 통해 한국의 남색 전통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를 글을 통해 밝혔고, 본 연구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근대 이전 한국 문헌에는 한국의 남색 문화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 보이지만, 19 세기 말에

이러한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처음 등장한다. 개항 후 외국인 체류의 증가와 함께 외국

사업/판매업들이 많이 유입됨으로써, 식민지 시대 근대화와 아울러 신문과 근대적 언론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계몽주의와 근대성이라고 불리는 물질적, 정신적 변화는 조선의 일상 생활에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외국인이 유입됨으로 인해 한국의 남색 관행 문화가 외부에

노출되고, 이러한 노출이 초래한 최초의 변화는 북쪽을 중심으로 기독교 중심 문화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초기 결혼과 함께 남색은 그 이전까지 규제를 받지 않았던 ‘소도미아’ 관행의

낙인화로 그 문화적 쇠퇴에 기여했다고 가설할 수 있다. 수십년 동안 한국의 전통 성 질서 (sex

order)는 변화를 겪어왔고, 그 옛 질서인 “문제적인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 질서에

대한 정보가 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단행본의 형태로 된 기술 (記述)의 초기 예로는 관찰자가 조선의 역사적 맥락을 잘 알지 못한

채 기록한 한국의 서민 생활에 관한 자료를 들 수 있다. 1890 년대 초 청조 (淸朝)와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치닫자 당시 21 세였던 혼마 규스케 (本間九介)는 조선 후기 서민의 사회상 (象)에

대한 과목별 서술목록인 <<朝鮮雜記>>에 그 당시의 남색 풍조에 관한 구절이 포함된다. 혼마는

자신의 연구 대상에 대해 다소 건방진 어투를 보이나. 조선 성문화에 대해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을 충실히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혼마는 전국에서 발견되고 조선 마을들이 공통적으로 갖춘

                                        

6 강문종, <전통시대 동성애 연구>, <<영주어문>> 제 30 집 (2015.6) 5-3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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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ビョーク、チャンサ＞) 즉, ‘男色商’이라는 관행을 전하며, 7 특히 한양에서 '좋은 집에서 예쁜

옷을 차려 입고 도시 거리를 누비며 뛰어다니는 남자아이들'이 공공적으로 몸 (‘뼉쌀’)을 파는

풍경 (良家の子弟とだれも、美服を着けて市街を横行し, 公然其臀肉を鬻く, <ビョーク、サル＞)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 소년들에 의한 거리 매춘은 공공연하게 행해졌고 "전혀 수치심이 없다"라고

쓰여 있다. 혼마는 "뼉" “삐역”이라는 용어에 대해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8 이는

개항 전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 청소년과의 성관행를 의미하는 속어인 것으로 보인다.9 그 보다

2 세기 전 하멜 (Hamel)의 목격10을 반영하듯, 혼마가 진술한 (범죄 의식이나 도덕 혼란과 관련해)

"부끄러운 일은 전혀 없었다"라는 관측은 당시 유럽 도덕관으로 당연한 일이었다. 소위 “비역”

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주관적인 태도는 1920 년대에 매우 소수의 한국 기자, 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 동정, 경멸을 나타내며 글로 표현되게 되었다. 1990 년대에 진행된 박관수의

                                        

7 本間九介, <<朝鮮雑記>>、<男色>, (明治 27 年 (1894) 5 월４일), <<東學農民革命 資料叢書>> 二六新報, 1894 년

3 월 29 일 음력. 42 쪽.

8
저자와 그의 책에 대한 대표적인 대조적 견해로는, 각각 서론을 참조: <<일본인의 조선정탐록 조선잡기>> 김영사,

2008.  <<朝鮮雑記――日本人が見た 1894 年の李氏朝鮮>>, 祥伝社, 2016.

9   ‘語云。男歡不畢輪。女歡不弊席。其年以前魚之癖。坐是不得中壽。則又所謂美男破老。美女破舌者也’。이규경…,그 원래

중국어 pi (癖)와 관련된 것으로, 중국에서는 ‘남색’의 뜻으로 종종 사용된다. <<明正通>>에 따르면, 원래 嗜好之癖의

이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癖의 원래 뜻은 변비와 관련된 위장불편증인 消化不良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는 정상과

일치하지 않는 성향, 따라서 ‘기괴함’ ,‘부도덕성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黃道明, <召喚同性戀主體>, <<性/別政治與形構>>

臺灣市: 麥田出版, 2000. 115-116. 또한 莊慧秋 <<中國人的 同性戀>> 臺北, 張老師文化 1996 (서론), 그러나 한국에서 ‘뼉”

“삐역”이 실제로 중국어의 ‘癖’와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더라도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뉘앙스는 중국어와 다를

수 있다. ‘龍陽’등은 고대 한국 문헌에서 좀처럼 나타나는, 斷袖, 斷袖分桃 斷袖之癖과 같은 고전적인 중국 미적인

원주법이다. 이에 대한 비미화된 용어인 '남색'은 유교인의 눈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물론 일본처럼 ‘道’나

‘미덕’ 같은 것은 전혀 아니다.

10 17 세기에 오란다인 하멜은 저선 남색 풍조에 대한 그의 관찰에서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조선인들이 남색

행위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고, 조선의 열린 남색 문화를 주목한 바 있다.

(<하멜표류기>). 서양 목격자들은 조선후기에 조선인의 남색 관행의 일상성을 몇 몇 작품에서 기록한 바 있다. 1898 년에

함경도 지역의 지방 양반들이 ‘면’과 같이 부부처럼 공공적으로 돌아 다니는 모습에 대해, 마을 사람의 그 모습에 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무반응에 깜짝 놀란 러시아 탐험가의 기록도 있다. 프랑스 인류학자의 보도에 따르면, 1900 세기 말에

조선에서 “페데라스티” (pederastie [‘남색’])는 “일상적인 것”, “사회 관습의 일부부다, “길에서, 조금의 질책 없이” 등에서

우리가 파악할 뜻, 조선 지식층의 공인 기록, 문헌만을 조선의 남색 현황의 지수로 받아들이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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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연구는 뼉이 규제되지 않았고 일상적인 조선 사회의 일부라는 혼마와 하멜의 관찰을

뒷받침한다.11

수십 년 안에 일본 문학과 언론에서 동성애에 대한 담론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은 조선 시대

관습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특정

문화의 배경이다. 남색은 조선 이전 시기부터 민족 의식 속에서 미적 표현인 '풍류'의 분위기와

연관되어, 대안 욕망, 그리고 제 2 의 욕망으로, 규범적인 女色 풍류와도 통합되었다. 조선후기에

그 '풍류'의 ‘화산 같은” 등장은 20 세기 초, 조선 후기 사회를 개인적으로 기억하거나 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 의해 쓰인 몇 개 안 되는 글에서는 이 것을 엿볼 수 있다. 한국 풍습의 또

다른 짧은 목록에는 예쁜 남자아이들이 여성 매춘부처럼 돈이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성인 남성들은 남자아이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행하는 석전 (石戰)의 경쟁

대상이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익명의 해설자에 따르면, 봄(새해) 축제에 붙는 석전이라는 더 넓은

풍속의 맥락 속에서 한양에서는, “편 싸움" 또는 "편쌈" 이라는 “男色의 풍이 성햇슬 당시

南北이 分區가 되야 美少年을 劫奪하는 폐가 이섯는데 여긔 대한 방어 又는 挑掠에서 便戰이

始하얏다”며, 12 소년들에 대한 욕망과 그들을 성취하기 위한 관습/조건이 있으되, 자유롭게

마음껏 행동하게 하는 그런 풍조를 드러낸다. 13

이러한 경쟁은 여성 성매매(女色, 花)의 차원에서도 존재했으며, 결혼 제도와 육아 활동 외에

일어나는 이러한 ‘유희’들은 인간의 성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유교적 사회 질서 내에서 매춘과

외도, 혼외 성관계의 차원인 ‘화류계’에 속했고, 서민들에게 있어서 쾌락의 자유롭고 분방한,

사회의 ‘배출밸브’와도 유사한 데미몬드이기도 했다.

조선의 남색 문화에 대한 또 다른 초기 언급은, 한국 ‘기생’ (花)을 테마로 한 학술 민속

연구에서 나타났다. 1927 년 민속학자 이능화는 조선 후기의 소년 성매매 기록이 허구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중국 학풍을 본받는 관습으로, 한국의

미동과 비역은 중국의 相公者 ('남자 매춘부')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풍류(風流)'의 일종이라고

서술했다:

                                        

11 박관수, <1940 년대의 ‘남자동성애’ 연구> <<비교민속학>>제 31 집, 2006.2. 389-438 쪽.

12 <全朝鮮怪風俗 展覽會. 立場無料> <<別乾坤>> 1928.11.

13 이러한 관습들은 수십년 이상 동안 산 속 미을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존재했다. 1921 년 까지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남성 동성애와 남성 성매매에 대해 보도하면서, 鷲尾浩는 “朝鮮을 旅行한 이는 尻童 (バクリーチョンガー) 라는 것이 있는

게 알 까닭인데 그 尻童는 鷄姦을 가지고 行商하는 朝鮮의 男娼이다.”라고 지적했다. <風俗問題>, <<現代社会問題研究>>

第 11巻. 1921 19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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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是觀之하면則源花는即如之妓生이오花郞은如今之美童이오風流郎徒는如今之外入匠 14 이라. …

[美童] 俗稱屁役(비역 -논자)이니 即 中國之相公者也라 前者 我俗에 若有-美童하야

衆人相妬爭時에約定處所하야 鬪以脚法 [脚法俗謂擇其緣也] 하야 以決 雌雄하야 勝者取童하니

俗語謂之給奇弄이라 李朝哲宗末年高宗初載에 此風最盛이라니 今則無有라.15

한편, 풍류라는 단어와 함께, 일찍이 식민지 시기의 책 <海東竹枝> (1925)에서 전통적인

킥복싱과 비슷한 놀이(托肩戱)에 대한 시(詩)에도 등장하였다. 여기서‘花’라는 말은 여성,

창녀16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이 경쟁들은 어린 여성보다는 남성 미동을 겨냥한 경쟁 방법일지

모른다. <海東竹枝>의 편찬자는 민족 문화 이미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던 시기에 대중을 위해

봉사한 <<帝國新聞>> 편집자였지만, 이능화는 객관적인 태도를 지닌 학자로서 거의 여성을

주심으로 한 '花史'의 –여성의 源花 바로 뒤에-- 첫머리에 '美童’'을 두었다. 이능화가

여사(女史)의 첫머리에 심미적 색조를 가진 시적 은유인 '화'의 기원 17 으로 '美童’과 비역'을

배치시킨 것, 이러한 발상은 수세기 전 고려 시인 李仁老이 시회(詩會)에서 아름다운 여성과

사랑의 화두에 갑자기 ‘龍陽’의 이야기를 던짐으로써 김부식과 이규보에게 충격을 준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남색 (男色)이 일본 전근대 전통에서 중요한 주제로 먼저 동성애를 화랑 문화의 이론으로

설정하여 객관적인 보도에서 특정 문화적 틀을 반영하는 해석으로 이동한 것도 일본 국민일

것이다. 역시 이러한 노력은 성을 화재로 자주 다루지 않는 한국의 문화적 관점에 부조화

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 대한 의혹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미시나의 이론은 한국의

동성애 역사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초기 사료를 제공했다 한편, 화랑은 미시나 (三品)

등 일본 강점기 학자들에 의해 남색 문화로 이론화 되었으나, 이는 화랑의 기원, 화랑 문화와 딴

문화와의 연계를 주로 중시한 접근방법이지, 과거와 현재를 연관 짓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 남색

문화를 신라의 화랑단체와 하나의 전통으로 연결하려는 연구는 역시 리처드 러트가 가장

광범위하게 수행되었다. 1950-60 년대에 급격히 사라지는 시골 마을의 옛 풍습과 관행에 대해

                                        

14 이능화에 따르면, [外入匠] 年少豪蕩.浮浪成性하야 沒身於靑樓妓房者를 俗謂外入匠이오 或云外獵匠이니謂房外獵色也…”

李能和, <<朝鮮解語花史>>,東洋書院, 翰南書林, 京城[서울]  1927. 16 쪽.

15 李能和, 앞의 책, 16 쪽.

16 “백가지 기술 신통한 비각술 가볍게 상투와 비녀를 스쳐간다. 꽃 때문에 싸우는 것도 풍류의 성격, 한번에 초선을

빼았으면 의기양양하다” (百技神通飛脚術 輕輕掠過?高鬪花自是風流性 一奪貂蟬意氣豪).

17 Rutt 는 화랑의 원래 형태가‘花’라고 주장했던 양주동을 인용한다. Rutt 가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하는 동안, 양주동은

화랑의 역사 사례를 받아들여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양주동 전집>>, 1 <고가연구>, 동국대출판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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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러트는 1961 년 그의 에세이 'The Flower Boys of Shilla'에서 화랑과 패거리, 각 시기에

대해 다양한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러트는, 화랑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상고대 중국,

고조선, 중앙아시아, 루마니아를 다루는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다양한 학문과 역사 자료를

조사했고, 여러 분야에서 화랑의 기원을 찾고 있다. 조선 패거리의 미소년 문화에 대한 시골

마을 사람의 몇 가지 증언을 국제 학계에서 새롭게 주목하고 있었지만, 그 문화를 실제

행사하는 패거리를 직접 관찰하는 것은 한국 전쟁 후에는 이미 불가능했다. 1964 년 시골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포함한 “Korean Works and Days: Diary of a Country Priest” "의 출간과 함께,

러트는 신라와 조선 문화 사이의 결정적인 역사적 연결고리를 세우는 일을 포기하고 그 문제를

종결했다. 18 그러나 자료 부족, 역사적 침묵, 식민지 학문의 왜곡 우려, 종교와 문화적 금시,

현대화, 그리고 문화 번역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신라 화랑과 조선 ‘비역’ 문화의 연계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그러나 러트는 ‘풍류’ 개념을 자기 연구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 남색에 관련해 신라에서

조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용어 중, 오직 ‘풍류’만이 그 교량 역할을 제공한다.

그런데 풍류, 특히 풍류 연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다리를 건설하고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고, 최근 풍류 학문의 업적과 접근법으로부터 어떤 암시(통찰)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의 모든 사항은 동성 관행에 참여한 참가자의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언 또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는 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모든

제보자들이 정보에 간접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모두 외국인의 경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것부터 원주민의 경우 간접 보도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외부인’과 관련이 있다

충분한 맥락에 대한 친숙성과 설명적 특이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 상황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1980 년대에 나타난 민속학자 沈雨星의 연구는 남사당패를 남색 집단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사실을 전제로 그 단체를 논술했다. 남사당패 문화의 내적 구조를

학술적으로 설명하며 남자 아이들이 그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선발된 과정을 밝히고, 성

파트너로서 내 멤버들에 위해 경쟁의 대상이 되고, 보살핌과 예술 기술의 가르침, 그리고 공연

중에 소녀 복장을 하고 때로는 창남으로 낯선 사람들에게 팔리기도 했던 것을 묘사했다.19 앞서

언급한 박관수의 그 후 조사를 통해 강원도의 마을에서 남색 풍습의 편재성이 밝혀졌다. 이

인용구들에서 되풀이되는 것은 立身揚名의 주제이며,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순히 무지향적인

욕망의 표현이 아닐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기능까지 지니고 있어서 사회

                                        

18 1960 년대 영국 성공회 선교사 러트는 이러한 관계가 한 때 일반 서민층 사이에서 흔한 일이었으며, 소년이 사회적

낙인이 붙지 않고 자신의 파트너로부터 여자와 결혼하는 데 도움을 받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19 沈雨晟, <<男寺黨牌硏究>>, 東文選, 1989. 제 8 장, <덜미 채록본의 종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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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한 의미로 내재되어 있었다.

한편, 심우성은 인터뷰 내용을 대본 형식으로 제시하지 않고 요약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삐리’(견습생) 양육과 공연 방법의 '동성'(적)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 그의 연구는 동성애

역사 측면에서 중요했다. 1990 년대 박관수의 연구로 처음으로 노인들과 함께한 상세한 인터뷰는

1940 년대 산촌에서 동성 활동의 배경을 제공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용을 포함하여

혼마, 이능화 등이 묘사한 동성 관행의 개방성의 잔류 문화를 대략적으로 설명했다. 박관수의

연구는 학계에서는 그다지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불씨가 완전히

죽어가는 역사상 한 시점에 언급이 되어 그 불씨를 유지시켜주었다.

박관수의 인터뷰는 범위의 제한이 있더라도 그 이전까지 모호하게만 언급된 내용, 따라서

과장이나 소문으로 부정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조선 문화를 그 이전의 시기와 연결하는 전통이 확립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아

있다.

물론 이러한 전통을 (이론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한국의 역사적 표현의 순수성을 훼손한다면

그러한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 생활을 공개 담론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선호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회적 경향에서 파생되는 실질적인 이점(利點) 중 하나는

성생활이 사적인 영역에 남아있는 한, 공공의 간섭으로부터 상대적인 행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정체성 정치의 영향으로 혼인 의무가 완화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배열이나 성적 질서는 성 해방 운동에 의한 '억압'으로 해석되어 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대중적 표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대의 성적 시민권을 주장해야 하는 일종의

정체성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혁명 이전의 성질서를 가설할 이론이

없다면, 구질서를 지키기가 더 어려워진다. 새로운 혁명적 세계 질서 (성적 ‘재량권’을 불공정한

종속과 억압으로 혁명적으로 재정의하는)와 기존 질서 (재량권 선호)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협상을 주로 인정하는 반면, 본 연구는 원주민과 글로벌 양측의 역사를 이론화하고자 했다. 즉,

'비역' '미동', '경쟁', '길 매춘' 등의 용어 사용은 드물지만, 기존 시스템은 그 질서를 “극복” 하려는

혁신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에 의해 도전받고 있는 이때, 그 역사적 재량권을 설명, 방어하기 위해

제기되고 있다.

“침묵한” 과거를 정의하기 위한 글로벌 패러다임에 대한 과도한 허용은 토착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 현실을 혁명적 해석으로 흐릴 위험이 있다. ‘미동’, ‘풍류’, ‘경쟁’, ‘길 매춘’ 등의 용어들은

모두 권력, 돈, 그리고 획득의 뜻이 포함된다면, 보호, 보살핌, 약속 (계약) 등의 뜻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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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 후기는 가난과 굶주림이 대물림으로 살아가는 힘겨운

시기이기 때문에, 현대 개념으로 아동학대로 여기는 반면, 그 당시 어른의 경제적뿐만 아니라

감정적 지지를 얻는 것은 아이의 생명줄이 되어, 쌍방에게 상호 이익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다.20 이런 사회 의식에 ‘보탬’이 된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한국의 청년 ‘양육’ 전통이었다.

이러한 ‘풀린 실들’의 산재적인 발견에도 불구하고, 조선 말기부터 처음으로 글 (문장)로된

기록들을, 이전 시기와 연결시키는 데에는 많은 관심이 없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의

무질서를 가져온 한국 경제 인프라의 황폐, 인구의 대량 이동, 빈곤, 사회 혼란을 ‘변칙’이라

일컬어, 남색의 유행에 있어서 보고된 '此風最盛' 그 자체도 어떠한 예전의 전통과 무관한 이례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으로 이어졌다. 실질적인 청소년 돌봄 체계, 양육의 전통 이념, 立身揚名의

수단, 결혼에 대한 경제적 자본이나 신분 부족과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인생 준비

단계로서 조차도, 체계화된 합리화에 기반한 그런 전통, 그러한 이전의 역사나 대대의 관습이

추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모든 가정 (假定)들은

수집된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젊은 층이 재정적 또는 기타 어른이

보호를 위해 성적 호의를 거래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제재뿐 아니라, 높이 평가되는

우수한 미동 파트너 확보를 둘러싼 활동 등 기록된 "풍류"의 특성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미동을

둘러싼 보다 놀라운 '풍류' 활동은 1940 년대 박관수의 연구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한국의 깊숙한

현장에서 사라 졌을지 모르지만, 1920 년대 해설자들이 묘사한 조선 시기의 풍경 (활동)은

박관수의 노인 정제보자가 묘사한 문화와 완벽하게 보완된다.

풍류는 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예술은 조선 시대 동성 관습이 가장 많이 등장한

영역이다. 조선 시대 동성 문화와 예술, 즉 풍류와의 연관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경쟁, 보살핌,

사회적 출세, 교육, 예술, 사회, 역사 등 이론적으로 아직 통합되지 않은 측면이 한국의 동성 문화

이론에 성공적으로 통합된다면, 이런 모든 요소가 있는 영역인 풍류는 한국 전통을 이론화 하는

데 유용한 중심 개념이 될 수 있다.

한국 풍류의 일부분으로 동성 풍류를 포착할 수 있는 기존 풍류 이론이 있는가?

최고의 풍류 연구는 시간 경과에 따른 발달 단계의 구별화와 형태 변화, 지속성 및 단속성 등

현대적인 비교 접근방식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연구는 서로 다른 풍류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20 그러나, 박관수의 앞의 연구는 강간(强姦)도 일어났지만 (전 근대 조선 사회의 맥락 안에서) 반-강제적이거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의 사례도 많았으며, 성적인 호의를 대가로, 아이에게 물질적인 이득을 주는 (이를 전 근대적 관념으로서

이해했을 때) 결과가 나타났다고 추측하고 일반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남성들 사이에 그러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결여, 그러한 행동은 보통 심각한 범법행위로 보여지던 여성과의 불법 성관계와 차원이 다른, 장난, 유희로, 또는

비열하게 여겨진 대안 (alternative) 외에는 특별히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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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선 확인되는 것은 풍류는 안정된 개념이 아닌, 풍류의 변이는 수직으로(시대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정병훈은 그의 연구에서, “풍류는 당대 문화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 방식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용되어 왔다”라고 언급 하고 있으며, 21 풍류가 단

하나의 정의를 거역하는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단일한” 풍류에 대한 접근에서 벗어나려

했다. 각 시기의 풍류에는 "핵심" 요소와 변화 가능한 요소가 있다. 그는 왕조에 따른

시기화보다는 통치 이념에 기반하여 풍류 양식을 그 시기로 나눈다. 즉, 원시 풍류 (신라 이전

시기), 정교적 풍류 (신라), 회고적 풍류 (고려), 그리고 풍자적 풍류 (조선) 방식으로 신라에서

현재까지 한국의 풍류문화를 단계적으로 분류화하고 있다.

김영희는 조선후기의 풍류상 (相)을 연구하면서 풍류를 시대별로 신라-교의적, 종교적 풍류,

고려, 조선- 현실도피적, 그리고 신선의 삶을 지향하는 풍류로 분류하고 있다.22 그러나 김영희는

상류층이 즐기는 공연예술, 놀이, 그리고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수평적 계급의 구별에 대한

의식이나 하류 풍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김영희는 그녀가 공부하는 상위 계급의

형태들을 ‘조선후기 풍류’로 정의한다. 김영희는 풍류 전통이 어떻게 버려지거나, 양상이

되살아나거나, 새로운 강조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찰력이 있는 연구를 제공한다.

張敏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오래된 풍류 문화의 양상이 후기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조선 시대 사상가 徐敬德의 기(氣)철학에서 신라 화랑의 독특한 개념인

“접화군생”을 보여주며, 이를 바탕으로 풍류를 松都三絶에서의 자연적·문학적·철학적 요소의

집합체로서 그 실체화를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류의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성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면을 보여준다.23

물론, 풍류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였다. 신은경은 한국 풍류를 동아시아의 더 큰 맥락에서

위치시키려고 노력하면서 한국 풍류를 중국 풍류와 일본 풍류에 비유하여 각 전통의 다른

강조들을 지적한다. 24 중국은 자유로움과 분방함을, 일본은 세련됨과 장식성을, 그리고 한국은

종교성과 사상(64)을 강조한 것은, 한편 각각의 문화적 경향에 대한 증거에 기초한 묘사이지만,

                                        

21 정병호, <풍류의 시대적 전개와 변양><<민족미학>>, 제 5 권. 민족미학회, 2005. 100-121 쪽.

22 김영희, <조선후기 풍류의 선가적 지향에 대한 연구-청자묘무, 풍악, 풍월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8 권, 48 호.

2012. 327-353 쪽.

23 張敏, <朝鮮風流道新探>, <<종교연구>> 41, 2005. 195-209 쪽.

24 신은경, <<풍류-동아시아 미학의 근원>> (1999) 63-7pp. 신은경의 연구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 영역을

포괄한다. 특히 한국 풍류계의 많은 주요 개념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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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반화는 균일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본 1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라가 진조(陳朝)에서 수입할 당시 자체 풍류의 고유 기준을 곧바로 설립했다는 가정을 고려해

보면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중국 내 풍류의 계속 변모되는 의미들, 특히 6 세기 중국 풍류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풍류 문화의 구성 요소들을 기술하는 崔炳圭의 <中國文學의 風流

精神> 연구에서는, 한(漢), 진 (晉), 그리고 남북조 (南北朝) 각 시기에서 시(詩)의 형태 및 내용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진과 남북조 시대의 풍류 문화가 반동적, 도피적, 낭만적인 운동으로 발전한

과정이 작품의 변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준다. 세속의 ‘名利’, 유교 사상에 따른 고정된

이상적인 삶에서 벗어난 은정 (隱情)의 삶은 점차적으로 더 관능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풍류 사상은 이후 중국에 새로 들어온 불교, 그리고 도교로 풍부하게 가미 (加味)되면서 신라가

처음으로 남북조에서 대량의 전위 문물을 수입할 때, 특히 도교는 그 대중적 유행의 절정에

이르렀다. 최병규의 중국 풍류 연구에는 남북조(南北朝) 당시의 풍류에서 본질적인 문학적, 그리고

사회적 주제로서의 남색이 포함되어 있다. 25

풍류 연구는 시기적으로 20 세기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진나라

풍류의 반동적 성격으로의 돌아간 느낌을 주는 1990 년대 풍류 연구는 자유주의와, 세계 문화의

유입에 따른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386 세대 지식인들의 '위기 의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뉴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시장 가능성과 문화 형태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풍류'에 대한 새로운 사용법으로 ‘세계문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를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색하며, 풍류를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풍류를

현대사회에 어떻게 새롭게 적용, 응용할 것인지,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 중 신라 화랑 문화에서 고대의 예술적, 생태적 개념에 영감을 얻으려는 오순환의

연구는26 풍류화 현대적 오락과 관광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27

따라서 90 년대부터 풍류 이론들은 과거로부터 그 변화 과정 (‘불안정성’)을 보여주면서 어떤

경우에는 세계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저항 혹은 보충하기 위한 잠재성이 제기되지만, 이

혼합화 과정은 다름이 아닌 ‘창의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계급의식은 어떠한가. 풍류 문화를

상류층과 하류층, 고문화와 저문화, 본질적인 측면과 주변적인 측면을 달리 구분해도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연구의 방향이 받아들여질지 모른다.

                                        

25 최병규, <<풍류정신으로 보는 중국문화사>> 예문서원, 1998.

26 오선환, <<한국의 풍류사상과 그 관광문화적 특성>>, 한국관광연구학회관광연구저널관광연구저널 제 33 권 제 1 호

2006.

27 관광학연구 제 26 권 제 4 호 (통권 41)   p.95-110. 한국관관학회 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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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東竹枝>의 시편이 ‘花’ 취득을 위한 경쟁의 맥락에서의 택기연 유희를 ‘풍류’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김영희가 묘사하는 상류층 정원에서 기녀들이 연기하는 고상한 풍류와는 다른

하류층 풍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은경의 ‘종교적’, ‘사상적’ 풍류 범주 안에서 파악할

수 없는 택기연, 석전, 28 길 성매매의 저문화적 풍류는 임진왜란의 국민적 불행 29 에 비롯된

변칙으로 그 표면 뒤에 계급적 의의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은 유사점을 모호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세속을 ‘도피’하기 위해 행해진 "놀이"

“유희” 또는 "획득" (성매매)은 상류층 풍류와 분명한 공통점을 공유하며, 보살핌과 양육과 같은

사회적 역할 수행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 ‘분열’을 찾기 시작하면, 그들이 끝없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같은 하층 풍류 중에서도 그렇다. 택기연 풍류(風流)는 탈춤과 꼭두각시를

바탕으로 한 정병훈의 “풍자적 풍류’ 범주만으로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28 개념적인 계류 없이 '전통'을 추적하는 것의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석전’'의 전통에서도 유사하고 (요컨대) 사용

가능한 궤적을 발견한다. 석전사 (石戰史)의 '아크'는 중국에서 삼국(고구려)으로 수용되어 일종의 문화고조에 이르렀다가,

반도의 다른 지역, 그리고 일본으로 전파되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반도에서는 원래의 높은 문화나 의식의 흔적

형태만으로 대중문화 행사(관습)로 전락한다. (金昌錫, <<石戰의 起源과 그 性格 變化>> 國史館論叢 第 101 輯). 단순한

민속 스포츠나 놀이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그 연습이 왕실 수준의 높은 의미를 지녔던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높은

문화에서 낮은 문화로의 이러한 세분화는 여러 문화에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제 1 장에 기존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석전의 사례가 도움이 된다.

29 침략으로 인한 빈곤이 조선 후기에 이능화 등이 묘사한 남색 성매매 문화의 '정점'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인데, 이러한 파괴적인 상황은 매춘 문화의 특징을 그냥/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침략은 단지 그

전에 어떤 형태로 존재했던 문화를 더 강화시키고 증가시켰을 뿐이다. 또한 그 문화는 낮은 대중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류층, 그리고 조선의 관료층 그 자체에까지 도달했다. 한국 동성애사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는 신문 기자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동성간의 동성애는 이조시대에 있어서 盛況 클라이막스에 達하얐다 한다. 소위 “남색”이라는 것인데 官汚吏들의 사이에

自己의 愛妾을 上司에 提供함으로써 出世를 꾀하는 따위와 마찬가지로 “남색”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出世의 武器

밋천이엇섯다 한다.…文武兩班을 無論하고 實力?은 업드래도 “남색”의 奴隸되기에 屈服하면 容易히 目的하는 벼슬을 엇고

소위 “立身揚名”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조시대의 소위 “오입상이”란 것은 異性의 에로 涉 O 者가 아니오 곳 남색

男性愛의 O 索?者요 實行者를 일커렀다 하니 놀나지 안흘 수 업다. 이 시대의 興味있는 남성간의 동성애에 대하야는 後日

기피 연구한 후?에 쓰려고 한다" <동아일보>, 32.3.19

'노예'라는 표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복잡한 현상이었던 사회 관습을 대략적으로 묘사하지만, 모든 사회 차원의 남색 문화

내에서 젊은 남성미를 전투(말 그대로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에 활용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조선 남색문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1898 년에 함경도 지역의 지방 양반들이 ‘면’을 부부처럼 돌아 다니는 모습과, 촌인의 그 모습에 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무반응에 깜짝 놀란 러시아 탐험가의 기록도 있다. 가린 미카이롶스키, (Н.Г.Гарин-Михайловский) <<조선, 만주,

요동반도를 통하여>> (По Корее, Маньчжурии и Ляодунскому полуострову.) СПБ, 1904.  (Garin-Mikhailovsky N.G., Po

Koree, Manjurii i Liaodunskomu poluostrovu.) St. Petersburg, 1904, 혹은 소비에트판 Гарин-Михайловский Н.Г. Из

дневников кругосветного путешествия. (по Корее, Манчжурии и Ляодунскому полуострову) М. ГИЗ геогр. Л-ры

1950г 참고.



17

문화적 통합성의 지배적인 원리를 깨뜨릴 요소를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 상류층과

하류층 풍류 양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계급 기반 차이는 공유된 통합원칙을 위태롭게 할 만큼

크지는 않았다. 남색 풍류는 일부 독특한 성격이 있긴 하더라도 한국 풍류문화30의 한 부분으로서

항상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방법론을 선택함에 있어 기존의 풍류 연구의 시기화와 응용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다. 특히 역사적 개념으로서 풍류의 불안정성 (instability)과 동성 풍류를 이성 풍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의 타당성이 그에 대한 예이다. 이는 근대성의

대폭적인 변화까지 한국 동성 문화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 근대 동성 문학을

전근대적 전통과 연결하기 위한 기본 틀로 풍류를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전례

(前例)를 찾는데 전근대의 풍류 문헌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본 연구의 목적상 풍류를

컨셉으로 하여 현대 문학 실습을 전근대 민속 예술과 연결하거나 심지어 한 민속 예술의 근대

잔재와 연결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다. 사실, 풍류 전통을 현대 동성애 창작 실천과 연결한다면,

두 시기를 연계하는데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결 개념이 필요하다. 풍류 개념은 한국 전통

놀이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심적이지만, 풍류는 단순히 내면적 ‘멋’의 외면적 표현일 뿐, 현대

분석을 위해서는 ‘풍류’와 아울러 근-현대성을 초월하여 전통적 가치의 '흔적'을 현대 사회에서

포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멋’ 개념이 채택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전근대 시기를 다루는데 ‘비역’, ‘풍류’, ‘입장양명’ 등 산재된 파편 개념과

관련 언급들을 두루 종합하여 분석한 다음, 근현대 시기를 다루는데 풍류와 더불어 ‘멋’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근대, 근대, 그리고 포스트모던 시기에 대한 일관적이면서도 충분히 복잡한 틀을

형성하고, 세 시기를 연결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현대의 경우, 민족주의 (전통, 모딕)와 세계주의

(글로벌, 엔트모딕, 탈멋) 사이의 충돌을 배경으로, ‘멋’이라는 전통적 ‘흔적’이 현대 한국 문화에

개입하는 양상을 찾으려 한다.

. 1971 년에 韓基彦은 그의 글 “멋의 교육 철학적 해석“에서 31 ‘풍류’를 단 한번만 언급했을

뿐인데, 풍류가 아닌 ‘멋’이라는 한국 미학을 일종의 문화적인 ‘기초’로 정의하려 했다. 1970 년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데카르트, Richard Fumerton 과 C. I. Lewis 에 이르기까지, 기초주의에

                                        

30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분리된 현대 범주를 한국 전근대 시대에 시대착오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는 또 다른 고대 문명에 주목한다. 한국의 ‘풍류’는 여기서 인간이나 동물과 일어나는

성행위-- 매춘, 혼외 성교, 아동성애, 성적 개방성 (promiscuity), 동성애, 레즈비언, 근친상간, 혼전 섹스 및 수간--을

포함하는 분류인 그리스어 ‘포르네이아’와 유사하게 생각된다. "포르네이아"(πορνεία)는 "포르노그라피" (pornography-

춘화)처럼 성적으로 자극적인 시각 자료를 의미하지 않았다. 포르네이아에 있어서의 '도덕적 죄'라는 함축은 풍류라는

용어의 예술적, 미적 감각과는 대조적이지만, 현대의 어떠한 성 정체성 구성물의 적용보다 전근대 한국의 일반적인

개념에 더 가깝다고 가정한다.

31 <’멋’의 교육철학적 해석 – 발전과 통정의 율동적 자기전개> <<교육학연구>> 제 9 권 제 2 호,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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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세기 동안의 철학적인 논쟁이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오랜 세월 지각적 또는

현상학적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틀림없는 진실’이라는 개념이 가장 심각한 위험에 빠지고 있었다.

이는 전후 기독교 신학에 대한 신뢰와 과학적 진리의 확실성의 후퇴와 잇따르는 해체주의,

불가지론, 무신론, 회의론 등의 새로운 ‘정신’으로 전환을 포함한, 많은 요소들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었으며, 성혁명의 상승과 전통적 기득권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더욱 ‘본질’에 대한

믿음은 위축되어 가고 있었다. 위태로운 한 학파로서, 포스트모던적 전환에 대해 점차적으로

반응하면서 타협하는 "약한 (modest) 근본주의"가 생겨 났으며, 그 사이에 "강한 기초주의"라는

낡은 개념이 점점 더 유지 불가능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전 철학 문제의식을 가지고

'멋' 기반의 ‘인간형성’ 교육의 근거를 찾으려는 한기언의 시도는 시기에 맞지 않으며, 특히 ‘멋

철학’을 내세우는 한기언의 의도는 세계 교육 철학을 위한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인식론 제시

(“韓國人, 더 나아가 世界人” [6]) 임으로 특히 그러하다. 오늘날, 한기언의 근본주의 문화 이론은

모호하고 옛스럽게 읽히는 반면, 고대 가치관을 현대의 교육적 맥락과 관련되게 하려는 그의

시도는, 아마도 새로운 세계 세력에 대한 ‘저항의 무기’로 유용하다는 것을 의식할 때까지

50 여년의 신자유주의 세력 전진이 그 전제로 필요했을 것인지 모른다. 연구자는 한기언의 이론을

삶에 대한 탁상공론식 규정이론 보다는, 의심스러운 신자유주의적 '해방' 담론에 도전할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읽는다. 그의 경력의 초기 단계에서 다소 굽이치는

이론이지만 그는 심각한 문제를 정문 돌파한다. 어떻게 고전적인 가치가 살아남고 악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유용해질 수 있을까?   

1.3 방법론 -멋의 구조

논문제목에서 "근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논문의 맥락에서 "근본"은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되는

토대를 의미한다. 문화 기반 (근본)은 전통적으로 조상, 민족, 역사 및 신앙에 대한 신화와 전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은 외부 영향과 접할 때 경직성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며, 선택적으로 차

용하여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오래된 것을 업데이트"하는 문화의 좋은 현대적 사례를 제공한다.

하지만 위기의식 속에서 그러한 ‘문화 편집’이 일어날 때가 있다. 최근 1970년대에 ‘溫故知新’ 이

라는 모토는 과거와 현재를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이상이었지만, 이 시기는 외부의 위협이 너무

심각하게 인식되어 사상가들이 위협에 대한 보루로서 문화적 토대를 재발견하려고 했던 시기였다

고 볼 수 있다. “민족의 얼”, “화랑 정신”, “단군론”에 관한 책과 수필은 문화의 기초를 재확인하고

위험이 감지된 상황에서 문화의 상징을 업데이트하려는 70,80년대의 이러한 노력을 보여준다. 지

난 세기의 반공산주의,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세계주의 사상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수많은 현대적 예가 있다.

1987년부터 민주화와 함께 한국에서도 페미니즘과 동성애 권리와 같은 새로운 사조가 사회적, 

정치적 힘을 모으는 새로운 도전이 생겼다. 이들이 점점 더 세계화와 연합하게 된 것이지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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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기의 위기의식 담론이 나타났으나 지금까지 많은 형식적인 ‘기초’ 이론 없이 한국은 새로

운 문화 운동을 전체적으로 잘 통합해 왔을 듯하다. 

한편 한국의 효과적인 적응과 변혁 능력은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통합과 발전의 효율

성은 경제학, 철학(유교적 근대성, 유교적 인권), 경영, 디자인, 음식,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이론화되었지만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모든 문화 운동이나 경향에 대해 이론화되지

않았다. 동성애 권리 운동은 '문화적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이론화되지 않은 예가 된다. 그러나 그

‘토대’를 이론화한다면, '기초의 문화적 재확인'의 사례를 과거 시기를 돌아보면 어느 정도의 영감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기언의 멋 교육론이 그 좋은 예이다.

한기언의 멋 이론은 최근 관광과 같은 분야에 적응한 풍류와 마찬가지로 재발견되고 새로운

목적을 위해 재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멋은 한국적 성격을 부여하는 끊임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한기언이 '발전과 통정 (統整)'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스타일 (그 표현방식인 풍류 포함)을 개혁한다. 그래서 멋은 얼어붙은 심리학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영향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동시에 그것을 가독성과 초(超)역사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본질을 유지한다. 멋은 풍류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풍류 자체가 멋 표현의 한 측면이다.

많은 풍류 이론가들이 보여주듯이 풍류의 현대적 의미는 동아시아 문화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한 문화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위에 나열된 풍류 이론가 중 일부는 중국, 한국 및

일본의 주요 국어 사전에서 풍류의 정의를 20 개 이상 인용한다. 풍류는 또한 운치 (韻致), 멋

등과 같은 용어와 밀접한 관계로 사용되거나 심지어 혼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기언은 풍류

(세련하고 고차원적인 문화적 표현 방식)를 단순히 인간성 발달 개념 (人間 形成)에 대한 더 넓고

근본적인 개념으로 멋의 수행적 표현의 한 형태로 묘사했다.

풍류가 단순히 세련되고 도덕적 성격 (멋)의 내적 상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러한 패러다임은 이론적으로 (동시에 변화하는 변수로서 동시에 또한 초역사적

가치로) Rutt 가 1960 년대에는 못한 것 —즉 신라 화랑과 조선 남색 문화를 연결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이 두 가지를 한국 문화의 동성 측면에 대한

보다 현대적인 표현과 연결시킬 수 있다.    

한기언의 < ‘멋’의 교육철학적 해석>에서"멋 생산"에 대한 그의 등식은 다음 공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통 – 주체- 개혁=창조 (멋)

문화 분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것으로 업데이트한다”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문화 발전 패러다임은 그다지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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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식은 주제 (사항 2) 앞에 서있는 전통 (사항 1)을 나타내며, 주체가 '개혁'(사항 3)을

채택/적응하여 '창조'(사항 4)를 만들어 '멋'을 나타낸다. 이것은 물론 보편적으로 세계 문명의

“학습”과 “발전”의 과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물론 21 세기의 눈으로 보면, 이 보다 반세기 전의 이론에서 나타난 '근본주의', '정수', '중정'

등의 용어는 해체주의, 문화적 상대주의, 문화적 동질화 논리 등에 익숙한 현대인이면, 긍정적인

인상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 사고 형태에 호소 다시 말해 '멋' 이론의 선택은,

세계주의의 다양한 효과에 대한 의도적인 저항 도구로서 ‘기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세력이 시장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21 세기의 변화된 글로벌

맥락에서 글로컬리즘(glocalism)의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32 그러나 글로컬리즘은 고유의

개념망에 충분히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전통적 도덕적 가치의 실제 증진

(한기언이 moralogy (위의 글, 20)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권력 관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기도 한다. 현대 생활과의 관련성이 점점 감소해온 별스러운 문화 미학에서

예술과 문화를 처리하는 보다 강력하고 방어적인 '표준화'에 대한 설명으로 ‘멋’ 개념이 변형될 수

있는지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 문화를 처리하기 위한 또는 이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이러한 전략은 글로컬리즘과 같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세계주의적 개념을 대체해 볼 수 있고,

글로벌리즘이 원래 “출발”된 나라조차도 그 속의 유산 문화를 포함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전통을

가진 문화의 문화 번역 프로세스를 "토착화"시키기 위한 유사한 움직임을 고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 내에서 내부 문화 적응 과정의 멋화를 설명하지만, 한기언이 꿈궜단 멋의

'국제화'는 어떠한가?

그런 의미에서 한기언이 자신의 '멋 이론” 논문에서 언급한 한국의 학습 이론의 국제화에 대한

                                        

32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이론은 롤랜드 로버트슨(Roland Robertson)의 일원론에서 시작되었다. 이 이론은

글로벌 문화의 현지 수입을 단일한 유기적 전체 내에서 글로벌과 로컬 간의 유동적인 교환으로 보았다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1992). 그 뒤를 이어 조지 리처(George Ritzer)의 보다 권력 의식적인

견해가 뒤따라, 그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지역에 반대되는 세계화가 지역에 충돌하고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외부

세력"으로 보는 이분법론을 대표한다고 본다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 London, Sage, 1993). 공간과 장소에 대한

Arjun Appadurai 의 대안적 개념인 Space/Place (공간/장소)는 Ritzer 의 이원론의 증폭으로 볼 수 있다.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996.). Appadurai 에 대한 응답으로 Setha M.

Low 는 과도한 추상화를 피하기 위해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모두 "구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Towards an

anthropological theory of space and place”. Semiotica. 175 1/4 2009. Pp. 21-37). 다시 대조적으로 Victor Roudometof 는

글로컬리티를 글로벌 및 로컬과 구별되는 자율적 개념으로 본다.(“Theorizing glocalization: Three interpret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vol. 19, p, 391-408. 2016.). 본 연구는 글로컬리티(glocality)와 공간/장소 이원론 등을 각 나라의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개념에서 지나치게 분리된 것으로 보고, 한국의 경우 이러한 상대적으로 분리된 용어를 특정

민족주의, 근본주의 ‘멋’ 이론으로 대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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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은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한기언은 문화차용을 통해 멋 제도 자체의 가치를 외국

사람들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듯하다. 반면에 한기언은 한국의 집단 내 (in-

group)에서 양육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무의식적인 한국적 행동 기준 (멋은 “한국인 형성의

핵사상”, 한기언, (b) p. 30)으로 멋을 제시한다. 이는 외국인에게 폐쇄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한기언은 각 문명이 '인간 형성'이라는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명적

변이를 민족적 특성으로 존중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그의 멋 이론에

뒤이어 1972-1973 년, 한국의 교육철학을 일본과 중국의 교육철학과의 비교로 확대 비교하면서,

동아시아 비교 교육철학을 계속 추구했다33 그 논문에서 중국의 미학을 인(仁)으로, 일본의 미학을

이끼(粹)로 요약하면서, ‘인간의 형성’을 위한 한국의 핵심 미학적 가치를 이론화함에 있어

멋(meot)과 함께, 한(韓,桓등) 개념, 선비(士) 개념을 추가로 소개했다.3435

그런데 그의 교육철학 비교연구에서, 한기언은 어디에서도 X 나라의 교육 표준이 Y 사회에서 꼭

받아들여져야 한다거나 Y 의 교육이 그 교육이 아닌 기타 교육보다 우월하다는 식의 상대주의

논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멋 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한기언의 희망을, 각

국가의 전통적 특성을 인간상 모델에 따라 적절하게 이론화하고 혹은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적하되, 무엇보다 각 전통의 최상의 버전과 최상의 문화적 표현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동을 장려해야 한다는 점을 그의 의미로 해석한다. 이것은 물론 세계주의 세력에 거대하고

멈출 수 없는 영향력을 부여하는 두 가지 키워드인 무모한 '다양성'과 분리주의적 '정체성'이라는

슬로건을 필히 좌절시킬 수 밖에 없다. 물론, 멋은 매우 ‘확고한’ (firm) 것일 수 있으며,

민족주의적 방어 체계를 약화시키고 해체하려는 세력에 확고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이 1960 년대의 성혁명, 여기에서 말하는 ’2 차 엔트모딕 혁명’이라는 과도기를 피할

수 있었던 유신시대(한기언이 그의 멋 기초의 비교문학론을 저술한 시기)의 문화 내향화

(內向化)의 그대로의 반복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60~70 년대에 그의

근본주의 회복 모색으로서 한기언이 반드시 오늘날의 세계주의 강세나 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한

좌파 사회학의 적극적인 공모를 예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현재의 맥락에서 한기언의 그 때 이론

시도 속 새로운 의미를 가질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 향후 10 년 동안 강력한 초국적 기업과

은행의 자금 지원으로 세계화 압력에 직면하여 관련성을 잃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이라는

                                        

33 한기언, (a) <한국, 중국 및 일본 교육철학의 비교연구>, <<교육학연구>> 제 10 권 제 1 호 1972 (I);  (b) <’선비’의

비교교육 철학적 해석>, 제 10 권 제 2 호, 1972 (II); (c) <한국, 중국 및 일본 교육철학의 비교연구> 제 11 권, 제 3 호,

1973 (III).



22

개념은 – 특히 전통을 찾고 긍정적인 것을 일반화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동성애 예술에 더 유용할

수 있다. 동성 문학에 대한 표준 설정은 최소한 해를 끼칠 수 없으며, 기껏해야 동성 예술이

신자유주의의 혁명적 명령을 완화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과거’를 제공, 글로벌리즘에 대 한

비판적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끌어낸 개념 모델은 해외에 글로벌 모델에

대한 전통주의적 대안을 모색하거나, 대부분의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전통적인 모델을 포기한 다른 문화와 연결될 수 있다. 후자의 고려 사항은 본 연구를 특히

공식화하는 주요 동기이다. 전통 – 주체- 개혁= 창조 (멋), 이러한 한기언의 느슨한 개념틀

체계의 한계가 무엇이든 간에 본 연구는 단일 개념인 멋 (그리고 그 하위 개념인 풍류) 아래에서

광범위한 주제를 통합하고 비 (非)한국적 맥락의 새로운 신념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동성애 예술 창작과 관련하여 한국 문화를 무의식적으로 군림하는 ‘멋’ 은, 본 연구에서 이제는

더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이념적 표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초월 개념으로서 ‘멋’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2, 3 장), 둘째, entmody 또는

globalism 의 개념과 관련하여 멋의 표준을 혼합 가능한 또는 대립적인 개념으로 설정하며 (4 장),

셋째, 멋을 글로벌 퀴어 문학과 병행하거나 대조하는 '문화적 창작 또는 문화적 편집' 과정으로

간주, 후자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미끄러운 경사’ (slippery slope)를 피하기 위한 기준, 혹은

글로벌 대처 비평적 기준으로 제시한다(5 장). 끝으로 최근 중국 문화 보호주의 정책과의 관련성

또는 서구의 예상되는 미래 문화 발전을 고려한다(결론).

위와 관련하여 설령 ‘이론’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본 연구는 한기언의 ‘멋’ 이론에 대한 그의

세계적 비전을 촉진하고 싶다. 다만 그가 1971 년 그의 글을 발표한 당시 상상도 (승인도) 못했을

듯한 새로운 분야인 한국 동성애 문학에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이루고 싶다. 여기에 먼저 그의

이론은 원래의 적용되지 않은 형태로 설명될 것이 타당하다.

학술지 <<교육학연구>>에 실린 한기언의 ‘멋 교육철학론’은 1930 년에 처음 발표된 일본인의

민족문화론 (일본인론)의 내용을 한국의 1970 년대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명치 유신 이래 수십

년 동안 서양에서 근대 문물 및 지적 사조를 수입한 나머지 외래의 것과 본래의 것이 혼돈되어

그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물은 바로. 구키슈죠의 <<이끼의 구조>이다. 일본

문화를 서양과 구별할 수 있는 토대를 밝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36  

한편, <<이끼의 구조>> (いきの 構造)의 영역본은 The Structure of Iki 혹은 The Structure of

Detachment (‘무심함의 구조’) 로 번역되었다시피, 한국, 일본 양국이 불교적 가치인 “無常’을

공유하지만 일본 미학의 기초 개념인 ‘무심함’이, ‘조화’를 강조하는 한국 ‘멋’이론의 기초 가치와

                                        

36 이 논문은 1930 년 두 달에 걸쳐 일본 잡지 <<思想>>에 (92 호 (1 월호)와 93 호 (2 월호)에 처음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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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멀지만, 그 제목부터 한기언의 멋 이론이 일본 이론의 단순한 모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37 또한 그는 일본의 초청연구원으로 목격한 강력한 일본의 현대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으면서 외래 문화를 수입하는 일본의 ‘무차별함’ 즉 情誼가 없는, “무자비하리만큼의

개혁”을 비판하기도 했다.

위에 비추어 1930 년의 일본의 문화이론을 1970 년대 초반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문화적 편집'이 수반되었으나, 한기언은 구키의 이끼 이론을 한국의 맥락에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구키의 철학적 개념 중 일부를 한국에 대한 자신의 교육 철학 처방에 통합하여,

동아시아 교육 철학에 대해 비교 및 상호 문화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이자 한국의 고유성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채택했다. 소와 초기의 구키 슈죠와 유신 출발 시기의 한기언은 모두 서구

문화의 침략의 위험에 대응하고 이를 민족 정체성에 대한 창조적 사고를 발전시킬 기회로

사용했다. 구키의 이론을 수정함으로써 한기언은 변화하는 현상학 (phenomenology)의 범위와

목표의 사슬에 자신을 붙였다. 

먼저 하이데거는 인간의 의식과 상호주관적 관계에 대한 자신의 분석접근에서 일상 세계(문화, 이

상, 이론, 일상 생활 경험의 맥락)와 같은 외부 요소를 생략하려는 데카르트적 주관주의적 방법을

추구한 그의 교수인 후설 (Husserl)을 극복했다. 하이데거는 후설이 주장한 것처럼, 모든 인간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한다는 Husserl의 개념이 아예 포착할 수 없는 ‘살아있는 일상적

현실’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Husserl의 환원주의적이고 문맥 없는 상호주관성은 하이데거

에게 용인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현상학의 자체 브랜드인 존재론적 (ontological) 탐구

를 창조 도입했다. Heidegger의 새로운 현상학은 문화와 역사적인 사실들(Facticity)이 인간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구키 (九鬼)가 자신의 이끼 (粋)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이데거를 수정하면서 구키는

다시 하이데거의 의식중신의 현상학에 긍정적인 자민족 중심주의를 추가 보충했다. 이는 하이데

거의 철학에 별로 없는 윤리와 같은 기능을 추가했다. 물론 구키의 민족적 존재론에서 민족성에

대한 높은 평가는 민족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포함하는 하이데거 원이론의 측면을 "편집"하거

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다. 구키에게 <<이끼의 구조>>의 현상학은 일본 문화를 강하게 인식하

고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구키는 문화 위기의 시기에 일본 문화의 근

본, 기반을 만들고 그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현상학을 사용했다

이러한 구키의 독일철학 개정에 있어서의 민족적 근본 마련은 1970년대 한기언에게 매력적이

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후설에서 하이데거, 그리고 구키에 이르기까지 현상학의 "파괴" 또는

                                        

37 다음 21 세기까지 일본이 결국 동아시아 지역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한 1971 년의 한기언은 중국, 한국의 미래

부상을 예측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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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련", 창조적 재해석의 각 단계에는 선행 영향 요인에 대한 주요 수정이 포함되었듯이, 구키의

작업은 차례로 한기언에게 영감을 주면서, 그 적용 과정에서 한기언은 1971년에 문화에 대한 하

이데거의 해석학적 분석 자체를 일체 생략했다. 즉 구키가 일본의 일상 생활 방식을 조건화하는

의식을 해석하는 데 사용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게이샤와 그녀의 특정 관계(게이샤/고객의 관계)를

설정한 반면, 한기언은 한국 멋 문화을 대표하는 중심 모델을 추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

았다. 한기언은 멋의 살아있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근본’을 만드는 방법을 보았다. 이는 구키와 같

이 해석학적 분석을 통한 ‘이끼’의 내면화를 통해 서구의 문화/사회에 대한 지나치게 과학적 이해

에 저항할 수 있는 '근본적 자아'를 찾는 대신, 한기언은 일종의 한국식 교육의 토대나 근본주의

를 형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기언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사상의 정신과 맞물려 민족의 문화와 강한

민족 국가 창설과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여기던 민족의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통적 개념을 이론화하여 생산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가

‘이끼’이론을 ‘멋’이론으로 바꾼 것이다

근본주의자 (foundationalist)이기도 한 칸트의 인간 정신의 삼부적 범주를 표면적으로 연상시키는

범주로 나누어진 한기언의 ‘3 理念 6 槪念’과 韓國人의 性格對照表’는 분명히 <<이끼의 구조>>에

서 보이는 도표, 즉 세계에 대한 일본인의 태도를 제시하는 게이샤의 고객에 대한 태도가 미학적

반대 쌍 사이의 위치를 제시하는 유명한 도표 (<<한국 교육의 이념>>(1968)도 참조) 의 내용을

적용한, 1971 년 '멋' 기반의 패러다임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것은 그의 '멋’ 이론이 그의 경력

배경과 교육 및 인간 발달에 대한 관심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기언의 행동 기준과 규칙을 설명하는 도표 (chart) 형식은 의무론적

(deontological) 근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멋을 한국인의 초기 역사 전반에 걸쳐

무의식적인 행동 기준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일련의 규칙으로 표현할 수 없다.

멋 자체는 전근대 작가들이 논의한 주제도 아니었다. 따라서 멋은 대중들, 보통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깊이 관련된 개념이다. 한기언의 도표는 멋이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한국인의 정신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도표로 환원될 수 없는 체계를 기술하거나 명시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멋

행동은 민족의 단위 내 한국인만이 소유하는 폐쇄된 체계이다. 그러므로 한기언이 제시하는

“규칙” 또는 기준은 한국의 멋 행동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시도 없이 큰 유연성을 허용하여

충분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지만, 그는 이러한 유연한 규칙과 기준을 한국의 문화-지리적 역사에

확고히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멋’은 바로 한기언의 '기초이며, 한국인 인격에서의

표현으로는 1)‘빼어남’(시간의 차원), 2) 너그러움 (자유의 차원), 3) 씩씩함 (순서의 차원)의 세 가지

원리 (이념)으로 나누어져, 각기 인간 사회 경험의 특수 차원(괄호 안의 말)과 관련된다. 게다가

세 가지 이념은 각각 문화적 조상이 있으며 ‘빼어남’은 신라에서, ’너그러움’은 고조선에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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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함’은 고구려에서 유래된 것이다. 곧바로 우리는 한기언이 이상화된 영웅적 미덕을

구체적이지만, 지나간 (따라서 불변의) 지리적 위치에 기반을 두어 자신의 이론 기반을

고정시키고, 나아가 시간, 자유, 질서 등 추상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개념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한기언은 세 가지 영웅적 이상 (3 理想)을 일상 (日常)의 영역으로 가져오고, 이들을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묘사에 더 일반적인 6 가지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시간, 공간, 영웅적 가치,

일상적 가치에 걸친 광범위한 횡 차원적 (cross-dimensional) 토대를 인식한다. 즉, 이 세 가지 이념은

다시 이상화된 人格 범주에서 두 가지 강점으로 나타나며, 총 여섯 가지 하위 개념을 산출한다.

신라의 ‘빼어남’은 ‘어질고’ (문화), ‘향기롭고’ (생활)로; 고조선의 ‘너그러움’은 ‘슬기롭고’ (知的),

‘인자하고’ (인격)'으로, 그리고 고구려의 ‘씩씩함’은 ‘서로 도…[움을 주]고’ (협력), ‘믿음직하고’

(봉사) 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문명 지역들과 인격적 특성의 특정한 배열은 완전히 자의적이며

상호 교환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씩씩함’은 고구려 만큼이나 신라의 특징이기도 했다.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각 문명의 지리적 근원성이라는 "근본적 진실" 자체 와, 신라라는 특징

문명을 통한 그 통합의 계보라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한기언이 말하는 한국인 최고의 성격인 '멋' (=기초)인데, 한기언은 이를

다시 기초적인 개념인 '精粹'(=내용) 과 '優雅'(=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가 '멋'의 사전적

정의 (定義)에서 ‘참맛’/‘진미’'로 추론하는 이 ‘정수’의 용어는 '멋'이 '진리'의 지위가 정당성을 찾는

(‘틀림없는’) 기준을 그 자체로 포함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시간이나 장소를 막론하고 인간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情操' (‘고등의 감정’)이다 (20~21). '감정'의 본질화와 우선 순위화는 초기

근본주의자들을 다소 연상시키는 반면에, 한기언의 교육 철학의 불변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은

지리 (특히 신라)와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문명의 최고 가치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적인

人格의 토대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경험적, 지적, 특징적, 사회적,

그리고 인도적 측면에서, 위대한 조상의 문명의 지리적 主權/統治權 sovereignties(essences)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강화되며, 그 기초의 구성 원칙과 개념의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優雅함'의

결정체를 이루고 있다.

그의 국가 교육 이론으로 개념적으로 가능한 한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토대에 뿌리를 두면서

한기언은 자신의 실제 인간 발달론 (인간형성론)을 제시했는데, 그 목표는 ‘멋’을 보존하고

혁신하는 것에 있다. 이때, 정적(靜的)인 (static) 미덕의 단순한 열거로서의 ‘멋’이 아니라,  

(한기언은 그의 차트에 ‘결함’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음) 오히려 '발전 및 통정'의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멋, 새로운 가치 (개혁, 반드시 불리한 가치를 제거, ‘편집’)를 유리하게

획득하는 그러한 멋이다. ‘지속성 중 적응성’의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영향에 적응하면서

민족으로서의 본질을 유지하는 한반도 사람들의 경험을 반영하는 등으로 한기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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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된다.

그러므로 세계화 시대에 멋 이론의 힘은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폐쇄적이지만 때로는 가단성 있는

체계로서 외부의 체계 (특히 정신적인) 침입은 어렵게 된다. 동성애 문학 등 예술적 형식의

생산에 있어서 단순히 대중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동성애를 예술적으로 변형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이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어나고 있다

한기언의 교육 패러다임의 틀을 근본주의에 기반하는 것은 세계주의에 의해 촉진된 문화의

상대화와 균질화에 대한 대응으로 유용하지만, 교육적 신념으로서의 '멋'의 보존, 지속, 및 발전에

대한 적용은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도 한다.

1) 중국 풍류와 신라 군사 문화의 융합으로 초기 화랑 형성론을 지지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초기 한국 토착 문화에만 근거한 다양한 기존 이론에 도전하여 동아시아 동성 역사와 보다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한국의 동성 문화론을 도입, 즉 -à 신라 군사 전통 형태 – 신라 – 진나라

풍류 = 삼국 통일 전의 화랑

2) 전쟁 없는 통일 신라 시기에 화랑 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화랑 형성의 제 2 단계

이론, 즉 미륵화를 지지. 즉 -à 삼국 통일 전 화랑 형태 – 통일 신라 – 양진 나라/백제 미륵

문화 = 미륵 선화 문화

3)

4) 위의 이론을 바탕으로 신라 화랑의 풍류 유산 (legacy)을 이론화. 신라 시대 이후부터

근대성까지 이어진 한국 청년 교육과 청년 생물적 생존/사회적 출세 전략을 다층적 (3 단계의)성

질서 내에서 ‘멋’ 교육으로 개념화, 또한 예술적 형태로 '풍류'로 표현 ('멋' 문화 경제 속에서 다른

형태의 풍류와 조화롭게 융합)

5) 근대에는

근대회된 전통 형태– (주체) – 성혁명 -지구화 성 정치 = 동성애문학 공식에 따라, “멋”의

새로운 예술적 생산을 포함시키면서 현대 한국의 동성 문학 이론을 ‘멋’ 문학으로

이론화하여 전근대 전통과도 연결.

5)한국 동성 문학을 탈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모델로 제시

한기언에 따르면 ‘멋’은 오늘날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주로 자리 잡고 있는 인간 발달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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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는 사회/정치/문화적 변화 속에서 ‘발전과 통정’의 과정을 통해

창조적으로 변화하는 한편, 글로벌 자본주의에는 시장 확보, 확장을 위한 개입, 그리고

해체하고자 하는 지리적 주권, 그에 상응하는 정체성에 기반한 “본질” (기초) 유지가 있다. 신라도

‘한국 문화는 즉 신라 문화’라는 신채호의 주장과 일치하게, 주권에 기반한 전통 개념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멋’의 창의성의 기원이 되는 고조선, 고구려, 그리고 신라의 세 기초 문명이

모두 삼국통일을 성취한 신라를 통해 현재에 전승되는 삼위일체인데, 고려, 조선, 그리고 근대

시기를 거치면서 실질적인 변함 없이 전해 내려 온 (틀림 없는)본질 (정수)로 작동하고 있다. 신라

시대 이후 유교가 지배적인 문화나 이데올로기로 색채된 어느 시대에도 한기언이 한국적 인성의

'본질'에 대한 독창적인 기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점은 그의 ‘멋’ 이론이 한국

동성애사 이론 구축에 적합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연구자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한기언의

삼위일체가 의미하는 바는, 그의 '멋 개념'은 본래의 ‘풍류’ 혹은 ‘멋’의 ‘원산’인 화랑 문화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것인데, 신라 화랑의 전통이 '멋'의 근간이자 전승통로라는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유교 사회에서 특히 묘청의 난(고려 시대)으로 인해 불신을 당하게 되었고,

그 후 화랑의 멋 정신이 외부 세계 보다는 '잠재 의식'에서 주로 ‘작동하기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냈을까. ‘멋’은 유교적 독단주의와 엄격한 도덕적인 세계와도 구별되는 건지, 이 부분에서

한기언의 뜻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식 유교는 원래 중국 사상에서 일찍이 삼국 시대에 수입되어 적용되었지만, 멋은 고대 한국

시대에서 유래하여 신라 문화를 통해 전해지는 토착 문화적 특징을 지닌다. 고려, 조선, 그리고

근대 한국은 한기언의 '발전과 통정' 과정을 통해 '멋'을 계속 전달하고 발전시켰지만, 유교적

통치와 유교적 교리 아래에서 수 세기에 걸친 멋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특징적으로는

이질적인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그의 독단적인 담론에서 멋의 풍류 표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교는 풍류 표현을 실질적으로는 용인했지만 한국 풍류의 예술적이든, 일상적 표현이든,

유교 의식 (儀式)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교 문화적 지배 시기를 거치면서 ‘멋’진 성격과 ‘멋’진 활동이 대부분 공식적인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표현은 여전히 유교적 세계관을 벗어난 문제로 유교

전통주의자들에 의해 대부분 인정되어 왔다.

유교자들은 최근에 동성 표현을 주로 국외의 영향과 연관시켜 왔는데, 다음은 인권과 성

시민권을 요구하는 정치 활동가의 주장을 통해 동성 표현을 보는 유교의 대표적인 사례를

탐구하고, 때로는 그들의 수사학을 날카로운 외국 구호로 표현하고 점점 더 외부 글로벌

자본의 도움을 받는다. 동성 문화 표현이 공격적으로 정치화될 때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일방적인 문제로 쉽게 간주될 수 있다. 자유방임 정책을 채택하면서 원만히 이루어지는 동성애

표현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유교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1990 년대 이후 한국에서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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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고 때로는 연기적이며 드물지만 고의적으로 갈등적이기까지 하여

'유교 인권'은 이론상 내면 규율, 내면수양의 개념을 촉진했다. 한상진은 그의 견해로는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외국의(글로벌) 영향에 주의를 집중했다. 그러나 멋 이론은 급진적

정치를 한국 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욕적인 내부 규율보다

창의적인 멋 생산을 의미한다. 긴 역사를 보면 한국 ‘동성애자’들이 세계 문화를 ‘멋’으로

'편집'하면 한국의 문화 생산이 질적으로나 받아들여지는 면에서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멋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한기언의 멋이론을 교육이론과

인간발달론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멋 이론은 정교 유교 교육 이론이나 인생관, 인간

발달론과 동일한 것인가? 유교적 인권운동을 간략히 살펴본 후, 멋 이론이 창의성의 요소를

추가하여 유교적 세계관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평한다.

유교적 논증 강화

'한강의 기적'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자 유교적 정서의 공동체주의가 한국인들의 경제발전을

도왔다는 관측은 (자애로운 부성 국가가 충성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 결과로서 구상되었다)

산업화를 위한 한국인의 대량 동원은 세계 경제학자들에 의해 처음 주목되고 이론화되었는데,

특히 IMF 이후 이론은 동아시아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부활된 유교를 통해, 38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새로운 인권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길로서 이용되었다. 유교는 "세계화의 붕괴하는 힘에

대항하는 가치 있는 형태의 공동체 생활"을 지지하는 동시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개인주의를

파괴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안되었다. 고대 유교 문헌과 보다 최근의 유교 이론에서

가져온 추상적인 개념에서 새로운 유교 운동을 실질적인 사회, 정치적 변화로 만들자고 하는

민족주의적 충동을 통해, 유교적 윤리관을 현대 세계에 적응시키기 위한 전략이 모색되었다.

유교인권의 초기 주창자 중 한 명인 한상진은 동아시아 인권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했는데,

(한편으로 투웨이밍의 동서적 혼합적 관념에 따르면서) 동양에서 무조건 서양의 인권 가치를

배제해야 하는 동서양 갈등모델의 맥락에서 제정될 수 없다고 언급했지만, 그는 그러한 점이

                                        

38 1990 년대 후반, 하버드 대학의 Tu Wei-ming 은 "유교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를 옹호하는 데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유교에 있어 버려야 할 권위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개념을 피하고, "동아시아 (경제적) 근대화를

위해 그 가치를 포용"하고, “도덕적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중요성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비평가들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서구의 개념에 회의적이면서 유교 운동 자체에 대해 보편주의가

명확하게 가정되었고, 또한 “도덕적”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누구에 의해 정의되고 어떤 권한을

사용한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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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서구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진에게

동아시아인은 서구의 렌즈로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보아야 한다. 한상진에게 이것은 인권이라는 개념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탐구를 하는 것을 의미했고, 문명간의 충돌이 아니라, 생산적인 대화 (96 년)였다. 사실, 이러한

접근은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현재 동양에 존재하는 서구적 가치들이 동양에

스며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서구의 단점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한상진의 견해였다. (97) 39 그러나 그의 주장이 구체화되었을 때, 그것은 그가 이전에

비판했던 매우 이원론적이고 대조적인 동서양 갈등 모델, 즉 논쟁거리로 여겨졌던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 서양에 비교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특정한 비전 (방향)으로 퇴보하는 일에

항상 가까웠다. 우선 이혼 권리에 대한 그의 비전의 의미를 살펴보자. 여기서, 우리는 그 ‘답’에

대해 그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고방식이 관심의 대상이다.

IMF 위기를 계기로 한 한상진은 국가의 악화와 노동운동의 쇠퇴, 과학에 대한 신뢰,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글로벌 변화, 그리고 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혼율 증가,

미혼모, 그리고 동성 가족이 가족을 위협하는 세 가지 요인으로 가족구조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 사이의 긴장으로

보여 짐으로써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멋' 이론과 다르게 볼 수 있을까?)

먼저, 특징적으로 그는 개인과 공동체의 주권(사회성)40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가 "좋은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의 중요성을 옹호하기 시작하면서 개성과 공동체 사이의 갈등은 구체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개인을 억압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는 전통적인 집단주의” (99)와 같은 성격의

공동체가 아니며,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을 ‘왕따’시키는 관행과 집단심리는 인권의 적이다”라고

그는 진술을 명확히 했다. 즉 “기존의 관행, 권위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적으로,

협력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상진은 개인과 공동체 간의 성공적인 협상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 그는 좋은

                                        

39 한상진, <인권의 질 (質)과 문화적 정체성—동양의 문화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이유>. <<인권평론>>, 12 월, 2006.

40 “어린 유년기부터 개인의 중요성이 일방적으로 강조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내면 세계 안에 공동체의

자리가 갈수록 협소해지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이것은 그 만큼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를 하나의 유기적인

과정으로 종합하는 과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한상진, 위의 글). 한상진의 이런 관찰은 글로벌 성(性)이

바탕이 된 전후 성혁명과 관련이 있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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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내면수양’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other-mindedness)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또는 그가 말하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는 “인간의 내면을

응시하는 섬세하고 치밀한 감각”을 보여주기 위한 제자들의 인생 경험이 담은 ‘생애사보고서’를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의식이 공동생활의 경험을 새기고 있는" 개인 차원에서 인권의

"미소화"를 보여주기 위한 5 가지 사례 연구로 되어 있다 즉 1) 장님 아들을 부끄러워하는 가정,

2) 종교적 이유로 자녀가 헌혈하거나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는 부모, 3) 남자 법대생들이 여성의

외모로 여성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성, 4)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야만 했던 학교, 5)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음악 분야에서 직업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고등학교

학생이 그것이다.

한상진의 사례연구는 '도덕적 논쟁거리'로 보기 어렵고, 의외로 '가벼운 이슈'로 판단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일상적 인권을 의식하는 성공 사례를 보여주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인권’의 차원에서는 아마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일상 생활 인권의 교훈보다 다른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나마 ‘의심스러운 등가성’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에 가까운 것이다.

다섯 개의 사례 중 첫 번째 사례에서는 제보자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시골에서 맹인 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에 대해 아무에게도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족들은 아무도 그들의

장애를 가진 아들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제보자는 말했다:

어렸을 때 내 일기를 지우던 어머니의 모습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더 이싱 어머니 눈치를 살피거나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데 누구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우선 가장 친한 고등학교 친구에게 내가 그 동안 왜 거짓말을 했으며, 지금은 왜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지,

동생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남들에게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왜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나는 그 순간부터 10 여년 전부터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버린

듯 속이 후련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다 … 나는 그런 사실을 남들이 알게 될까 봐 항상 조심했다. 일기에 나도 모르게

동생이 앞을 못 본다는 내용을 적을까 봐 신경 썼고, 주위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알까 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가족이야기, 특히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돌리고자 노력했다. 동생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으면, 어머니가 …[만들어진] 대답을 적당히 둘러댔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고 동생에 관한 이야기는 나에게

금기시되었다... 나는 사실 메마르고 정이 없는 위선자가 아닐까? 동생을 위한다고 집에서는 잘 돌봐주면서도 왜 밖에

나가서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 하는거지? 나중에 엄청 후회하면서 생을 마치겠지!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아왔구나! 남에게

동생이 장애인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뭔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사실을 말할까? 이런 생각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나를 더 괴롭혔다.” …나는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나이가 되었음을 느꼈고, 그것은 나를 오랫동안 짓눌렀던 동생에 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상진은 억압받는 개인이 어떻게 의식 변화, 유교적 ‘내면수양’을 통해 가정과 사회의 부도덕한

상황에 대한 내적 결의 (유교의 ‘덕’과 유사한 것)를 찾을 수 있는지, 미시적 차원에서 “태도

교정”을 통해 ‘인권 의식'과 양립할 수 있는 개인 구원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행위 주체의 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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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행위주체와 행위객체를 동시에 따져 보는” 인권과 구별된다. 그는 '개인적 태도 교정'을

적용해 5 가지 사례 연구에서 보여준 성공이 그가 말하는 1) 이혼율 증가, 2) 미혼모, 3) 동성 가족

(same-sex families) 과 같이 좋은 공동체에 가장 큰 위협으로 꼽는 문제들로 전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진은 동성 가족의 사례를 자세히 탐구하지는 않지만, 이혼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는 독자를 위해 사례연구에서 장애인 동생을 둔 여성의 사례처럼 이혼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적인 ‘내면 수양’ 과정을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인권이 확대되고 있고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수성을 피하면서 41 일반화를 고수하고

있지만, 공동체 관점에서 볼 때 이혼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특정한 비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민주적인 가정을 꾸려갈 권리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혼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 가족

공동체가 깨졌을 때 구제 수단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웰빙을 더욱 진작시키는 일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특징짓는 의사소통 과정 등에 주목하여 상호작용적으로 공동체의 복리에 접근하는 것이다.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방법과 수단 등에 관해 지혜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99)  

한상진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민주적인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이혼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태도42를 지지한다. 그의 눈에는 이혼의 권리가 인권과 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며, 오히려 서구의 특징이라고 보는 지나친 개성 (excessive individuality)과는

대조적으로 동양의 새로운 인권 담론을 형성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43

                                        

41 ‘개혁’은 한상진에게 중요한 개념이며, 행동 준비로서 엄격한 이론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초기 강조는 전혀 부정할 수

없다. 1980 년대 초, 그는 저명한 서구 사상가들의 이론에 의존하여 의식의 개혁을 제정하기 위해 의미의 흐름을

확산하기위한 준비로서 이미 이론을 찾고 있었다 (<의식 개혁의 기본 조건과 방향> (현대 사회, 1981 가을호) 한국인을

놓고 말한 것일까. 그러나 한국의 맥락은 그 자신의 이론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1990 년대 초 유교 부흥주의가 그의

탐구에 대한 답으로 등장한 반면, 한상진은(이혼이나 동성애 결혼의 문제처럼)  실제 상황을 다루기 위해 유교를 사용하는

명확한 이론이 부족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목전의 이해 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이론”의 부재는 그의 행동을 이론화

하는 능력을 제한했다고 볼 수 있다.

42 연구자는 한상진이 무과실 이혼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전애리의 픽션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참조. (아내가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가해자에게 도전하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적응 속에서 구원을 찾는다.)

43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는 지역 사회의 특정 비전을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주장은 실제로 특정 인권 개선

자체에 대한 호소를 통해 방어되는 것이 아니라, 동서양의 반대되는 이진 구조 내에서 위치를 놓고 다투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균형”이라고 주장하는 이 움직임은 실행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멋’과 같은 창의적인 구조를 사용하여 개인

/ 공동체와 동/서양의 이중성을 넘어 생각(초월)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여기에 서구와 구별되는 동양의 눈으로 인권의

질을 높이고 인권의 양면성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보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사실 한상진의 분석은 종종 ‘양면성’이라는 용어를 불러 일으키는데, 그에 기초하여 표면상 이혼권에 대한 빈약한 논쟁의

조건을 설정했다. 그의 시스템을 홍보하기 위한 추진에는 타협과 흔함을 포함한 이원론 내의 ‘손실’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의 이원론적인 우선순위 이외의 창조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비정통으로 이해되는 창의성은 정통 체제에 위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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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 발전한 인권은 갈수록 압도적으로 개인주의 사상 또는 개인의 선택인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개인화

(individualization) 경향이 서구 문화를 휩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가정의 해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100).

우리는 여기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개인 위주의 인권, 개인 지상주의적 사고의 틀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우리가 서구 문물을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어야만 하지만, 이런 단결을 추종하는 것은 커다란

실수다. 반대로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웅호하고 그 자유가 위협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민주적인 공동체에 대한 권리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상진에 대한 가장 좋은 비판적인 반응 중 하나는 이승환의 주장인데, 이승환은 의리와

정의가 충돌할 때 사적 (私的) 의무와 보편적 의무 사이의 갈등 문제를 따져 본다.44 공동체주의적

윤리관과 현대 자유주의의 윤리관을 비교하면서 이승환은 두 가지 모두에서 단점을 찾았고,

한국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제 3 의 윤리관”을 추구하고 있다. 즉 그는 둘 사이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 일별 이승환의 논의에서 한국 근대 문학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거의 없을 듯 하나, 한국 동성애 문학을 어떠한 의미에서는 동/서양의 혼합물로 보아야 할 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모순을 풀지 않고 그냥 남겨 두는 결과를 낳더라도/의미하더라도

한상진이 피하고 싶어하는 “더 많은 서방”과“덜 동방”의 ‘해결책’보다는, 한기언의 ‘멋’ 이론이 더

나은 해결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같다. 사실 한국 동성애 문학은 “제 3 의 윤리관” 또는 “멋

창의성”의 훌륭한 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한기언의 ‘멋’이론은 이승환이 제기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서 멋 창작 공식에는 ‘전통’과 ‘개혁’을 모두 포함시킨다는 의미로

한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해석된다.

한상진이 내세우는 개인의 ‘내면 수양’은, 자기 규율, 타인/사회에 대한 불편/부담을 주는 일에

대한 인식 배양을 수반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자유주의적인 서구적 가치를 제한하며 부정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그의 주장에서 우리는 인간 성장에 대한 긍정적이고 ‘개혁’ 기반의 유기적인

이론의 정신이나 실질적인 해결책과 이해 (理解)를 찾는데 있어서 창의성과 자기 개발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어떤 틀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되기 때문에 가족/공동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력은 촉진되지 않는다. 요컨대 그의 접근 방식에는 강력한 창의성이

부족하다. 이것은 ‘억압’과도 너무 가깝다. 즉, 그에게 건강하고 행복하여 민주적인 가정은 ‘부정’을 의미한다.

44 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이승환은 유교의 전통을 바라보기 위해 덕이나

내면 수양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에서 전권 개념으로 복귀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의 유교와 자유의 가치 양쪽을

지지하지만 ‘의리’보다 ‘정의’에 더 치중하고, 유가가 “권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또한

전통 도덕은 ‘덕’으로 해석되었지만 그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도덕적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유교 사상이 ‘내면

수양’뿐만 아니라 ‘정치 철학’이라고 주장하고 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덕윤리와 권리중심의 윤리 문제, 공동성과

사익, 화합의 윤리 와 주장의 윤리, 그는 자유주의와 유교 인권 운동 양쪽 모두에 직면하는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유교가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가 두 사회철학에 대한 상호비판을 통해 미래의

대안을 고민한 결과,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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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관점의 변화일 것이다. ‘멋’의 장점 중 하나는 창의력과 자기 개발을

통해 사람들이 사회적 이익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개개인의 영역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보다 멋에 기초한 내면수양, 즉 멋의 창조, 멋에 기초한

인간형성은 선한 민주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개인 수준에서 (한기언의 논리를 따르면)

너그러움 (슬기로움, 인자함)의 가치를 촉진할 것임으로 이는 형제의 지체장애에 대한 수치로

이어지지 않는 너그러움의 가치를 촉진한다.

1972 년 한기언의 선비 개념과 1990 년대 한상진의 선비 개념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한기언은 박지원의 선비관, 즉 “이상적 인간상으로서의 최고 수준을 항상 지향하며, 그것을

견지하는 일의 준렬성 (峻烈性)”이라는 식으로 따라하면서도 그는 전통적인 모델이 아닌 '현대적

선비'를 고집한다. 즉, 한기언의 현대 선비의 주된 덕목은 “글만 선비”로 요약될 수 있는 박지원의

<<양반전>에서 묘사되는 선비의 소극적, 무능함이 아니라, 오히려 <<허생전>에서 허생 (許生)이

자신과 가족이 생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판단한 후 그의 응용능력을 발휘하고,

나아가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일에 성공한다는 것을 선비의 주된 덕목으로 본다. 계급,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檢束" 등 한기언은 이를 거부하고, 대신에 "직업이 무엇이고 간에 각계 각총에서

탁월한 능력자요, 도덕인, 그리고 “역사적 의식인”을 옹호한다. 이것을 그는 '멋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45 따라서 자기수양은 한기언에게 은둔자로서 하는 수양이 아니라 실생활의 상황에

순응하며 자신의 노력에 조화롭게 성공하는 인물이다. 한기언은 <<擊蒙要訣>>, 특히

<持身>(3 장)에서 율곡의 아동교육을 위한 권고를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구체적인

일상 (世俗雜事)을 성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기언의 실학적,

긍정적인 강조는 한기언의 긍정적인 실학적인 강조는 한상진의 소극적, 방어적 강조와 대조되며,

멋 있는 사람이 항상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마음과 긍정적인 사회 참여와 비교할 때,

두려움과 불안에 더 동기 (動機)를 부여받는 것처럼 보이는, 멋을 덜 보이는 유교인의 소극적,

방어적 강조와 대조된다.

그러한 점에서 한기언의 국제화 개념은 서로의 자율성과 덕에 기반한 인간상의 강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이해로 특징지어지며, 우월과 열등 따위의 기준이 사라자고, 서로

다른 강조점을 지닌 동급의 대등한 자 사이의 만남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에게 빌려 고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지어 권장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근본 (기초)을 떳떳하게 유지하면서

자기의 역사(근본)를 알고 자기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굳게 유지하고 나라의 이상에 부응하려

한다.

멋 교육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기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마술 지팡이(magic wand)가 아니지만,

                                        

45 한기언, <’선비’의 비교교육 철학적 해석> <<교육학연구>> 제 10 권 제 2 호, 1972. 69-7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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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의 장애에 대한 수치심, 2) 동성 결혼에 대한 요구, 3) 증가하는 무과실 이혼의 경우, 세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멋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회 이슈를 이단으로서 거부하기 전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문화로 번역하는 것을 익혀 실험하려는 경향이 있을 터인데,

이와 같이 멋기준 교육이론을 적용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은 자기 극복을 의미하며, 이는

<持身>에서 강조된 원칙인 克己이 본래 군주가 자신의 탐욕(욕망)을 이겨낸다는 의미와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46 멋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형대적인 ‘실학’ 선비는 자신이 보살피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 (자연적 돌봄)가 있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살피고

싶지 않을 때도 돌보아야 할 윤리적 책임 (윤리적 돌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Noddings 의 현대 교육학론의 핵심 원칙과 맞물려 있기도 한다. 47.

윤리적 멋 접근법으로 확률적으로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더 크며, 자신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기대할 것이다. 딸 자신이 멋 정신으로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남동생에 대한 개인적 수치심은 긍정적인 보살핌의 정신으로 절제되어 그 정신으로

동생을 보살피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딸의 '멋' 정신이 반드시 장애아동 지원단을 꾸리는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멋' 돌봄은 부끄러움과 어색함을 수반하지 않으며 그러한 감정을 갖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멋' 돌봄은 부끄러움과 어색함을 수반하지 않으며 그러한 감정을

갖는 것은 이상한 것으로 간주 될 것이다. 48 동성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멋 기반의 참여는 --

이것은 다른 모든 문제에도 해당될 것인데-- 동성애자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과, 또한 제안된

                                        

46 “克己工夫 最切於日用이니 所謂己者는 吾心所好 不合天理之謂也” (스스로 자기를 이기는 공부가 가장 일상 생활에

요긴한 것이다. 이른바 자기라는 것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에 합당치 않을 것을 말한다).

47 한국인이 이상적으로 ‘멋’ 민족이라면 2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인들은 많은 면에서 ‘탈멋’ (anti-meot)민족이 되었다.

원자화되고 개별화되어 온 전후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돌봄 이론-- ‘자기 중심적 돌봄’ (self-centered care)이 아닌 ‘타인

중심적 돌봄’ (other-centered care)가 ‘개혁적’이라고 여겨졌을 정도이다. 그녀의 "개혁"은 보다 응집력 있는 사회에서

단순히 상식인 것 같기만 하다. Noddings 의 배려 이론에 대해서는, 이명신, <<Nel Noddings 의 배려교육론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박사논문, 2008. 정윤경, <<나딩스의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한국 교육>> 제 27 권, 1 호, 2000.

이미식, <배려의 윤리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열린교육연구>>, 제 11 권, 2 호, 2003. 109-

129 쪽. 배려 교육을 독립성과 합리성보다 감정과 인간간 관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으로는, 유재봉 외,

<배려교육론연구: 자유교육론의 대안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제 11 권, 1-21 쪽. Goodin, Robert. 1996. <Structures

of Political Order: The Relational Feminist Alternative.> Political Order: NOMOS 38: 498–521. 미국 사회의 지역 공동체

붕괴에 대해서는,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Simon & Schuster, 2000.

48 근대 이전에는 장애인을 사회에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사회 체계가 존재했다. (주윤정, <한국 시각장애인 직업권

형성에 관한 법사회학연구>, 서울대학 사회학과 박사논문, 2012. 66-105 쪽). 주쥰정의 연구는 경전 낭송, 시각장애인들이

점쟁이 등으로서 종종 유익한 삶을 영위했다는 사회면을 보여준다. 근대 조기 선교 교육을 거쳐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이

다시 수정되고 식민지 시기에 장애인 교육의 일본화를 통해 다시 수정되었다. 해방 후 ‘불구자’ 개념, "장애인" 등에 대한

보다 합법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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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할 것이다. 양쪽이 멋진 행동을 보일 때 상호존중을

기대하고, 구심력처럼 각자의 입장에 대해 같은 넓은 마음 (너그러움)과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동성애자 정체주의자는 한기언이 '적당주의', '눈치철학'(33)이라고 부르는 것을 적용하되, 더

높은 목표인 멋진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 한기언은 1972 년에 쓴 저서에서 사회가 ‘멋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당시 교육자들은 이미 멋이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가식적인 용어임으로 여기고, ‘멋’이 ‘참멋’보다 ‘겉멋’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한기언이 안타깝게 보고 있으며, ‘멋’은 고전 시대의 엘리트 문헌에서 찾아지는

용어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의 살아있는 단어임을 강조한다(34). 높은 이혼율이나 무과실 이혼에

관해서는, 멋교육의 강조는 안 좋은 결혼 페어링을 일으키고, 또한 결혼 생활에 불화를 일으킬

배우자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것으로 보인다.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한국 근대화 신화와 민족정체성의 신화는 과거에 여성들을 얼려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선비 개념을 공격했다. 미술사학자 신지영은 풍류의 예술적 정신을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적대적인 남성적 예술적 정신… 술과 여성에 의지해 스스로를 딛고

일어선다”라고 부르며, “전통적 남성성을 되살리는 것은 전통적 여성성을 이상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49 이에 한기언은 현대 여성도 남성선비와 같은 특징을 지닌 선비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위의 글, b 71). 그는 여성의 미덕 가운데 정조 (貞操)의 가치를 포함하는데, 신지영은

'정조가 취미'였던 근본적으로 근대화된 나혜석의 모습을 시작으로 이중잣대를 내세우며

항의한다. 그러나 신 마르크스주의나 해체주의적 언어를 사회 문제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것처럼 글 잘 쓰는 자이자 날카로운 비평가인 신지영은 남성을 비난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포스트모던 해체주의의 유행을 따라 선비를 가치없는

존재처럼 비방하는 일에 몰두하는 한편, 신지영은 전통의 '최악'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전통을

최대한 활용하는 현대 여성 선비 문화의 긍정적인 구성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 사실 그 과제가

더 생산적인 일이고, 미래 '위대한 여성 미술가'를 만드는 더 구체적인 길이다.50 그러나 신지영은

                                        

49 Ji-Young Shin, Writing Women’s Art Histories: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y in South Korea and the Tradition of 

Masculinity in Abstract Painting. 박사학위논문, The University of Leeds, School of Fine Art, January 2004. P. 48. 신지영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는 것은 그녀의 글은 미술학 방면의 페미니즘 연구의 훌륭하고 수상의 경력이 있는 예이기

때문이다.

50 신지연, <왜 우리에게는 '위대한' 여성 미술가가 없을까?" - '한국성' 정립과 '한국적' 추상의 남성성에 대하여>

<<현대미술사연구>> 제 17 집, 2005. "페미니즘 없는 유교적 페미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Li-Hsing Rosenlee “A Feminist Appropriation of Confucianism”. <<Confucianism in Context: Classic Philosophy 

and Contemporary Issues: East Asia and Beyond>>, SUNY Press, 2010. 같은 책에서 Robert Neville 의 '보스턴

유교주의'(145-173 쪽) 에세이는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속에서 조화를 추구한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잠재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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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언의 암시와 달리, 여성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통 개념에 긍정적으로 업데이트 (멋

창조)하지 못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녀의 개념적 도구가 신마르크스주의적이거나

엔트모디이기 때문이다. 멋 지향적인 사람에게는 정치화된 남성이나 여성을 넘어서, 만인의 유산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한국인”이 서 있다. ‘남성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볼셰비키나 탈멋보다 훨씬 더 나은 “한국성”인데, 한기언은 적어도 교육적 미래를 구축하고 젠더

분단보다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긍정적인 개념적 도구를 제공한다.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처럼 과거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이루져야 하는 선비의 부정적인 특성에

대해 다시, 한기언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변혁적이고 멋적인 관점을 취한다. “글만 읽는 선비”라는 통념을 청산하고

<허생전>>에서 선비의 긍정적인 측면을 취하여 현대의 선비를 여러 방면에 능하고 도덕적이며

역사적 의식(이 점은 한기언에게 매우 중요하다)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특성을 ‘멋

(‘정수와 유아의 경지, 한국의 생활철학) 있는 사람’을 구성하는 한국인의 이상상으로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한기언이 한국의 '선비' (士)를 중국의 君子, 일본의 사무라이(侍)와 비교한 동기는

멋의 '뚜렷한' 독자성 (유신 사상을 상기시킨다)을, 다른 교육철학과 구별 (“뚜렷한 특이성”)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에 있다면 (한기언, 위의 글 (b)) 왜 선비이며, 사무라이와 비슷한 화랑의

인간상이 아닌가라는 이유를 물을 수 있다. 한기언은 화랑을 선비에 이미 잠재된 존재로 보기

때문에 화랑을 인간의 이상상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기언은 한국의 교육적

인간상을 군국주의적인 사무라이와 구별하면서 한국적 인간상이 군국주의적 화랑보다 학술자,

자기수양, 평화 지향적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역사 전체의 지배적인 특색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인은 武士的이라기 보다는, 즉 文武兼備人이로되, 평상시에는 學德兼備人인 端雅한

文士인 선비라는 것이 맞아 들어 간다. 다만 國家危急인 때에는 자기 一身과 생명을 돌보지 않고

奮然히 일어나 外敵을 막아내고 義兵將으로서 활약도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선비는 그냥 문약한

존재의 대명사가 아니며 (70-1) 마찬가지로 선비는 한기언의 멋진 지적처럼, 여성을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이상(以上)은 가상의 선비를 이론적으로 소극적인 수동적 관성 (慣性)이 아니라, 허생(許生)처럼

긍정적인 행동자로 보는 멋 이론을 통해 유교가 강화됨을 묘사했다.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문제를

이와 같이 해결 찾기를 도와주는 멋 태도는, 앞으로 살펴 볼 전통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창조하는 멋과 같은 멋이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너그러움’과 아울러 ‘씩씩함’

기반의 내면수양을 활성화할 경우 (예를 들어, 누나-동생 관계에서, 인권 협상에서, 또는 결혼

생활에서) 쌍방 모두에게 협력심과 신뢰성을 증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가치의 양 (量)이

높아지고, ‘빼어남’ 중심의 내면수양이 촉진되면, 어질음과 향기로움을 촉진하여 주체 (사람)이

자신의 문화의 규범에 저항하고 정치화 하도록 유도하는 그 문화 밖의 “해방” 담론보다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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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패러다임안에서 그의 꿈과 욕망을 충족하도록 이끌면, 도덕성은 사적 및 사회적 경험을

풍요롭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지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적극성과 창의성 보다 스토이시즘이나

'자기 억압'에 호소하는 것은, 동아시아 문화권 밖 (혹은 내)의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데

있어서 유교적 인권 운동의 제한된 성공의 이유와 무관하지 않은 한편, 유교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교가 세계주의의 문제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을 관리하는 한상진의 입장은 한국의

이혼 권리 문제, 동성 결혼 문제 그리고 기타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놀리식한 금욕주의와

자기 억압을, 마치 이 모든 것이 자기 규율의 동일한 적용으로 관리 가능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창의성은 없다. 사회 문제를 다루는 데 그의 권고에서 단호하게 제시된 한상진의 "내면적

수양"은 전통적인 멋 유형의 발전을 장려하지도 않으며, 개혁, 창의성, 그리고 동성 문제의 경우

한국인이 배우거나 문화를 만드는데 대한 충분한 역사적 의식도 고려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정치적 관계, 권력 관계, 하물며 신자유주의의 발상들과 제품들에 대한 시장 공략에 관심이

있는 포스트 모더니티의 "글로벌성", "글로컬성", 그리고 "혼성성" 담론에서 한기언의 멋 접근은

"도덕성"을 재도입하고자 하기에 적절한 한편, 이것이 유교적 ‘법령’이 아닌, 글로벌 침략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저항의 최전선임을 알지 못하는 유교자의 몰각은 지목할 만한 점이 있다.

‘멋’으로 한국 현대 동성애문학: 전통과 개혁의 조화

이상적으로, 동성애 문학사는 과거를 해명할 뿐만 아니라, 과거가 현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암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계획은 다음과 같이 관련 역사적 사례에 한기언의

'멋' 공식을 도입하는 과정을 적용한다. (‘舊+新= 發展’ 공식은 한국 문화사 이론에서 거의

보편적인 개념이지만, 본 논문은 한기언의 '멋' 맥락에서 이를 사용한다.)

먼저 전근대적 맥락에서는 ‘화랑 이전 시기(傳統)’ – ‘신라 (主體)’ – 남북조 풍류 문화 (改革) à

花郞 風流의 출발점 (創造) 51 즉 신라시대의 화랑문화라는 이데 (Idee)를 전통과 개혁의 조화로

보고 ‘외래문화(개혁 요소)와 토착문화 (전통) 형태의 '융합’'으로 이론화 했다. 그리고 현대적

맥락에서는 멋(傳統) –한국 작가 (主體) - 세계화 성문화(改革) -à 한국 동성애 문학 (創造)이다.

신라의 화랑 전통이 먼저 다뤄진다. 신라 화랑 전통은 그의 초기형성 과정 외에도 이후 한국

문화에서 ”교육” (Erziehung)의 영역에서 '동성애 풍류'의 각인 (imprint)이 되어, 전 근대 내내

한국 남색문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본논문에서 평가받고 있다. 935 년 통일 신라의 몰락

뒤에도 살아남은 화랑문화는 고려와 조선에 전해져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경험했지만, ‘교육’

                                        

51 한기언은 '멋'을 인간형성에 대한 한국의 교육철학으로 정의하면서 전통–주체—개혁 à 창조 (멋), 또는 이에 준하는 감

(소재) – 마음씨 – 솜씨 – 창조 (멋)이라는 공식과, 그 세 번째 변형인 내용 – 의지—표현 àà 창조 (멋)이 라는 공식들을

제시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우아, 풍취, 품격, 품위와 함께, 그 공식에서 멋의 ‘표현’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풍류는

한국의 인간형성철학인 ‘멋’의 표현이지만, 반드시 멋과 동등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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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고풍류로부터 저풍류의 호를 지나면서, 각 시기에 다르게 구체화되었다. 군사, 예술,

대자연에 대한 친숙함도 분석에서 고려된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전 근대에는:  

- 중국 풍류(風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면 鄕歌는 어떻게 다르게 읽히는가?

-이후 Erziehung 을 둘러싼 남색 문화의 “각인”으로 이론화 될 수 있는 신라 문헌에서 어떤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가?

-고려 시대 화랑 전통의 쇠퇴를 촉발시킨 사건이 있었는가?

-질서와 위계를 강조하는 조선과 같은 유교 사회에서 남색은 상류층이 규제하거나 언급할 가치가

있는 사회적, 도덕적 위험으로 보지 않았다. 남색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사료의 내용을

기반으로 어떤 기능을 이론화 할 수 있는가?

전근대 시기와 마찬가지로 최근 시기에 대한 본 연구가 (멋(傳統) –한국 작가 (主體) - 세계화

성문화(改革) -à 한국 동성애 문학 (創造)) 로 확인된 중심 '멋' 생성 과정의 '전과 후'를 조사하여

식민지 시대에서 현재까지 그 개요가 진행한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근대 시기 (1900 년대~1990 년대)에는,

-3 단계의 성질서의 윤리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서 미소년 문화만 없는 상태에서 식민

식민지시기부터 민주화 (1987 년)까지 동성애의 의료화, 도덕적 ‘변태’나 정신 건강 문제로서

동성애 담론에 관한 이론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동성애에 대한 식민지 시기 저널리즘의 보도들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한 사건들이 한국에서 성 혁명을 일으킬 충분한 이유였는가?

서방에는,

-엔트모딕 사상의 유입 → 성 혁명 → 글로벌 섹스의 상승을 촉발하고 지속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는가?

현대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성애 문학을 ‘멋’ 문학으로 읽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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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동성애 문학이 미래 세대를 위해 만든 문화적 각인은 무엇이며, 그 각인은

칭찬받을 만한가?

-그 각인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글로벌 성문화의 요소는 무엇인가?

-한국의 ‘멋’ 기초의 동성애 문학은 세계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멋’ 외에 본 논문에 등장하는 중심 용어로는 ‘남색 풍류’, ‘양육’, 그리고 ‘모딕 문화’와 그 반대

측면의 ‘엔트모딕’ 등이 있으며, 민족적, 전통적, 초월적, 국제적, 해체주의적, 그리고 추상주의적

개념 체계들이 제시된다.

여기서 한국의 모딕 성 질서 또는 '3 단계의 성질서'는 미소년애 문화와 신라의 조화에 대한 전념

(손인수, 신라 화랑의 공간, 1996)의 철학적 사회적 가치에 뿌리를 둔 한국의 전통 성체제로서

이론화 되고 있다. 이 문명은 통일 신라 멸망 이후 수세기 동안 살아남은 관용적인 '소년애'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관용을 했다고 이론화 되어있다.

Modic 이란, 인구의 오랜 가치 체계, 그 체계를 확장하고 지속하는 모든 움직임, 축적된 집단적

지식과 경험의 범위를 종종 깊이와 풍요로움으로 표현된 공통적 상징, 신화, 시 및 노래를 통해

일상의 공유된 문화 관행과 규범에 반영된다. 정치적으로 modic 은 다양한 역사적 시대에 다양한

도덕적 및 부도덕한 위치를 가로지를 수 있다. 지도자와 지식인은 항상 국가의 가장 높은 이상을

실현치 못하지만, modic 은 전통적 가치 체계의 핵심, 즉 지속적인 정체성과 영감의 원천 및 생존

이유로서 참조 지점으로 남아있는 "최고의 지혜"를 유지하는 것이다. 역사적 실수를 바로잡고

회복이 가능한 영역이다. 성과 젠더 측면에서 modic 은 급진적 자유, 정체성주의 또는

분리주의보다는 더 광범위한 가치를 의미하는 문화적 보존 / 보수주의 및 책임, 사회적 생산성

및 조화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 모딕 문화는 초월적인 (철학적) modic 도덕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20 세기에 접한, “카바레의 요약”으로 요약 될 수 있는,  “명제적” 도덕 체계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논문의 주변적인 문제는 이 entmody 의 추상화적 전술이다. 오늘날 이러한 전술은

모딕적 권위 / 주권을 무효화하고 모딕적 초월성을 해체하고 대체하는 글로벌 기업 자본주의

혁명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수익과 시장 점유율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 그리고 사회적

결과에 대한 최소의 관심을 가진, 새롭고 유혹적인 광고를 사용하여 "판매”된 탈민족주의적

정체성을 사용하여 자체 오락 위주 추상화를 권위주의적 구조로 만들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은

비꼬아서 적절하게 “전후 합의”라고 불렸다. 52 (R.R. Reno, 강신들의 귀환, 2019.) 처음에 성적 해방 또는

                                        

52 R.R. Reno, Return of the Strong Gods, 2019. 처음에 억압된 욕망의 해방 또는 자유주의적 진보주의로 나타난 entmodic

성 혁명은 최근 수십 년 동안 Modic 도덕 체계를 점점 약화시켰다. 대조적으로 퀴어 이론의 사회문화적 "편집"의

관점에서, 한국은 entmodic 의 가장 위태로운 측면의 과잉과 남용에 대한 비교적 ‘성공’적인 저항의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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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진보주의로 나타난 Entmodic 성 혁명은 최근 수십 년 동안 Modic 도덕 체계를 점차적으로 약화시켰다.

대조적으로 한국은 최악의 과잉과 남용에 대한 대대적으로 성공적인 저항의 한 예이다.53.

entmody 의 부상에 대한 인화점은 두 가지 차원에서 독일의 경우와 함께 다루어 져야한다 : 20

세기 초 청년 운동 관련 동성애 현상과 이후의 N.S. 군대, 그리고 SA, HJ 조직에서의 동성애

현상이다. 후자의 경우, 섹스의 무기화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전쟁 후 1960 년대와

그 이후의 성 혁명으로 확장되었다.

20 세기의 구체적인 entmodic 사상의 예를 검토한 후, 현대 한국 동성애 문학을 ‘멋’의 문학으로

이론화하기 위해 서구와 한국의 동성애 문학을 상대적으로 살펴본다. 이 연구는 '미덕'으로 잘못

제시된 entmodic 메시징에 직접 (그리고 복잡하게) 영향을 받은 '서구'작품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멋을 찾고 식별하는 것을 추구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전통 (멋)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2021 년 한국의 동성애사(史)를 분석할

가치가 있는 이유는 1961 년 또는 1999 년의 중요성과는 다르다. 현재 연구의 목표는 최초의

영어로 된 일본 동성애사에서 언급된 그 저자의 희망으로 인용되는 데이비드 할페린 (David

Halperin)의 추천인 해체주의적 성격의 "급진적, 역사적 그리고 심리학적 사회학"과 같은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매우 현재적인 방향과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급진적 지향성은 그 동성애

역사가 출판된 1990 년대, 즉 신자유주의는 아직 날카로운 권위주의적 독아 (毒牙)를 보여주지

않았고 자유주의의 미래는 낙관적이고 유망해 보인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자유주의 경향을 보인

많은 대학생들의 태도를 반영했는지 모른다. 한국에서 성 소수자 정체성 정치 운동이 처음

들어오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25 여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신자유주의적 기업 자본에 의해 뒷받침되는 성 정체성

정치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고, "권력"의 급진적인 역사적 사회학을 가장 열렬히 요구하는 이들은

이제 모든 가능한 수단을, 그들 자신과 그들의 "권력"이 결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다. 한국 연구자들의 가정을 따르고, 네오-마르크스주의 분열주의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론의 선택은 본 연구의 궤적 자체에서 가장 잘 설명된다.

포스트 구조적 계보적 방법의 유용한 기술인 시간에 따른 변화 (연속성, 불연속성) 제시, ‘기원’

(Origins)보다 ‘효과’(Effects) 위주의 이론 적용 선호, 문화의 구성성,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한 주관성

                                        

53 “전통적인 남녀관계, 그 기초 위에 서 있던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다]. 이혼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미혼모 가정도 늘어나며 동성애자도 법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경우마저 외국에는 [존재한다]. 국가가

이에 대응하기에는 변화가 너무 미시적이어서 속수무책이다… 어린 시절을 한 부모와 함께 보낸 청소년이 갈수록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 개인의 성장사에서 모든 질서가 흔들리는 엄청난 변화가 밑에서부터 일고 있음을 뜻한다.” (한상진

11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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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등은 최근 풍류 연구에도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지만, 문화 해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적 긍정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를 위해, 그 현대의 실천에서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entmodic 과 대조되게, 문화의 기초, "진실"과 "가치"에 대한 신뢰가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현대적 맥락에서 전통의 가치 긍정은 엔트모딕 문화 및 예술적 세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외부 영향의 성공적인 통합과 조화의 역사에는 한국은 잠재적으로 해롭고 불안정한 담론의

검열도 필히 포함되었다. 자신의 모디시티 modicity 의 양식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록된 한국의

전략 중에는 '민족 정서'의 가치를 주장하는 등 문화적 '편집'의 최근 (근대적) 관행을 본연구는

지적한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일제 식민 문화를 다루기 위해 ‘청산’ 프로그램도 도입한 사례도

생각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에서 시장 탐색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 편집'은 최근 들어 서양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재 계보 연구의 주요 발견은 한국의 동성애 문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연속성을

유지했지만, 한국의 3 단계 성 질서는 탄력적이었으며, 근대성과 포스트 모더니티의 다른

측면들이 “편집”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 당국, 사상가, 그리고 일반 대중에 의해 내부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토착적인 3 단계 성 문화는 근본적인 변화나 도전이

아닌, 문화/국가와 이성애 가족과의 고요한 조화가 남아야 한다는 결론을 강조하고 싶다.

유교는 전통적으로 도덕과 질서에 중점을 두었지만 풍류는 자유에 중점을 두었지만 차원은

얽혀 있지 않고 조화로운 전체로 통합되었다.

사회 질서에 대한 한상진의 세 가지 위협은 아마도 풍류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리즘의 아이디어와 시장을 위한 공간 개척을 위해 일반적으로 도덕 trope 와 상(賞

awards) (명성 prestige)을 이용하여, 그를 반대하는 다른 형태의 권위들을 비판, 조작하는 '성

해방 운동'에 직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생각을 통제하는 (특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및

세련된 학술 이론을 통해)것이 세계주의자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일 것이다. 세계주의적

유혹에 대한 저항은 세계주의 세력이 --그 아버지인 볼셰비즘과 마찬가지로 --혁명적 무기로서의

희생 담론, 따라서 아무런 필요한 수단으로든 그 저항 (억압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기로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선호되는 전략인

노골적인 검열보다는 글로벌 콘텐츠를 '편집'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풍류 이론은 이 과정에

대한 유용한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문화적 편집'을 통한 [조화로운 발전과 통정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의식적인 과정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유교자들은 동성 결혼이 어떻게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어 왔는지,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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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이 한국 사회에서 실제 문제인지는 조사하지 못 할 리가 없다. 한편 이것은 단순히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남긴다. 한편, 멋 생산을 분석하려면, 외부 소스와

수용 및 편집 작업이 이루어지는 네이티브 맥락 모두에 대한 더욱더 면밀한 검토가 그 첫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적어도 정보에 입각하고, 미묘한 위치에 대한 인정을 갖기 위해,

그리고 이론적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본 논문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을 실험한다면, 긍정적인 이론이 바람직하다. 멋

이론은 유교 질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인간 형성/발전의 긍정적 인

과정이다. ‘멋’은 또한 동성애 문학론의 주제에 대한 적절한 이론이 될 수 있을지 알기 위해,

무의식적인 과정이 아닌 연구 개념으로서 비한국인들에게 한국 사회의 ‘작용’에 대한 통찰력을

다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키워드는 조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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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전근대 시기의 동성애 의식

2.1 동성애 의식에 대한 각인을 남긴 신라의 '이데아'

한반도에 동성전통이 있었다면 그 문화는 항상 젊은이들의 교육과 훈련에 얽매여 있었다고

가정된다. 그것은 신라가 먼저 그 모체 문화로서, 이어서 고려, 조선 시대에 걸쳐 한국의 남색

문화와 관련된 소수 기록에 나타난다. 이를 초기 가설에 정립하면, 남색의 역사화는 지속성

(양성)과 중단성(유행의 성쇄), 변형 (탈귀족화, 대중화)과 효과 (환경적인 요소)를 찾으면서 각

시기의 관련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이 과제이다. 신라 문명에서는 화랑 문화가 '토종' 문화의

대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신라 후에서도 그 문화가 여전히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었다.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멸망하자, 고려 초대 왕인 태조는 당나라의 신문물과 사상을 도입하면서 화랑문화를

보존하고 궁중에서도 이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고려사>>에 적여 있다. 그

문화에는 ‘실천’도 있었다. 화랑을 관광 문화, 기념하는 장소(유적지)는 많은 사람의 무리를

끌어모았다. 이는 마치 화랑들 자체가 그들의 시대에는 볼거리였던 것처럼 말이다. 선화 (仙化)는

춤문화, 매년 팔관회 축제에서 공연을 했다. 화랑의 또 다른 특징은 교육문화, 고려 시기까지

‘청년 양성’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며, 고려시기에서 생겨난 대중화된 양성문화가

조선에서는 새로운 ‘길 문화’의 형태로 조선풍 남색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 모든 시기에는 유교의 교칙으로 살던 권력층 (사대부)이 남색을 승인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화랑 문화는 일종의 ‘문화 보물’로 인식된 것이기에 그 문화를 반영하는 남색은 처벌을

받거나 글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낙담하지 않은 대중 문화가 될 수 있었다. 이 미묘한

양육(Erziehung) 문화가 일반 성(性)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했으며 평범함, 심지어

일상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를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라시대 화랑의

엄청난 문화적 영향을 이론화해야 한다

2.2 창조: 미륵화(化), 화랑(선화)의 양성

전통-주체-개혁 à 창조

전통 – 신라- 개혁  à   화랑 단체 (à 풍류)

한기언의 ‘멋’ 공식 (‘전통-주체-개혁 à ‘창조’)에서 ‘창조’의 전제 조건인 ‘개혁’으로부터

시작한다. 신라 시대에는 화랑 옆에는 반드시 교육자 또는 멘토 (승려 낭도)가 있었는데, 그

역동성을 더욱더 굳건히 한 가장 중요한 발전 단계는 화랑의 제도적 설치 (576) 후에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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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의 ‘미륵화’ 강화 단계이다.54

이와 관련하여 화랑 문화의 두 단계 (즉, 화랑의 제도화 단계와 백제 문화 유입에 따른 초기

미륵화 단계)는 확실해 보이며, 이 후자에 대해 통일 (676) 이후, 청소년의 ‘미륵상’(像)이 국가에

의해 강화되고, 불교가 대중 종교로 확장되면서 선화 (화랑)숭배 문화 (cult)로 더욱더 강화되는 두

번째 발전 단계로 볼 수 있다. 통일 후 왜 이러한 ‘미륵 신앙에 대한 국가적 강화’가 일어났을까.

먼저, 讀書三品科이라는 원성왕 재위 (785-798) 때의 정부에 의한 제안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

이후 계급 기반의 화랑 체제의 역할의 필요성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능력

기반의 방법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유교식 기준의 인재 모집과 채용이 요구되었다. 그 제안의

실제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왕권과 화랑 체제가 약화되었다는 시사가 담겨 있다. 둘째, 화랑은

주로 군사 조직으로 설계되었지만, 통일 이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었다. 전쟁 없는 새로운

맥락에서 화랑의 존재이유는 문화적, 홍보적 (이미지) 문제로 옮겨간 것이 '소년 미륵' 을 낳았다.

이제는 전쟁 준비를 벗어나, 예술, 종교 의식, 그리고 시각성, 스펙터컬, 즉 공개 연기의 영역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셋째, 통일 이후, 서로 다른 민족을 통일하기 위한 상징이 필요했다. 통일 전

백제에서 유행한 신념이었던 ‘지상 [地上]의 미륵불’에 대한 의미를 격상시켜 신라인들 뿐만

아니라 백제인들과 고구려인들에게도 어필할 수가 있었다.

새로운 통일 신라 맥락을 배경으로 화랑체계의 새로운 전개는 더 화려한 의상과 여성화될

정도로 얼굴에 많은 분(粉)을 사용하여 더 많은 대중의 숭배를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화랑의 ‘변신’으로 인해 미륵불 하강’으로 이어졌다. 55 그러나, 화랑의 사회 종교적 격상에 따라

승려 낭도의 사회 종교적 지위도 그 만큼 올라갔다. 전사의 교육자이자 보호자 일 뿐만 아니라,

반신 (半神)의 보호자 역할로서의 그의 역할은 격상되어, 조정과 대중의 눈에서 경외심과 존경의

새로운 수준으로 상승되었다. 따라서 왕실, 대중과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스승과 학도

사이의 새로운 관계로 이어졌을 것이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런 변화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 신라 중기 화랑의 목격담은

단 2 개 뿐인데, 하나는 화랑 혈통으로, <<世紀>> 의 저자인 김대문(7 세기후반~8 세기초반)의

화랑에 대한 목격담으로 <<사기>>에서 몇 마디 인용되어 있다 "어질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54 화랑의 초기 ‘미륵화’는 전설적인 화랑의 창시자인 진흥왕의 뒤를 이어 왕좌를 차지한 진지왕 재위 동안에 일어난

일로, <미시랑 전설>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화랑에 대한 기존 연구는 신라가 백제로부터 ‘하강 미륵불’ 신앙을 유입, 그에

따라 ‘소년 미륵 신앙’의 고유 문화적 특징으로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 후의 발전 가능성에 별관김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통일 이후 소년 미륵불 신앙이 신라 국민들 사이에서 대중 신앙이 된 것은 한국 동성애사에서

중요한 발전 단계로 볼 수밖에 없다.

55 이 가능성이 높거나 물론 (개념à 현실 변화) 역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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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이로부터 생겼다." 김대문이 <<세기>>의 집필

동기, 즉 화랑이 이미 쇠퇴해 가고 있다고 우려한 나머지, 언젠가 잊힐 지도 모르는 그의

공식적인 면모를 책에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인용) <<세기>>가 쓰여지고 1 세기 이후

중국인 영호징(795-879)이 신라를 방문한 목격담을 기록했는데 이는 <<신라국기>>에 실렸다.

(김대문 <<세기>>과 마찬가지로, <<신라국기>> 원문이 없어지고, 두 인용 모두 <<사기>>에만

존속됨). 문화 외부인에 의한 묘사로, 그는 그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나누면서 그

외모적인 면을 파악한다. 당나라 영호징 (令狐澄)은 『신라국기(新羅國記)』에서 언급했다. “귀족의

자제 중 아름다운 이를 택하여 화장을 시키고 곱게 꾸며서 이름을 화랑(花郞)이라 하였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높이 받들어 섬겼다.” 56   두 명의 목격 기록에서 추후 영호징의 설명이

김대문 시기에서부터 영호징 시기까지의 화랑 외모의 질적 변화에 근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통일 이후 미륵신앙과 아미타불 신앙의 대중적인 확산을 고려할 때, 국가 (왕권) 강화,

인민적 단결 추진 등의 이유로, 화랑의 종교화, 신화 (神化)를 위해서는 의상, 화장 등의 연극성의

장치가 이미지 제작에서 더욱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도덕 설화를 차지하고 있는 최고의 화랑상은 '전사로서의 화랑'으로, 당대 가장 열정적이고

풍류적인 노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륵으로서의 미륵 선화가 아름다운 청소년의 화랑상 일

것이다. 신라 전역에 알려져 중국까지 전파된 향가의 가사와 선율은 단지 죽음과 불교 구원을

노래한 곡만이 아니라, 풍류 같은 정서가 담긴 곡이었을 것이다. 이는 미시랑가(아래 참조)의

마지막 달린 구절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김영희는 신라의 풍류를 주로 종교적, 그리고 교의적으로 분류하는 데 크게 의문을 던지지

않는다. 화랑 문화의 핵심은 교육을 의미하는 청년 양육과 그 제도의 실천으로 인한 기쁨, 슬픔,

영웅 정신, 그리고 비극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명한 산신, 소년신, 즉 노인/스승과 유망한

학도의 이미지를 대중의 마음 속에 쉽게 형성하고 퍼뜨리는 것을 조절하는 과거 문화의 주제가

있었다

                                        

56 한편, <<유사>>의 화랑 전설에서의 묘사는 더욱 더 여성적이다 (選良家男子有德行者, 改爲花娘). 좋은 집의 어린

소년들이 "꽃의 처녀"(花娘)로 "만들어졌다 (改爲)는 묘사는, 이것이 오류/실수가 아니면, 9 세기 링의 묘사와 조화를

이룬다. 그런데 가장 좋은 증거는 아마도 향가 자체일 것이다. 최고의 설화를 차지하고 있는 화랑상은 무사로서의

화랑이지만, 가장 정열적이고 풍류적인 시를 차지하고 있는 화랑상은 미륵으로서의 화랑상이며, 화랑의 면모를 칭찬하는

향가 (<기파랑가>, <죽지랑가>)는 통일 이후의 것이다. (<미시랑가>는 진지왕 때의 이야기이지만 그 뒤에 저작된 것으로

시기화는 불가능하다.) 화랑이 항가 (노래)에서 신라인의 열정을 받는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며 신란 시인들에게 토속

화랑문학(향가 가사와 멜로디는 중국까지 신란이 옮긴 것)의 핵심을 만들도록 영감을 주는 것은 종교적인 맥락이다. 신라

전역에 알려지고 중국까지 퍼져 나간 향가 가사 (歌詞)와 선율은 아마도 죽음과 불교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랑가>의 끝 추가문에서 제안되는 통일 후 풍류 같은 정서를 노래한 것이다.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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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백제의 영향과 한반도 불교 예술 (조각)의 대가로서 미륵불상을 신라에 소개/전승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신라에서 미륵불상은 소년신으로 변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영식은

백제의 절터에서 발굴된 문헌 중국발 경전 <<金紙金剛波若經>>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신라

地上淨土 사상의 백제 영향론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미륵이 곧 하강하여 백제 국토에 정착할

것을 희망하는 백제인의 염원을 보여주고 있다.57. 58 백제 미륵불에 대한 신라의 ‘소년화’는 백제

민담에 대한 유일한 신라식 변형은 아니었다. 신라 민담의 '산흙에서 미륵불의 출현'을 백제

주제인 '물에서 나온다'라는 것으로 대체한 것은, 산신과 화랑의 또 다른 만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백제 전설에 따르면 미륵불은 장소 (절터)와 사람들을 신성화하는 힘이 있었다. 미륵신의

모티프는 그러나 백제 전설에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수면 위로 떠오른다.

전라북도 익산군에 있는 미륵사 (현재 폐허가 된 곳)의 창건에 대한 <<유사>>의 전설에서는

백제 무왕(武王)이 여행 중 연못을 지나다가 물속에서 천천히 솟아오르는 미륵불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왕은 그의 일행을 멈추게 하여 미륵불을 숭배하였고, 이때 왕비는 감정에

북받쳐 그 자리에 절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왕은 승려를 찾아가 연못을 채우는 일에 대해

의논했다. 어느 날 저녁, 스님은 산을 부수고, 연못을 가득 채웠다. 미륵불이 세 번 나타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사찰과 탑, 회랑을 짓고 미륵사 (彌勒寺)라는 이름을 붙였다.

백제 전설에서는 미륵불이 백제에 하강 (솟아올라)하여 미륵삼회를 세 번 가르치며 부처가

예언한 약속의 이상 세계가 백제 땅에서 실현된다. 한편, 660 년에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57 Choe Yeongshik, “The Cult of the Pure Land of Maitreya in Paekche and Shilla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6 no. 1, April 2015, 13-36pp.

58 6 세기 말까지 미륵불은 삼국에 왔다. 남북조 말기에 이르러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남북조에 이르러, 구원이

절실한 시기에 대중화되었던 북조에서 발전하여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아마도, 신라의 방가사유상은 진 (진)조에 유행한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金惠婉, <신라의 화랑과 미륵신앙의 관계에 대한 연구>. P.9. (citing 松原三郞). 신라의

국가 강도에 기여하는 요소로서, 신라는 미륵신앙을 받아들인 삼국 중 마지막이었고, 4 세기에는 고구려가, 6 세기

이전에는 백제가 미륵신앙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라는 미륵상을 동쪽으로 수출한 백제를 비롯하여

한반도 주변국들에 의해 이미 개발 및 귀화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수용한 이점이 있었다. 신라에서는 676 년 통일 이후

순국불교, 미륵신앙 등 구세주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통일 이전부터 주로 수도원에 있던 수도원이 통일된 뒤였다.

지방에서 지어졌고, 심지어 개인들도 그 당시에 수도원을 짓기 시작했다 (<<Assimilation of Buddhism in Korea: Religious

Maturity and Innovation in the Shilla Dynasty>>, Asian Humanities Press. 1991 vol, 4 p.2). “화랑과 승려들의 종교를 주제로

한 향가, 불교와 애국심,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한 추모의 찬사가 번창했다. 향가 願往生歌, 제망배가에는 정토,

도솔가에는 미륵보살, 禱千手大悲歌 예는 관세음보살이 주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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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淨土’ 꿈은 사라졌고, 아니면 그 꿈은 신라로 이전하여 (물론 신라의 성지는 대부분

산이었기 때문에) 산과 산신을 연결하는 신라만의 고유 문화 형태인 소년신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산/산신과 연관이 있는 미륵불에 대해서 신라는 백제처럼 '상강' 미륵을 兜率天에

존재하는 보살로 숭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륵불을 국선 (國仙)으로 존재하게 하기 위해

신라의 왕국 (“이 땅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으로 내려오기를 바랐다. 역사적으로 많은 시사를 해

주는 미시랑 전설은 신라 미륵 예배에 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증언이다. 더욱이 미륵이

미시랑 전설에서 취한 형태는 백제 미륵과는 다른 외모 (“어여쁜 눈매와 입 맵시”)와 선한

마음을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움 (elusiveness)이 있다. 즉, 풍부한 인간미의 모습으로 드러남은

화랑이 실제 문화에서 얼마나 이상화되었는지에 대한 반영으로 읽을 수 있다. 전기의 배경은

진지왕 시기이지만, 화랑이 군사적 인물이 아닌, 종교적 인물로서 철저히 대중화되어 있음은 그

창작 시기가 통일 신라였음을 암시한다.

즉, 멘토이자 추종자/예배자인 승려 낭도와 학도이면서도 지도자/예배를 받은 자인 화랑/선화의

특이한 관계는 바깥에서 목격할 수는 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의 상상력에 맡겼다.

멘토와 학도의 관계는 미륵화 이전 화랑 단체의 중심적 역할이었으며, '화랑'에 부여된 높은

지위를 아직 나이 어린 화랑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덕은 있으되, 교육, 지식,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올바른 화랑 양육과 신변적

안전을 위해 멘토에게 의지한 화랑이었다. 이 관계는 통일 이후 화랑이 반신의 지위로

승격되었을 때 더욱 강화되었다. 통일 이후, 화랑/선화의 양육 과정이 더욱 세련되게 표현되어

신라인의 통일적인 상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약화된) 국가의 위력과

위엄의 살아 있는 대표로 두 역할은 전설적인 차원으로 던지게 되었다. 이 공공성은 또한 향가를

통해서도 전파되었다. 통일 이전의 저작물인 <혜성가>에서 융천의 역할은 '스승 수호자' 테마의

초기 사례로 볼 수 있는데, 통일 후 이 관계가 테마로서 더욱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전통 – 주체- 개혁=창조 (멋)산신령과 관련한 소년신의 지방적 원형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한국 남동부 해안 문화에서 소년신들의 본연의 선례를 추구한 최초의 학자 중 한 명은

미시나 쇼헤이였다. 미시나는 그가 1930 년대에 연구하던 화랑 제도의 원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미시나가 자신의 화랑사(史) 형성에 근거하여 그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었던 용동(龍童) 숭배의

흔적을 찾기 위해 현장 조사를 수행했다. 그는 탈해신화(脫解神話)에서 용동의 역사적 기원을

추론했는데, 탈해의 한자가 '껍질을 벗김'의 뜻으로 언급되는 <<유사>>의 한 구절에 초점을

맞춰서, '해탈'이라는 이름을 '해부지(부지=이름의 어미)', ‘海彦’, '海東’로 이해하며 자신의

‘바다’적인 본질을 드러냈다. 미시나의 개념에 따르면, 탈해신화는 바다와 농업의 결합을

상징했음이 틀림없다. 그는 건국신이 곡식소년(穀童)으로 신화화되었으나 농업국가의 왕들은

龍童으로 신화화되었다고 이론화 하였다. '탈해'라는 이름은 바다와 육지 문화의 융합을 반영하여

바다의 신과 산신을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즉, 농업과 결합된 海龍 신화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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祈雨祭 문화의 탄생과 연결된 농경적 雨神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미시나는 이것이 산에서 龍童의

숭배로 이끌었다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일은 미시나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다. 1930 년대 미시나가 한국의 용 관련 의식

(儀式)을 연구하기 위해, 미시나는 옛 신라의 수도 영역인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祈雨祭' 의식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다. 그러나 미시나가 발견한 것은 龍童가 아니라 “靈童"이었다. 그는 1)靈童神

(靈童姥는 그의 변형으로, 저택을 보호하고 풍작을 가져오기 위해 내려오는 신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변종) 2) 藁 苞으로 맞이하는 靈 童 神, 3) 불운을 쫓는 전설적인 아이와 관련된 靈 童 祭

등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迎燈, 燃燈, 永同, 永童, 靈登, 靈童, 嶺東, 靈登, 龍燈 등과 같은

많은 용어 변형(假字)도 발견했으며 미시나(三品彰英)는 모두가 원래 신라의 燃燈 (祭) 의식의

변형인 龍童에서 생겼다고 이론화 했다. 미시나가 발견한 한국 전역의 다양한 祈雨祭 의식은

용(이야기와 시각적 표현), 물(水) 의식, 무당 제사와 춤, 배, 솟대, 불, 동물 제물, 음식 제물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를 지녔지만, 그가 영남 지역에서 연구한 어떤 설화에도 '龍童'은 나타나지

않았다.59

  미시나가 기대했던 곳에 토착적인 용동이 존재했는지는 결코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시나는

연구 과정에서 소년신들이 참여하는 기우제 의식이 존재하며 그 지역에 고유한 것임을 밝혀냈다.

미시나는 또한 탈해와 산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유사>>에서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소년 탈해가 자신의 용왕의 龍城國의 혈통을 이야기한 후, 탈해는 “그의

지팡이를 짚고 토함산에 올라 두 신하를 따라 올라갔다. 산 꼭대기에 오른 그는 살기 좋은

돌동굴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돔이 얹혀 살 곳을 찾아 아래 도시(경주)를 둘러보았다. 나중에

남해왕은 딸을 탈해에게 시집보낸다.” 그는 후에 昔가의 첫째 왕이 되었다. 사후 그의 시신은

소천 언덕에 묻혀졌고, 그의 뼈는 대궐로, 그 다음에 동쪽 산으로, 그리고 그들이 남아 있는

토함산으로 옮겨졌다. 일연은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매년 추도식과 제사가 탈해의 무덤 앞에

행해지고 있으며, 그는 '동쪽 언덕의 신” 이라는 추가적인 진술을 덧붙인다.

                                        

59 三品彰英, <ヨンドン神小考> <<朝鮮學報>> 10, 朝鮮學會, 1956. 163-178 쪽.  참조. 미시나는 그의 가상의 "용동"의

기원을 신라 제 6 대 왕과 연관된 "탈해 전설"로 추적했다. 전설에서 탈해는 신동으로 바다에서 해안에 떠 있다. 그의

어머니는 동해에서 여성의 나라에서 온 공주이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는 붉은 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탈해는 龍女의

아이로, 龍童일 수도 있다고 미시나가 봐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영향을 보임을 거의 의심할 수 없다. 미시나는 탈해

전설이 새/달걀에서 태어난 이전의 왕들보다 바다와 더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일본, 류큐, 탐나(제주)의 해안

지역(일본서기,Yamada no oroshi 참조) 와 이야기와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 이들 이야기에는 특별히 언급된 용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유사>>의 <賢愉珈 海華嚴>설화는 간접적으로 기상조건, 바다, 祈雨祭(龍?)-도교-불교의

연관을王, 僧侶, (茸長寺의) 彌勒佛像,, 등을 통해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明年甲午夏, 王又請大德法海於皇龍寺, 講華嚴經.

駕幸行香,從容謂曰, “前夏大賢法師講金光經, 井水湧七丈, 此公法道如何.” 海曰,“ 特爲細事, 何足稱乎. 直使傾滄海, 襄東岳,

流京師, 亦非所難.” 王未之信, 謂戱言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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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는 탈해를 용이나 바다의 신의 고대 화신으로서가 아니라, 지혜의 상징으로서,

밀교 (도교, 무교, 혹은 불교의 종합) 지혜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탈해는 본래

바다와 육지와 공기(까치)를 형상화한 신이지만, 그는 산에서 살면서 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유사>>에서 탈해는 한국의 민중신앙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늙은이/산신으로 다른 설화로 표현된다. 이 때 진리나 비법을 구하는, 경험 없는 (화랑)과의

만남이라는 테마를 간과할 수 없다.

신라인들은 종종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산은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늘(天)과 더

가까운 높은 곳이며, 한국의 전통적인 예배와 간청의 대상인 天(體)와 그래서 신을 숭배하고,

지식을 구하고, 신과 신성한 것과 마주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이 주제는 <<유사>>

민담에서 불교와 도교에 의해 채색된 밀교 지식으로 나타난다. 화랑 김유신은 611 년 (<<사기>>,

진평왕 건복 28 년 신미 [611]) 17 세 때 고구려, 백제, 말걀이 신라의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의로운 분개로 그들을 정복하기로 결심하고 중악 동굴에 들어갔다. (석굴 中嶽-신라에서 신라에서

신성시한 산 중 중앙에 있는 산.) 그는 재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맹세했다: “매년 늑대와 표범처럼 우리

영토를 괴롭히고 우리는 거의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하늘이여, 길을 주십시오!” 사흘 뒤, 노인

(산신)이 뒤를 이었다. 유신은 울며 호소했다: “方術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이 삼국 통일을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비법을 가르쳐 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잘못

사용하면 재앙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사라진다. 노인의 외모와 방설의 서술적인

프레임, 그“비밀 전달”, 갑작스러운 등장과 사라짐 등은 도교적 채색을 보이지만, 그는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산신 (그는 원래 ‘여신’이었음을 주장)의 “업데이트 버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산신의 ‘교육’은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유신은 612 년에 또 다시 산으로 들어갔고 이웃의

적이 다가올 때 혼자 보검을 가져 가서 咽薄山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다. 그는 향을 태웠다.

하늘에 고하여 빌기를 중악에서 맹세한 것처럼 하고 이어서 “天官께서는 빛을 드리워 보검에

신령을 내려 주소서!”라고 기도하였다. 3 일째 되는 밤에 虛星과 角星 두 별의 빛 끝이 빛나게

내려오더니 칼이 마치 흔들리는 듯하였다.

화랑 /미륵은 또한 산 속에 石像의 형태로 산신과는 상징적으로 접촉하기도 했다. <<유사>>

전설에 등장하는, 밀교의 전달자인 산신과 지혜를 구하는 학도 화랑의 짝은 통일 신라 시대

산속에 있는 소년 미륵상의 저명한 승려들의 사적 예배에 반영된다 (승려 충담, 월명 등은

8 세기의 인물이었음) 『생의사 미륵불 석상』(214)에서 소년 미륵불상은 산신령 노인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이야기에서 선덕여왕 때의 승려 생의가 꿈에서 자신을 경주의 남산으로

이끈 백발 승려를 만나, 지시에 따라 높은 풀을 비틀어 그 자리를 표시한다. 그는 깨어나 그가

꿈꾸던 산을 찾아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표시한 자리 근처에 미륵불이 묻혀 있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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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한다.60 그는 이를 삼화령의 봉우리에 설치한다. 후에 그는 이곳에 절을 짓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생위사라고 불렀다. 신라 승려 충담이 매년 3 월 3 일과 9 월 9 일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만든 차를 제공한 것은 바로 이 돌미륵이다.

화랑 풍류가 무엇에 대해, 어떻게 홍보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향가, 노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노래 가사와 설명이 달린 '미륵 선화 미시랑과 진자사'(234) 전설에서는

산신과의 만남, 미륵 선화의 출현을 갈망하는 스님,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미륵 선화 등 위의

요소들이 하나의 인상적인 서사로 모아져 화랑 문학의 하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청소년을 찾는 이야기의 모티프는 “화랑을 본다”라는 見郞, 見郞樹, 如樹, 印如樹 유행과

관련된 실제 사회 풍습은 일연 (一然)에 의해 진술된다. 미륵 선화에 대한 진자사의 갈망과

미륵선화가 진자와 왕의 보호이자 섬김을 받았다는 종교적이면서도 에로티시즘까지 물씬 풍기는

이야기 서술 이후 추가된 결말 노래는 신라 전역에서 화랑의 미모에 대한 칭찬 61 으로 불렀던

것인데, 시가 창작을 포함하여 相悅以歌樂이 그들의 훈련 (수행 과정)의 기초였다는 것을 상기할

때, 살아남은 향가와 노래는 분명히 명작이며, 가사가 살아남지 못한 다른 향가인 奚論歌, 陽山歌,

玄琴抱 曲, 大道曲, 間群曲는 <<유사>>에 포함되도록 선택되지 않았다. 화랑 풍류의 중심 예술

형식으로 화랑과 승려가 작곡 한 향가는 신라인들에 의해 노래와 함께 널리 불렀다. (“효소왕

때의 득오곡, 경덕왕의 월명사, 경문왕의 遼元郞 등은 화랑둘의 아름다운 행적이 있을 때마다

향가를 지어 그들을 기리거나 위로했다”) 62 노래 속 가수의 그리움은 덧없는 청춘에 대한

미련으로 표현되는데, 전설은 에로티시즘이 없는 순전히 거룩하고 경건한 이야기로(만) 읽히면,

실제로 노래와 연결되지 않는다.  불교 찬송과 성격이 다른, 이러한 반 종교적이고 반

에로티시즘적인 느낌은 일부 향가에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양상들은 화랑 풍류의 ‘정수’를 이루는

화랑 청년들에 대한 욕망과 숭배 정신의 분위기를 신라 국민들에게 불러 일으켰음에 틀림없다.

또한 진자사의 '중개자' 역할과 관행은 그보다 오래 살아남는 전통이 된다 (이후 논의). 진자사의

'중개자' 역할 수행이 자신보다 오래 살아남는 전통이 되었다는 것은 (이후 논의) 婚姻儀式과

                                        

60 맥브라이드는 이것이 석상을 매장하는 관행을 아들의 탄생을 보장하는 수단 (의식)으로 보고 있다. (MacBride, Richard,

“Silla Buddhism and the Hwarang”. Korean Studies, vol. 34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0.) 맥브라이드가 맞을지도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사찰을 위한 땅을 성화시키기 위해 물에서 떠오르는 미륵의 백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산신의 서식지인, 물이 아닌 땅에서 그 모습이 일어난다.

61 ‘上林苑’은 "왕실 애인의 마음에 눌려진 붉은 꽃에 비하면 한(漢)나라 궁중의 미녀"를 의미한다. 尋芳一歩一瞻風

到處栽培一樣㓛 羃地春歸無覔處 誰知頃刻上林紅  선화 찾아 한 번 걷고 한 번 풍모를 우러러보니/ 이르는

곳마다 길러낸 한결 같은 공이여/ 문득 봄은 가버려 찾을 곳 없으니/ 누가 알았겠는가, 상림원(上林苑)에 붉은 꽃 잠깐 필

줄을. (<<Samguk Yusa>>, Yonsei University Press, 1972, 23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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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다산 (多産) 상징으로서의 미륵역할 이론들63과 관련을 시킬 수

있다. 이 중 어느 것도 종교-에로틱한 열정의 대상인 화랑으로서의 이미지와 양립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사>>) 전설에서는, 미륵선화의 위의 이미지와 분위기가 어떠한

불교 용어가 아니라, ‘풍월도”, '풍류'로 불린다는 점이다. (그 [*미시랑)의 자제들에 대한 화목과

예의(禮義)와 풍교(風敎)는 보통과는 달랐다. 풍류(風流)가 세상에 빛난 지 거의 7 년이 되더니

문득 간 곳이 없었다”.) 화랑 연구에서는 한국 역사에서 ‘풍류’를 처음으로 언급한 신라 말기 학자

최치원의 난랑비서문 (9 세기)이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화랑, 풍류는

'玄妙之道'이자 三敎라는 틀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하나는

그 전설이 실린 <<유사>>가 고려 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전설은 고려의 작품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연 (一然)이 어떠한 신라 당시의 원자료를 기반으로 그 전설 사본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미륵선화>가 풍류의 첫 번째 언급으로 (게다가 현지 맥락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최치원의 철학적 분류와 제도적 명명법에 더하여 화랑 선화 전설은 정서적

맥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며, 앞으로 보일 바와 같이 중국에서 남북조 중국에서 풍류가

개념화된 방식에 가장 근접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연구의 관심은 화랑과 승려가 소위 ‘’성관계’에 참여한 것으로 이론화하는 것이

아니라 –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나 그것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으며 여기서 그런 측면은 중요하지 않다---대신 화랑과 승려/학도의 관계 모델이 어떻게 그 후

"교육"풍의 남색 문화의 ‘모체’가 되었는지가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이 된다.

미륵불, 승려, 향가, 그리고 종교적이고 에로틱한 욕망을 표현하는 노래, 즉 ‘풍류’의 주제가

기피랑가에 반영된다. '충담사/기파랑 전설'에서 경덕왕은 <<도득경>>을 선물로 받았으며, 재위

24 년에는 오대산과 삼소산의 신들이 수시로 등장하여 왕을 섬겼다. 어느 날 왕은 우연히 궁전을

지나가는 충담 승려를 불렀고, 충담 승려가 차 장비를 들고 왕의 앞에 온다. 그는 내가 방금

미륵불에게 차를 바친 남산의 삼화령 (三花嶺)에서 왔다고 말한다. 승려는 왕에게 차를 드리며

“아름다운 가사와 깊은 의미”로 국민들에게 인기 많은 ‘찬기파랑’ 노래64를 낭송한다. 왕은 그를

                                        

63 MacBride, Richard, 위의 책. (<기피랑 전설>을 기반으로 함) MacBride 는 미륵불상들이 이들의

탄생을 기도하기 위해 일종의 마법으로 의식적으로 묻혔다는 이론을 언급했다.

64
咽烏爾處米 露曉邪隱月羅理/白雲音逐于浮去隱安攴下 沙是八陵隱汀理也中/ 耆郞矣 史是史藪邪

逸烏川理叱磧惡希/郞也持以支如賜烏隱 心未際叱肸逐內良齊/阿耶 栢史叱枝次高攴好 雲是毛冬乃乎尸花判也 (오를 삼키고

쌀을 삼키며 새벽이 오면 사은 달이 나리 백운음은 떠다니는 것을 쫓는데, 모래는 팔릉은정리야중 기랑의 역사는 사수사

일오천리 방악이다. 희망하다 낭도 지여사오은을 지령하였는데, 마음이 내막을 호되게 꾸짖었다 아예 백사

질지차고우호 구름은 모동내시체화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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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이 전혀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승려가 떠난다.

기파랑은 충담 승려가 칭찬하는 청소년에 대한 전설이다. 그의 ‘추격’에 대한 암시와 승려가

기파랑의 젊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감정을, ‘높이’(달)와 ‘깊이’(냇물)의 대자연 이미지와

간결하게 비교한다.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 이미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다. 게다가 찬기파랑가는 대중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 곡이라고 전설에서

묘사되는데 “미시랑가”의 인기성과 아울러 고려할 때, 향가의 그렇게 인기를 이끄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추측된다. 외모의 아름다움이 화랑 자신 (미시란, 기파랑, 죽지랑)의 중요한

특징인 만큼, 단순히 그 존재를 추적하거나, 얼굴을 가까이서 보거나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외모를 음미하는 것 (찾는, 보는 것 見郞)이 노래의 “꽃”, ‘풍류’라고 볼 수 있다. 65 죽지랑

전설에는 역시 젊은 남성의 외모에 대한 찬사와 청춘의 무상함에 대한 슬픔을 주제로 한 향가가

추가된다. <모죽지랑가>는66 종교적 은유도 없고 종교 분위기를 풍기지 않는다. 전설 속의 매우

주변적인 측면, 즉 낭도 득오실의 죽지랑에 대한 ‘慕’가 그 주제이다. 사실 이런 화랑의 외모를

찬사하는 노래들은 독립적인 창작물로 판단될 수 있을 만큼 그것들은 단순한 전설이나 이야기의

요약이 아니라, 그들의 맥락을 구성하는 각각 이야기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독립적인 향가

범주를 형성한다.

각 승려 작곡가의 생년과 전설 내용을 살펴보면, 위의 모든 화랑 향가나 노래는 통일 이후

(676- 935)에 저작된 것으로 보인다. 언어,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인구를 통합시키기 위해 화랑이

종교적으로 대중화되던 시기에 더욱 그 위상이 격상되는 결과, 화랑과 승려의 지위가 더욱

높아짐으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종교적 의미가 부여되었을 것이다. 통일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승려와 화랑 관계라는 테마는 그 ‘원형’이 있다면, 그것은 6 세기 말 융천사가 작곡한,

겁에 질린 화랑을 위로하는 향가인 <혜성가>이다. 초기 향가 <혜성가>에서 신라가 금장산

전투에서 고구려를 만났을 때, 일본 (왜)의 해적 (海賊) 배와 혜성 (악징조)이 나타남으로

<혜성가>는 승려가 그들을 마법을 통해 쫓아내기 위해 만들어 노래했다. 당시 3 명의 화랑

                                        

65 여기에서 화랑 풍채와 판타지에 대한 대중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본 연구가 한국의 "3 단계 성질서"로 논의하는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이 질서는 "소년 사랑"이 죽었던 근대 시기의 맥락에서 더 생산적으로 잘 논의될 수 있지만, 오랜

역사의 법적 통제의 부재 (침묵으로 표현됨)가 1990 년대까지 새로운 대체 담론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동성(애) 관계에 대한 태도에 대한 흥미롭고 특이한 문화가 생겼다고 본다.

66 去隱春皆林米 毛冬居叱哭屋尸以憂音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貌史年數就音墮支行齊 目煙廻於尸七史伊衣 逢

烏支惡知作乎下是 郞也 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가은춘개림미 마우동거통호옥시체우음 아동소

호호지하우은 미사 연수가 벌써 지행으로 떨어지고, 목연회는 시칠사 우지악지작호시하시로야시심미 시체도 시체도

번개같이 길가에서 숙시 야음도 질시하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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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렬랑 (居烈郞) • 실처랑 (實處郞) • 보동랑 (寶同郞)이 풍악산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융천사가

향가를 만들어 혜성을 쫓아냈다. (이 때, ‘마법’이란, 재난을 물리치기 위해 비밀 방법을 사용하는

도교 밀교와 관련이 있으며, 이 점에서 기능적으로는 토착적인 샤머니즘 의식과 유사했고, 이런

초월 이야기가 신라 사회의 대중적 사랑을 받았다고 본다.67)

물론 위대 ‘화랑’이라고 해도, 그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것도 ‘하강한 미륵불’로 변신하기

전, 후에 교육과 보호를 해줄 믿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했음은 멘토들이 그들의 젊은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는 알 수가 있다. 한편 우리는 승려들이 주로 <<유사>>에서

나타나는 이야기 (전설), 노래를 작곡하고 전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 이야기, 노래들은 통일

신라 시대에 걸쳐 승려들의 힘과 영향력을 이념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이야기와 노래들은 화랑과의 친밀한 (특권적) 관계와

관련하여 스스로의 계층을 홍보/과장시키는 작업으로도 볼 수 있다.

승려 작곡가의 입맛에, 가장 친밀하고 심지어 필요한 관계로서 승려-화랑 관계의 특권화는

전쟁이 없는 통일 이후 화랑체계는 기능적으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체계의 필요성과 후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화랑과 승려가 모두 혜택을 받는 '체계'를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정과

대중에 “매각”해야 했다. 승려의 탁월함과 화랑과의 친밀함은 종종 화랑과 왕 (즉 ‘王即佛’)68 의

관계와 같거나 더 중요한 경우도 있으며, 물론 모든 것이 불교와 국가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되었다.

이는 스승인 승려와 학도인 화랑의 독특한 관계에 대한 관심이 서민 대중 사이에서 컸기

때문이다. 즉 지도자임과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화랑의 모습은, 화랑을 따르고 숭배하면서도 그를

인도하는 스님의 모습으로 흥미로운 대조를 낳는다. 이러한 역할의 이중성은 화랑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섬기고 숭배하고 보호하려는 열망을 결합하여, 듣는 사람/독자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마도 이 작품에서는 학도 화랑과 승려 멘토의 관계가 강조되고

(승려에 의해 쓰이고 전해진) 많은 화랑 이야기의 본질이 구성되었다 하면, 그 관계는 그

만큼이나 승려들 자신의 의식과 그에 따라 대중의 의식에서 두드러지게 각광을 받게 되었다고

                                        

67 Ahn Kye-hyeon, <<Buddhism in the Unified Shilla Period Assimilation of Buddhism in Korea: Religious Maturity and

Innovation in the Shilla Dynasty>>, Asian Humanities Press, 1991. Vol. 4, p.20.

68 물론 산신과 젊은이 만나는 곳에서는 신성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승려와의 망암처럼 열정이나 복잡한 긴장감은

없다. 전설에서 화랑과 왕 사이에 특별히 뚜렷한 관계는 없는 것은 왜일까. 이것은 진평왕 아래에서 “신라의 화랑이

지구상 (신라)의 미륵의 화랑으로 왕은 차크라바르틴으로 (그리고 남산은 불국토로, 낭산 (狼山)은 수미산으로)변신한

것으로 미뤄 보아, 승려의 등장은 대개 영리한 인물, 구제자, 보호자, 힘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 이야기들이 승려에

의해 창작된 것을 이런 양상으로 보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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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은 한국의 ‘3 단계 질서’를 포함하여 한국의 성 문화에 대한 모체 형성을 조건화한

여러 흐름 가운데 하나의 흐름을 기여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신라의 전사 (戰事)적 전통인데,

이는 온전히 토착적이고 여러 세대에 걸친 고난과 규율로 구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업을

기반으로 한 남해안 문화로서, 그 지리적 위치는 아래에서 이론화 될 중국의 풍류 문화의 유입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남색 문화를 조건화 했을 수 있다고 본다.

2.3 전통 : 군사 전통

전통 – 주체 - 개혁 -à 창조

군사정신 – 신라-   개혁  à   화랑 단체 (à 풍류)

세속 오계는 화랑이 행동한 원리로 잘 알려 있지만, <<유사> 전설의 내용이 맞는다면, 원광사

(541?-630?)가 수나라에서 신라로 돌아온 600 년이 지나서야 그 원리 자체가 공식적으로

표현되게 되고 어린 화랑 貴山과 箒項에게 전해준 때였다. 세속 오계가 실제로 실행되든 아니든,

원광은 종교와 평행할 “세속”코드를 만들어 불교계의 규칙을 상대화 시켰다. 확실히 오계는

신라에게 어떠한 ‘혁신’이 아니라 기존 신라의 군사적 가치를 중국 철학적 용어로 재구성 한 것일

따름이다. 1) 事君以忠 2) 事親以孝 3) 交友以信 4) 臨戰無退 5) 殺生有擇 중, 주목할 만한 것은

‘殺生有擇’, 선택적인 살해에 대한 마지막 (5 번째) 철학적 제한인데, ‘혁신’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신라 실제 맥락을 합리화하기 위해 살생에 대한 불교 규범을 수정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남의 신하와 자식으로서는 행할 수가 없고, 지금 세상 풍속에서 쓰고 있는 세속오계를 쓰라고

가르쳐 주었다”).69

이미 존재하는 신라 체계의 대략적인 중국화된 표현으로 오계를 행사하려는 군사적 맥락에서 5

개 규칙 모두 전장에서 기꺼이 죽겠다는 의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의지가 표현될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은 친구 간의 ‘맹세’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五戒와 같은 원광의 후기 공헌이 아니라, 25 세에 도착했다는

                                        

69 “이 오계는… 원래 불교의 四大部衆(比丘,比丘尼,優婆塞 (남성 평신도) 優婆夷 (여성평신도)이 지키는 ‘생물을 죽이지

말라’ (不殺生), ‘거짓말을 하지 말라’ (下妄語), ‘술을 마시지 말라’ (下飮酒) 인데 삼국을 통일하려는 꿈을 가지고 大業을

완수하려는 화랑도 청년에게 소극적인 재래의 五戒로서는 그들의 사기가 꺾일 것을 염려해 원광법사는 任期雄辯”라는

평가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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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년?)70 선진 정치와 문학 활동으로 유명한 마지막 두 남북조 왕조인 梁陳의 원광의 초기

유학시절이다. (<<유사>>에서는, “年二十五乘船造于金陵有陳之世號稱文國”. 진은 원광사이 도착

직후 설립). 도착 후, 원광은 金陵 (建康 [진의 수도])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유가와 도가

공부를 그만두고 그 신앙으로 귀의했다. <<유사>>는 또한 불교로 귀의하기로 결심한 원광사가

진(陳) 황제에게 불교 귀의의 허락을 요청했다는 흥미로운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때

황제가 허락하고 칙서를 내렸다 (乃上啓陳主請歸道法 有勅許焉). 원광사가 요청한 황제는

(560 년대 중반경으로 가설), 진의 창립자 무제 (武帝, 陳覇先 [재위 557-559]), 두 번째 황제인

문제 (文帝, 陳蒨 [재위 559-566]), 또는 세 번째 황제인 효선제 (孝宣帝 [재위 566-568])였을

것이다. 일화의 진위에 대한 문헌상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6 세기 중반의 문화 교류에 대한

<<사기>>의 정보와 함께 전하는 신라와 진의 고위 관료 또는 불교 성직자들 사이에 접촉이

있었음을 잘 시사한다. 특히 신라 왕조가 강국되기 위해 대한 자신의 깊은 갈망을 실현시켜 줄,

진황제와 궁정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원광사의 진에서의 초기 경험은 신라가

본토와의 외교 목표 (초점)을 약한 왕조 北齊에서, 남조 陳國으로 바꾼 것과 동시에 일어났다.

<<사기>> 기록이 맞는다면, 진은 564 년 신라에 사신과 승려를 파견해 신라가 선진 무기에 더해

갈망했던 다량의 불교 물질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어 566 ~ 571 년 사이, 신라에서 진으로의

파견된 여러 사절단들은 기술과, 문서 습득하여 신라 국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배워왔다.

그러나 당시 신라가 중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 중 하나는 전장에서의 격렬함과

용감함이었다.  6 세기 중반 신라의 군사 전통은 새로운 전쟁 기술과 학습의 확보, 새로운

창의력과 군사적인 비젼, 그리고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강국으로서의 가능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정력적인 개혁의 흐름 (혜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외부 영향의 중요성을

오히려 축소하려는 곽향기 등의 학자들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오계는 “배달나라의 도의

원리”이었다는 가설 등).

따라서 <<사기>> 에서 <素那傳>과 같은 화랑의 열전 중 ‘사람은 집에서가 아니라 전장에서

죽어야 한다’고 (丈夫固當兵死豈可席死家臥牀之手乎) 71 말하거나, <丕寧子傳>에서처럼 合節은 “내

하늘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죽지 않겠느냐” (私天崩矣 不死何爲? 72 .)라고. 義=죽음, 죽음으로

이어가는 근본적인 헌신과 자기 희생을 이상화 했다. “생사를 초월하는 애국심은 세속 오계로

비롯된 것이 아니오, 오계는 단순히 신라적 충성심, 섬김, 믿음을 유/불교적 표현으로 재표현된

                                        

70 원광이 중국에 처음 도착한 해에 대한 관련 정보, 원광의 초기 생애에 대한 세부 정보의 진위 여부는 <<속고승전>>,

<<원광서학>>, <<유사>>.  과 같은 관련 자료 사이의 큰 차이로 인해 확인하기 어렵다.

71 <<譯註 三國史記 1 原文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448.

72 앞의 책,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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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뿐이다.”라고 ___가 말하였듯, “국가적으로는 오직 호국과 삼국 통일의 대업의 실현”.. 이러한

신념, 즉 깨지지 않는 인간의 유대관계는 친구 사이의 믿음의 경우, 맹세의 표현을 통해

강화되었다.

이 맹세 (한기언이 신라에서 유래한 멋에 포함)는 서사적 디테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후속

한국 우정 문화에 대한 각인으로서도 의의가 있다. 조선 시대 (여기서는 화랑 문화의 쇠퇴기라고

이론화됨)에는 남색 참가자들 사이의 선서 (숫동무 관계)가 존재했는데 이는 당시의 중국의 남색

선서인 契兄, 契弟, 일본의 兄弟 契約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맹세는 중국과 일본 모두에서

군사 및 남색 문화의 일부분을 형성했다). 그래서 각 시기를 통한 통시적 전통뿐만 아니라 일종의

국제 문화 전파 패턴 여부를 이론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시나는 龍童 연구처럼 신라에

대한 일본의 문화적 영향을 찾으려고 일본에서 신라로의 문화 흐름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지만,

일부 역사학자는 최근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화랑 문화 전파로 관심을 돌렸다.

일찍이 西中硏二는 <<삼국사기>>가 규슈로 옮겨져 그 곳의 heko nisei (兵児二才), 남색 단체)

문화의 형성에 기여, 73 바로 이 문화는 19 세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일본의 초기 근대 해군

제도에도 나타났으며, 봉건 사상을 극복하고 근대 메이지 정부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규슈

발생 개혁가들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본다.

그런데 더 넓은 (광범위한) 신라 군사 전통 자체는 어떠한가. 권형은 화랑 청년조직에 관해서

그리고는 곽향기는 샤머니즘 (산신 숭배)가 그 조직의 핵심이라고 하였으며. 신앙과 그에

수반되는 의식이 城邑國家時代 청년 조직원들에게 일체감을 주었고,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공동체주의의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곽향기는74 마을에서 청소년들을 모으는 것은 보통 신에

대한 일반적인 숭배 또는 일종의 의식을 의미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주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종교 행사에는 지역 특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곽향기는 화랑도가 주로

샤머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 사료를 사용한다. 박__ 또한 화랑

이전의 신앙은 산숭배 / 샤머니즘의 성격을 띈다고 말했다. . 15 세에 화랑이 된 김유신 (17 세)은

나라가 자주 공격받는 것을 보고 中嶽, 의 돌 동굴에 들어가 齋戒(회개), 기도하고 그의 원혼은

100 년 후 혜공왕조에 다시 등장한 것도 그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곽향기와 박의 화랑의 기원에 대한 모색은 새로운 혁신적인 문화적 흐름으로부터

추가적인 창조성의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화랑 제도의 폭발적인 성공을 감안할 때, 6 세기

                                        

73 三品彰英,<<新羅花郞의 硏究>> 平凡社; 西中硏二, <<薩摩兵児二才と新羅花郎徒の比較研究>>, 筑波大學校 博士論文, 

2012. 

74 곽향기, <화랑도 정신의 체육사적 고창> <<일연과 삼국유사>> 14 중앙승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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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 화랑 제도의 효과를 만들어낸 요소로, 고대의 ‘천’을 숭배하는 제사나 원형적인 무속에서

찾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약하다. 한기언의 공식에 따른, 전통과 개혁이 융합된 창조로 화랑의

‘멋’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기 위해 더 즉각적인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영감”에 대한 정의의 일부인 “발화 장치”와도 같은 현상을 의미한다.

미시나의 방향성은 틀릴 수 있지만, 그는 원광의 오계와 신라의 화랑 전설, 열전에서 포착된

친밀하고 자기 희생적인 동지 체계 형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문서를 찾아 냈다. 남색 문화의

역사가 가장 길고 세계적으로 드물게 이에 대한 문헌화 (기록화)가 가장 잘 된 문화에서 온

미시나는 가야 지역의 靑 年組織과 한 (韓) 청년 집회소로 묘사된 ‘집’등을 처음으로 그 맥락에서

문제화 했다. 그는 <<漢書>>, <<<<三國志>>의 중국인 증인이 반도의 동남 해안에서의 노동

생활의 가혹함, 즉 신라를 출현한 남한의 한 (韓)주의 기이한 현상을 묘사하면서 팽팽한 청년

단결의 사회조건을 제안한다.75 ) 예를 들어, 이 기록들은 요새를 세울 때와 같이 필요할 때마다

당시 가장 젊고 튼튼하고 건장한 청년의 “등의 살을 뚫고 큰 밧줄로 서로를 연결한 다음 긴 나무

기둥을 심는, 일을 하는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하루를 보냈지만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다”라고

전한다. [이 관행은] “건강한 신체에 기여한다고 본 사람들이 추천했습니다” 라는 부분은 현실

보다는 <<山海經>> 세계를 더 연상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의 표준으로는 쉽게 해석할

수 없고, 이야기의 진실성에 대해 몇 가지 논쟁이 있었음은 불가피한 일이다. 임건상과 같은 한국

학자들은 중국인들이 일반 ‘지게’에 대한 오해라고 해석하고 있는 한편, 미시나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생년식에서 유사한 시련을 지적했다. 큰 묶음의 물건을 싣는 용도로서 지게

자체는 중국인이 육체적 고통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혼동시킬 정도로 독특하거나 이상한 문화적

특징이 아닐 듯 하지만, 과장이든 정확한 묘사이든, 또 이것이 청년을 위한 원시적인 통과 의례

(생년식)와 관련된 관행 또는 중국 관찰자의 창조적인 오해를 의미하는지를 옆에 놓고 볼 때,

白南雲의 주장인 “과장적이지만 그 노동이 매우 강압적이었음을 간파하고… 이와 같은

강제노동은 노예노동의 한 구상”이라고 함은 올바른 평가이다. 확인된 것은 사방(四方)에

잠재적인 적들로 둘러싸인 소규모 경쟁 국가에서 살아가야 하는 혹독한 조건으로, 청년들을

사납고 고난을 잘 견디는 노동자와 전사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다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시나는 화랑의 기원을 男子集團로 본다. (新羅花郞의 硏 究, 44 쪽). 신라 남성 사이의 강한 충성심과

유대감은 아마도 이 문화적 특징의 영향을 계승한 것이야 한다. 화랑이 된 사다함은 일찍부터

무관랑과의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고, 무관랑이 아파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슬픔에 휩싸여

통곡하며 7 일 만인 17 세에 죽었다. 그런 모범적인 삶을 고결하고 너그럽게 살았던 초기

                                        

75 “원시적 성년식 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련 습속” 其國中有所爲及官家使築城郭,

諸年少勇健者，皆鑿脊皮，以大繩貫之，又以丈許木鍤之，通日嚾呼作力，不以爲痛，既以勸作，且以爲健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2) 其人壯勇，少年有築室作力者，輒以繩貫脊皮，縋以大木，嚾呼為健 (後漢書, 東夷傳, 馬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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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으로서, 그리고 요절한 화랑으로서, 사다함을 후세 신라 청년들의 모범상으로 봤을 것이다.

642 년 이웃 백제국이 신라 국경을 공격할 때 딸과 사위의 죽음을 애도한 김춘추는 김유신

장군에게 춘추가 고구려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구해 줄 것인지 물었다. 이에 유신은 고구려와

백제를 공격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춘추는 기뻐하며 손가락을 깨물며 맹세의 증거로 서로의 피를

나누어 마셨다. (春秋感悅與公互噬手指歃血以盟…). 피의 맹세가 아니더라도 맹세가 신라 남성들

사이에서 대중적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 총독부 박물관 경주분관 관장으로 재직중인 大阪

金太郞에 의해 1935 년 금장대 경주에서 발견된 壬申誓記石의 내용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76

일부 한국 학자들이 임신서기석을 화랑 무사들에게 직접 연관시키는 것을 망설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서기석은 고려 중기 (12 세기) 반도를 잠시 방문한 중국 출신의 한국인 호종단

(풍수사/ 고급 관리)이 파괴한 석비들의 정체성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첫째, 고려 14 세기

금강산 지역을 여행한 이곡 (李穀)이 그 석비들이 섰던 산지역에는 많은 기념적인 유적지들이

화랑 문화 관련 이름이 붙여진 (仙遊潭, 永郞湖, 三日浦) 것 외에, 이곡은 호종단에 의해 파괴된

석비의 하나는 四仙峰 (118)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둘째, 이병도가 552 년 (진흥왕 13 년) 또는

612 년 (진평왕 37 년)으로 판단한 서기석의 연대는 신라 군사 활동의 정점에 있었다. 또한 이

곡은 사선봉 (四仙峰) 동쪽 봉우리 (단애가 한때 파괴한 석비중 또 하나가 서 있었던)에 호종단이

놓친 또 다른 돌이 바닥에 세워진 사선정 (四仙亭)이라는 정자에 서 있었지만, 그 표면에는

한자가 있었는데 완전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 진다고 전한다. (이병도, 119)

따라서 交友以信에 기초가 되는 臨戰無退契論, 貴山의 十幢軍無退, 奚論의 與其無義而生,

不若有義而死” 丕寧子의 吾今日上爲國家下爲知己死之, 素那의 丈夫固當, 劍君의

苟非其義雖千金之利不動心焉,金令糺의 有進無退, 金歆運, 官昌의 忠孝勇仁信 등 은 <오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위태롭게 위치한 군사 조직으로 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결속을 목적으로

군사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봐야 한다.

성실함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이러한 맹세는 신라군의 잔인한 군사적 규범과 조건에

인간성과 개성의 풍미를 더한다. 개인적인 피의 맹세와 철학적 용어로 표현된 돌에 새겨진

증언은,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국가의 거칠고 가혹한 현실을 고양시켰고, 그에 따라 군사 설화에

등장하면서, 화랑 무사들의 유대를 기념하는 맹세석이 산에 기념비로 자리잡게 되어있다.

화랑 전사들 사이의 臨戰無退契 (본 연구에서 일종의 전사 맹세로 간주됨)은 신라 전사의

잔인함과 무의미함을 논제로 한 어떠한 학자의 ‘화랑잔인설’을 촉발시켰지만, 신라인의 전사

                                        

76 壬申年六月十六日二人幷誓記天前誓今自/三年以後忠道執持過失旡誓若此事失 / 天大罪得誓若國不/安 大亂世可容 /

行誓之叉別先辛末年七月甘二日大誓 / 詩尙書禮傳倫得誓三年 보물 1411 호. 6-8 목표는 '현화랑'으로 달성되었다. 맷

34 센치, 10-13 센치, 2 센치의 화랑석은 金丈里 (石亭)의 見谷 面에서 발견. (오랫동안 '한자', 6 월호권 131) 2010. )

지금까지 1411 시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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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의 역사적 사실은 전투에서 신라인의 결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그리고,

화랑 <열전>에서 드러나는 개인적인 죽음의 예감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사임의 화랑

모습 (예로, 문노)에서도 그 사실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식민지 시기 동안 김동인 작가가 화랑의

임전무퇴의 태도를 돈키호테의 그것보다도 광(狂)적이라고 패러디 할 정도이다.

남성 간의 신체적, 정신적 응집력에 대한 이러한 지역 문화적 경향은 소년의 아름다움에 대한

특별한 가치화를 포함했는지 (미시나는 아마도 확립하고자 한 것처럼 보인다)에 대해서 6 세기

이전 남동해안 마한, 진한 등의 문화에 대한 기록 자료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물론 신라

전사들은 이웃나라의 군사 전형 보다 더 여성스럽게 그려지기도 했다. 미시나 (三品)의 규슈

남해안 일본 남색 문화 연구와 용동 숭배 조사는 남해안 두 문화를 연결하지 못했지만, 화랑

문화를 공격한 호종단은 자신은 중국 역사상 중국 남색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진 중국 남부 해안

지역 인 푸젠 (福建)에서 태어났다. (‘남색’을 의미하는 완곡어 ‘南風’이 이곳에 유래됨). 몇 세기

후, 지방 정부가 ‘남색신’ (토끼)을 숭배하는 사원을 파괴하는 사건이 종종 기록되어 때때로

단속을 제정했다.77 이러한 사항은 남성이 어선에서 다른 남성들과 오랜 기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어업 지역에서 남성 동성애 문화가 번성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고대

그리스 뿐만 아니라 시칠리아의 펨미니엘리 문화 등도 상관 관계를 암시한다. 신라 문화는 말

(고구려와 백제)이 아닌 배 (마한)의 문화에서 형성되었다. “남선북마”라는 옛 표현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다 문화, 청년 문화는 신라의 전통을 지배했기 때문에 외국

관찰자들이 청년 집단 관련 문화 양상을 자신의 문헌에서 포함시킬 정도라 그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확실히 미시나는 여장남자/여장소년 또는 후기 화랑의 발전을 예고할 수 있는 명백한 특징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공동 청년 주택의 모습은 청년 군인의 공간적 친밀성을 암시한다. 6 세기 중반

진나라와 접촉한 문화적 순간에 이미 아름다운 청년에 대한 강한 가치화를 향한 문화적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어업이나 해양 문화에서 그러한 선례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미시나는

'용동에서 가능한 원형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독특한 '소년신'에서 화랑 / 미륵의

전례/전신을 찾았을 것이다.

2.4 개혁:  정렬 이론 An Aligning Theory

                                        

77 명나라 학자 Shen Dufu 는 남색 관계가 때때로 남부 해안 지방 푸젠 (Fujian)의 가족 질서에 동성애 관계가

통합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계급의 남성은 자신과 같은 지위를 가진 남성 동반자를 찾아, “형”(qixiong)“와

“동생”(qidi)사이의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 Shen 은 형이 남동생의 집에 갔을 때, 후자의 부모가 그를 사위로 여겼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을 포함한 남동생의 비용은 모두 형이 부담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른 살에 부부처럼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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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체-개혁 à→ 창조

군사정신 – 신라- 남북조 풍류  → 화랑 단체 (풍류)

위에서 언급된 한기언 공식의 세 부분 (전통, 개혁, 창조)중 두 부분 (창조, 전통)을 살펴 보았다:

멋의 창조의 예시로서, 향가 (전통-주체-개혁→ 창조)를, 전통에서 ‘맹세’ (전통-주체-개혁 →à 창조)를

논의했지만, 최종적인 화랑의 멋을 이루기 위해 수용되었던 ‘개혁’이란 무엇인가? 이번

섹션에서는 한기언의 멋 창조 이론 (공식)에서, 최종 창조물인 ‘멋’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통과도

구별되는 즉각적이고 활력에 찬 ‘개혁’의 영향이 필요로 하며, 화랑 단체 자체 만큼이나

창의적이고 활력 있는 '효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건화 가능한 알맹이 (정수)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려고 한다. 화랑에 대한 檀君의 기원설, 그리고 심지어 源花 기원설 마저도, 화랑

초기 발전이 그 특정 순간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설명으로 여겨진다.

동성애사적 관점을 무시하고도, 공식적으로 역사에 기록된 화랑의 ‘기원 이야기’는 보편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화랑의 기원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 왔다.

곽향식의 무속기원론은 김상기 78 와 김운학 79 의 '불교 기원 이론'과 그 강조점이 다르지만,

곽향식의 무속론은 <<사기>>와 <<유사>>에서 발견되는 '源花 기원'이야기와 일치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불교 기원설 이론과 신채호의 고구려 기원설 이론을 포함한 기타 이론은 기본적으로

원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다. 학자들은 화랑 조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몇 가지 대안 이론을 제시해 왔다. 화랑의 단일 기원을 찾기보다는 최근의 포스트 구조주의적

'계보적' 접근방법을 차용하여 화랑을 (무엇인가의) '효과' (effet)로 분석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해체주의자들을 따르는 추상 또는 구체적 '권력 관계’의 효과는 아니다. 기념비적인 화랑 조직인

'효과'를 낳은 조건을 이론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장 분명하면서도 가장 적게 탐구 되고 있는

‘영감’의 장소인 중국을 살펴 본다. '풍류'가 한국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오로지

중국만의 개념이었지만, 신라 '풍류'의 역사 전체를 하나의 변하지 않는 풍류로, ‘단일 현상’

(monolithe)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그것은 9 세기 유학자 최치원이 정의한

대로 받아들여졌다. 6 세기 중국 金陵 /建康의 풍류가 신라로 수입될 당시 풍류의 상태는 신라

화랑의 풍류의 ‘조건화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6 세기 금릉/건강과 9 세기 경주의 풍류

(그리고 최치원이 유학한 당나라에서의 풍류)는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현대

풍류 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풍류의 범주는 각 시기에 대해 하나 또는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되며, 어떠한 주어진 시기 내에서 세분화된 단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화랑) 풍류는 기본적으로 6 세기 중국 풍류 개념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78 김상기, <화랑과 미륵신앙에 대하여> <<이홍식박사회갑논총>> 신구문화사 1989.

79 김운학, <화랑도와 불교사상> <<동국사상>> 1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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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대신 일반적으로 고유하고 단일 '원점'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 한국사에서 ‘초기 원형

찾기’로 이어졌다. 즉, 화랑 풍류를 '효과'로 보는 것은 그 기원이 기원의 절대적인 지위가

위협당할 수 없는, 자급적 기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언급된

‘제천의례’나 태양 숭배를 화랑의 기원으로 볼 수 있거나, 단군, 80 삼한의 솟대 신념은 화랑의

기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통이라고 하여도 “개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라 역사의 특정 시점에서 화랑 풍류로

알려진 “효과”를 조건화하기에는 너무 멀거나 추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옛것과 새것,

그리고 토착 문화와 새로운 원천 문화의 융합을 기대한다. 한기언에게 있어 이 과정은 과거의

장점의 가장 좋은 요소를 보존하면서 다른 문화의 장점을 수용하여 새로운 ‘풍’의 멋을 생산하는

바로 그 창조물이다.

'화랑'이라는 ‘효과’를 낳는 이 융합의 과정과, 연속성, 불연속성을 포함하는 그 지속적인

(발전과 통정) (統整) 과정은 한기언의 멋 창조 공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표 1

傳統 (軍士 精神)

                            建康宮闕--à  新羅軍事

創造 단계

改革 (남북조 풍류)  調↓和

(內容+意志力= 創造) (멋) 花郞

                                                   發展과 統整

創造 다음 단계    

百濟 彌勒信仰 à  화랑 인재양성

                               改革  (彌勒信仰)  調↓和

(內容+意志力=創造) (멋)                  미륵선화  인재양성

                                        

80 안호상, <배달임금과 배달나라의 고유한 도의원리들과 화랑도에 관한 연구> <<동아논총>> 196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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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色 風流 傳統 (=’멋’의 表現)의 母體

↓創造발전/통정 지속

위 도표의 근거는 550 년대 신라의 당면한 정치·군사 상황과 연결된다.

화랑은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선진화된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대량적 문화 수입과 적응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6 세기 신라에 설립된 (진골) 정예군 급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신라가 적들에

둘러싸여 발생하는 긴박감으로 인해 극도로 강하게 촉발되었고, 불안정한 지리적 위치는 가장

높은 기술적이고 문화적 이점의 원천인 중국에서 가장 멀어짐에 따라 악화되는 실정이었다.

화랑은 신라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처했을 때 국가 생존에 대한 열렬한 열망을 품고 나섰다.

역사 기록을 통하여 신라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맹 관계를 협상하면서 새로운 힘의 원천을 찾아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웃나라에 대한 공격과 방어 전략을 번갈아 가며

친구/적에게 배울 것을 배우며, 그러면서도 영토 경쟁은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였다. 불교는 644

년부터 고구려에 의해 신라에 간접적으로 소개되었으며, 백제 문화의 양상은 같은 시기부터

채택되었지만, 신라는 지리적 거리로 인해 그 영토적 확장이전까지는 선진 문화의 원천인 중국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다.

6 세기 전반은 서 (백제), 북 (고구려), 그리고 동남쪽 (왜적)에 대한 변화하는 동맹과 치열한

영토 전투의 혼란 시기였다. (정재윤, 2009; 박윤선, 2006). 576 년 화랑의 제도적 설치 전까지

신라는 한반도 동남 해안의 수 많은 소국 중 하나에서 경기 지역을 덮는 영토를 지니는 국가로

성장했다.

중국 대륙에서 '수용'활동에 동참한 한반도 국가 중 제일 뒤늦게 동참한 국가였지만 신라의

국가적, 군사적 야망은 이웃 국가인 백제, 고구려, 왜 (일본)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정영고, 2011). 이웃 나라들 사이에 끼어든 신라는 어떤 국가보다도 위태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취약성 (vulnerabilities)에 대해 더 긴장감을 느끼고, 오래된 관념과 관습으로

인해 한반도 정치 권력 경쟁에서 '참가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국제적인 인풋(input) 없이는 다음

단계로 돌파할 수 있는 “활력소”가 없었다. 극복해야 할 여러 취약점, 차단된 지리적 위치, 말

관계가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상대적인

기술적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라는 6 세기 초반에 성장의 길 위에 서 이어도 적을

물리치고 한반도를 통일하여 영구적인 안보를 얻으려면 물질적과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종정'의 과정이 필요했다. 신라를 강대한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라 정부와 전장의

지도력과 열정적이고 용감하며 충성스러운 전사들이 절실히 필요했으며, 새로운 기술 전쟁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적 투쟁 (optics war)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했다. 전사를 길러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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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는 기술, 자신의 국민에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는 민족 정신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가

불교와 첨단 전투 기술을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써 제공하는 것이었다. 6 세기 신라의

이러한 도전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무기, 운명에 의해 새로운 청년중심의 추진력과

웰탄샤우웅(세계관)으로 해결되게 되었다.

중국과의 접촉이 성립된 이후 신라는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국가 권력은 크게 발전시켰다.

<<사기>>는 신라가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국가 강화를 적극 모색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강렬한 수입활동에 대한 기록을 담고있다. ____ 교수는 진(陳)나라와의 문화 교류

연도를 표시하는 이 연보가 후기 역사가들에 의해 꾸며진 것으로 주장했다. 이는 중국 문헌에는

해당 교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지만, 정확한 연도 날짜 표시는 그 신뢰성을

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___ 교수 조차도 진나라와 신라 사이에 상호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주어진 연도에 교류의 사실성을 반증하는 문헌이나 그러한 주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564 년과 572 년에 공물을 바치기 위해 북제 (北齊)로 파견된 신라의 공식 사절단이

<<사기>>에 언급되어 있으며, 그 이후 진나라와 가장 활발한 교류 활동이 이루어졌다. 564 년

<<사기>> 기록에 잔나라는 공식 사절 (劉思)과 불교 승려(明觀)를 신라에 파견하여 1700 개

이상의 경전 (經論)을 가져갔으며, 이후 566, 567, 568, 570, 571 년에는 신라에서 진으로 보내는

사절이 이어져 왔다. 이 때는 토산물 81 이 진나라 조정에 공물로 보내졌다. 양국간에 다양한

종류의 예비 접촉은 진나라의 첫 신라 사절인 564 년 이전에 이루어 졌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는

20 년 전부터 유학승을 통하여 중국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2.5 한국 성의식 (性意識)에 화랑 체제가 남긴 각인

전통적 성 (남색) 의식에 대해 화랑 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중의 성의식에 대한 화랑 조직의 각인은 미륵 신앙에 대한 대중적인 수용으로 강화되었다.

미륵불 신앙의 대중적 수용으로 '미소년 숭배'가 국가 종교 신앙과 미학의 일부가 되었다. 이것은

국가와 불교 교회의 명성을 강화하고 대중적 상징으로써 국민을 통합하는 힘으로 사용되었다.

화랑과 그의 미모/아름다움이 비일상적이고 신성한 것으로 더욱 의식화됨에 따라, “남색적”

풍조가 종교적 신앙과 섞이게 되었으며, 사실 “남색”에 대한 비판의식이 거의 존재할 수 없게

                                        

81 <<유사>>에 따르면, “真興王代天嘉六年乙酉(565) 陳使劉思與釋明觀載送佛経論一千七百餘卷”

凾來,安于通度寺.興徳王代大和元年丁未,入學僧髙䴡釋丘徳賷佛經若干凾來,王與諸寺僧徒出迎于興輪寺前路



64

되었다.

초기 화랑 단체의 구조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사적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랑은 평균

15 세에서 18 세 사이 (사다함은 15-16 세, 김유신은 17 세 (<<사기>>에서는 18), 김응령

(<<사기>> 18, <<유사>> 15-18))의 연령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화랑 22 명은 <<사기>>와

<<유사>>에 나타나고 있으며 복무하는 화랑의 수는 왕에 따라 달라지는 듯 보이지만, 나열된

이름이 반드시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진흥왕 2, 진지왕 1? 진평왕 9, 선덕왕 4, 경문왕 4).

화랑의 적합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리킴과 동시에 화랑의 추종성 (followership)이 자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화랑이 인기가 많을 수록 (미모가 뛰어날 수록) 전체 추종자 수가

많아졌다. 자원 봉사가 핵심적인 특성이었고 낭도 단원은 특권 기반 추종자였다 (남성이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되며, 거부당할 수 있다). 자신의 적합성, 능력 또는 의지/따르고 싶은 열망에 따라,

낭도의 단체 참가는 그 이외의 조건이 없어 귀족, 평민층이 혼합되어 적합자로 판단되며

(평민층이 많았을 것이다 82 ) 누구든 참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83 84   개방된 조직으로서

모든 단원이 공동 생활을 하였다.

미륵화 (彌勒化)와 함께 화랑의 기본 조직은 여전히 '집단 중심'이었으며, 감독 ‘國仙’ (원래

花主) (진골 출신)과 그 아래에 3-4 또는 7-8 花郞 (후에 仙郞) (아직도 진골 출신), 그리고 각 화랑

아래에는 郎徒 (門徒)이 있었다. 각 화랑에는 화랑에 이어 수 많은 낭도 중 한 명씩 승려 낭도가

있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원 봉사자 모집 제도였지만 화랑 당 낭도의 수는 늘 다양했다.

사다함 (나중에 언급)은 1000 명의 낭도를 갖고 부예란은 ‘국선’으로, 1000 명은 珠服을 입었다고

한다. 죽지랑은 덕오를 잡으러 갔을 때 137 명이 그의 뒤를 따랐다. 김흠운(金歆運)은 낭도 200 명,

죽지랑 (죽만랑) 득오 포함 137 명의 낭도를 지도했다. 어린 나이로 화랑은 엄청난 수의

추종자들을 끌어 들였고 귀중한 상징적 재산으로 취급되어 분명히 큰 가치를 지닌 국가/종교의

대표적 인물 (‘showpiece’)로 활약하였다.

화랑의 자원봉사 제도와 화랑의 지위를 얻기 위한 엄격한 기준은 화랑의 수를 결정했고,

화랑의 아름다움과 명성에 따라 그가 끌어들일 수 있는 낭도의 수가 결정되었다. 각 왕의 화랑의

수와 각 화랑의 낭도 수에 대한 정보는 <<사기>>와 <<유사>>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난다85

                                        

82 이기백, 한국의 전통 사회와 병제 " 한국 학보 제 6 집, 1977, 194. 고려…

83 최근 학자들은 단체적 유대감, 신앙 촉진을 위해 낭도는 평신도가 아니라 불교 신봉자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84 이기동에 따르면 “졸” 은 일반병사가 아니라, 하급군관임 (159) 그렇다면, “낭도는 관등을 받을 수 있는 사두품 출신

이상에 국한..

85 화랑 지도의 인기는 꾸준했다. 예를 들어, 8 세기에 孝昭王 밑에서 활동한夫禮은 낭도 1000 를 거느렸다. 널리 알려진

四仙 중 하나인 永郞, 孝昭王 밑에 매우 인기가 많았으며 같은 숫자이거나 더 큰 낭도 수를 가졌다. 安常, 眞才, 繁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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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 조직의 다양한 측면들 중에서 (“전사단, 가무조합, 무당집단,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

인재양성의 교육적 기능, 신라 귀족사회의 신분계층 갈등을 완화시키는 사회적 기능, 주술적

종교의제로서 신앙적 기능, 정서함양과 가무유오의 예술적 기능, 유불도를 포함한 사상연마의

기능을 담당) 각각 기원설은 보통 해당 연구의 초점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남색 역사의

일부로서 화랑은 분석의 대상이나 중심이 되지 않았다.    

다양한 초점들 사이에 퍼져 있는 원화와 화랑의 다양한 기원설들 중에서, 한국의 남석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화랑의 이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서는 화랑이 한국 성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 질문을 다루려 한다. 중국의 황제설, 판구설이나,

쿠우카이의 관례를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져온 남색 기원설 86 등과 같이 한국남성문화에 대한

명확한 유래 설화는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원화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한국의 남색문화를 설명하거나 또한 합리화하는 '기원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혼란스러운 과정이기도 했다. 화랑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그것이 아유카이가

‘매춘부’라고 가정한 ‘원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되었기 때문에, 원화의 기능에 대한 일본인

학자의 지적 탐구의 한 가지 작은 점은 “어떻게 소수의 원화 소녀들이 그렇게 많은 추종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다. 원화와 추종자 간의 집단 역학에 대한 분석은 화랑 신라

체제에서 동성에 욕망의 역할을 과장하거나 과소 평가하지 않고 다룰 수 있다.

아유카이(鮎貝房之進)는 원화가 (그리고 아마도 ‘화랑’까지도) 성적인 만남 (이 아이디어는 동료 일본

동포들에 의해 조롱 당했다)에서 이 추종자에서 저 추종자로 건너가는 관습적인 “매춘부”와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유카이의 이런 문제제기는 6 세기 (원화가 드러난 시기)는 전국 (戰國 時代) 군사

전략의 대편찬인 << 六蹈 >>가 중국에서 완성되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남북조 시대의 국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린 시기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이론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다. 모든 중국

장군들이 큰 관심을 끌었던 책들 중 하나였다. 이진수는 화랑의 활동과 관련하여, ‘戱樂’ 개념에

대한 ‘여가 지향적’ 해석과, ‘遊娛(山水)’ 개념에 대한 진지하고 공식적인 해석을 구별하면서,

화랑의 '遊娛'개념을 '외모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착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중구의

                                                                                                                              

(모두 孝昭王), 비슷한 수의 낭도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9 세기 말엽에 진성여왕 밑에서 孝宗郞은 1000

낭도를 지도했다.

86 물론 어떤 나라 든 동성애 전통에 대해 자신과 구별되는 딴 영역이나 문화를 탓한다는 역사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한때 文殊 菩薩이 남색 관행을 일본 열도에 소개했다고 설명했고 그 뒤의 기원설로, 806 년에 중국에서

진언종파의 창시자인 쿠카이 (空海)를 통해 당나라에서 돌아온 후 남색 관행을 돌렸다. 중국은 황제 (黃帝)를 탓했고,

그리스는 이집트를, 로마는 그리스를, 유대인은 (아마도 가설적인) 아말렉인을 탓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색' 그 자체로서

기록된 점은 한국의 경우와 다르며, 한국에 남색의 공식적인 역사적 기원설이 없다면 그 이유를 이론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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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蹈 >>의 중심적인 문제와 직접 연결시킨다. 이 때, 신라의 인재등용법이 중국<<六蹈>>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하며 (175), 87 원화 (源花)체계가 ‘한국의 초기 전통에 뿌리를 둔 토착적인

개발’이라는 인식에 도전했다. 물론, 훨씬 이른 전국 시대 (戰國時代)에 제정된 <<육도>>의 8

가지 시험 기준에는 “試以之色, 以觀其貞”이라는 하나의 ‘검사 방법’으로 성 (女色)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진수는 색을 여색으로 번역했지만, 남자가 여자의 매력에 얼마나 잘 끌리는 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저항할 수 있는지 시험을 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준다. 첫째, 진흥왕이 독자적으로 <<육도>>를 읽고 (혹은 그

원리를 알게 되고) 원화를 이용하여 <<육도>>에 따라 “성욕구 자제”테스트를 만들려고 했다면

‘원화’는 남자를 유혹하는 “미끼”로 사용되었다는 뜻이 된다. 열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한 인격 시험이었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나쁜 성격을 가진 남성들을 배제/쫓아내는 “성적 유혹자”로서 원화의 역할은 또한 무교적 역할과

같은 주로 의식적 또는 거룩한 기능으로서 원화 개념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두 원화

'유혹자'/미끼 사이에 허영심과 질투가 생겨서 살인 사건과 원화 개념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아주 쉽다.

그러나 위의 육도설은 원화에서 화랑으로 그 개념을 이동하는데 연속성 문제를 폭로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적 유혹에 잘 안 빠지는 미덕”이라는 원화의 원칙이 다시 화랑의 기초 개념으로

가설된다면, '유혹자'로서의 화랑은 더 이상 부정적인 원칙일수도 없다. 그들 (화랑들)의 매력이

성공적으로 (남자 후보자에 의해) 거부되고 그 남자의 덕목이 입증되거나, 혹은 그 남자가 유혹에

빠져서 그의 이름이 후보자 명단에서 제거되면, 그 시점에서 화랑의 역할이 이제 다 했다.

육도설이 원화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만족스러워도, 화랑에 대한 설명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것은 화랑의 매력은 긍정적인 가치이지, 성적 시험으로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만일 화랑의

역할이 허용심이 많고 무모하고 규율이 없는 여성 유혹자에 대한 '안전한 대체물'로 처음에는

똑같이 부정적인 역할이었다가 그 과정에서 화랑 시스템이 우연히 혹은 자발적으로 긍정적인

유인자 및 리더로서 그 효과성이 “발견”됐을 때, 화랑의 가치는 이미 원화의 단순한 “대체물”

로서가 아니라, 원화체제의 기반 원리를 완전히 뒤집은 새로운 시스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도설이 원화 설화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정당화하지만, 사다함 전설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사다함은 역사적으로 그 전기적 정보가

자세히 주어진 최초의 화랑이지만, 진골 신분으로서 어른 남자가 자기 성적 유혹을 자제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유혹자” 역할을 한번도 맡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화랑 개념 발명'의

과정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사다함보다 앞서 설원랑 때 일어났을 것이다.

                                        

87 이진수, 新羅花郞의 體育思想 硏究. 保景文化社, 1990. 173-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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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귀족 청년을 매춘부로 대우하거나 군인이나 관리를 시험하려는 유혹자로 대우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한다. 고구려, 백제, 당나라 등의 외부인들,

더욱더 신라인들이 그것을 주목 안 했을 리가 없다. 결국 “남색”이라는 단어는 문헌상 중국에서

사용되어 왔고, 남성들 사이의 성관계를 가리키는 어휘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논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랑을 놓고 ‘남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사례를 찿아보지

못 한다. 그러나 아유카이의 관념을 배제한다고 해서 화랑을 분석하는데 욕망 (그리고 숭배)의

요소가 부정되지는 않는다88

화랑이 ‘매춘부’라는 개념을 거부하면서, 화랑에 대한 “욕망”의 중심목표는 추종자들의 성욕 자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추종자의 무용 (武勇)을 자극시키기 위한 동기 부여라고

볼 수 있다. 욕망 (실제로 감탄과 경외)은 <오계>에 반영된 충성, 용맹이라는 군사적 가치에서

낭도의 개인적인 내면 수양으로 퍼져 나갔다. 승려 낭도의 지도와 헌신 아래, 화랑은 낭도를

지도, 보호했으며, 낭도들이 다시 화랑을 따라 가고 지켜 주었다. 이 역동적 관계는 통일 후

미륵화의 과정에서 이 흥미로운 긴장감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확장되었다.

따라서 젊은 왕 (원성왕)의 경우 성인 남성의 여성의 행세, 여성스러운 성격이 영계(靈界)의

속임수로 공포, 멸시될 수 있었지만,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청년에 대한 대중적인

‘욕망’은 사실 남색 행위 자체가 멸시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환경에서는 청소년애는

공공적으로 멸시의 대상이 되거나 도덕적 잘못으로 비판되거나 억압될 것은 없었을 것이다.

화랑 조직에 드러나는 특이한 욕망 구조는 훈련과 전쟁 준비, 전쟁 집행, 특히 전장에서

후퇴하지 않는다는 도덕 규범이 활용되었을 때 국가에게 큰 힘이었다. 삼국 통일이라는

신라군의 커다란 승리 이후 화랑이 대중적 신(神)으로 확대됨에 따라 화랑 제도의 깊은 “각인”,

언제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정도로 아름다운 청년에 대한 존경과 숭배가 한국 문화와 대중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의 남색 의식의 기초가

되었다.

반면에 원화/화랑 창립 연대가 정확하지 않고, 운명적인 원화 실험과 화랑의 창립이 실제로

사다함보다 앞선 경우, 예를 들어 최초의 화랑 설원랑이 (그의 명주 기념물만 알려지며, 그의

전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다) 원화의 대용으로 미청소년을 사용한 결정적인 ‘회전’

(pivot)이었다면, 나아가 (여전히 <<육도>>설을 가정한다면) 화랑 초기의 원화식 체제가 그

                                        

88 이에 관련하여 <<유사>>에는 여성의 행세를 하는 남성 사례는 신라 원성왕(785-798) 때 묘정이라는 미소년이다.

제 36 대 혜공왕(758-780)이다. <<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8 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평소 여자같이

행동하고 여자 옷 입기를 즐겨하여, 신하들이 의논하기를 원래 왕은 여자였는데 남자의 몸을 벌어 왕이 되었으니, 나라에

불길하다고 하여 죽였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젊음의 여성스러운 외모에 대한 관용을 암시하지만 성인 리더에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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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원화의 역할, 즉 “남성의 성적 미덕을 테스트하는 미끼“의 역할을 넘어서기 위해

조절되어 새로운 “화랑” 시스템이 우연히 “발견”/탄생되어 원화 시스템을 뒤집어 놓았다면, 그

나름대로의 논리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유사>>와 <<사기>>에서 설립자로서 인용 된

진흥왕의 재위 기간보다 앞서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89 ) 진흥왕의 연대기 자체에 대해 의심을

던지게 된다. <<유사>>는 원화에서 설원랑으로 전환을 설명한다:

於是大王下令廢原花. 累年王又念欲興邦國湏先風月道, 更下令選良家男子有徳行者攺爲花娘. 始奉薛原郎爲國仙,

此花郎國仙之始. 故竪碑於溟州. 自此使人悛惡更善, 上敬下順, 五常·六藝·三師·六正廣行於代.

사다함 연대기가 정확하지 않거나 (아마도 정확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의 생애 이력이 진흥왕

때였다면, 진흥왕의 연대기를 거짓으로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혹은 사다함의 가야 정복

연대기가 거짓으로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의심스러울 경우엔 동시대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대상을 고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명주 설월랑 석비가 실제로 존재했고, 석비의 내용과 배경 이야기가 조작되지

않았고, 설원랑의 생애 연대가 비문에 포함되어 있거나 설원랑 설화에 연관된 것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석비는 일연(一然)이 고려 시대에 <<유사>>를 집필한

당시 여전히 알려졌고, <<유사>>의 일부의 독자들 사이에서 분명히 알려졌을 것이다. 이야기가

붙은 기념비에 대한 <<유사>>의 언급은 (그 연대 내용이 새겨져 있든 없든 간에) 완전히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진흥왕의 화랑 창립 연대나 사다함 가야 정복이

아마도 사실적일 것이다. 진흥왕의 화랑 창립연대와 사다함 연대가 맞고, 정확한 연대 기록을

가진 사다함이 진흥왕의 창립 화랑 연대보다 먼저 ‘화랑’으로 알려졌다고 가정하면, 진흥왕과

사다함 연대를 보존하는 유일한 결론은 즉 ‘화랑’의 개념이 진흥왕의 화랑 창립 연대를 앞섰고,

그리고 진흥왕이 설원랑과 월화가 서로 연대가 없는 한, 허구일 수도 있고, 진흥왕이 ‘화랑’이라는

기존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도화 했을 뿐, 나아가 사다함을 가능 하게한 어떠한 영감이 다른

무엇인가일 수도 있었다는 점, 또한 <<육도>>의 성욕 티스트 개념을 화랑에 대한 설명으로

나중에 추가되거나, (불교적 의미의 부재 여부에 관계없이) 신라에 의한 가상적인 원화 개발

이전에 이미 “내장”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진수의 유익한 이론은 본 연구가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통찰을

제공한다. 이진수는 왕실의 사령관으로서 <<사기>>의 편집자인 김부식이 <<兵書>>와 매우

친숙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자신의 해석을 바탕으로 화랑 설화에 그 개념을 도입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175)            

                                        

89 조선 시대에 徐居正은 화랑 조직의 창립년을 진흥왕의 재위 원년인 540 년으로 수정하여 위에서 언급한 연대

문제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梁 大同 六年, 新羅 法興王 二十七年 眞興王 元年, 高句麗 安原王 十年, 百濟 聖王

十八年  新羅選童男容儀端正者號風月主求善士爲徒以礪孝悌忠信” 徐居正 等撰, <<東國通鑑>> <三國記 卷之五 庚申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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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화랑의 기원에

대한 기록에는 분명히 약간의 불일치가 있고, 김부식은 아마도 엉뚱한 학자나 부주의 한

편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대의 정확성에 대해 가장 양심적이며 더하기, 빼기, 생략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그는 역사를 "더 나은" 것으로, 즉 도덕적으로 건설적인 도움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경우에서만. 불일치를 허용했을 것이다. 유교적 맥락에서 이것은 남색과

관련된 화랑에 대한 언급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그러한 의심이 역사를 훼손하는

곳에서 존재했을 때문이다. 화랑에 대한 이러한 긴장감은 아래에 요약된 “호종단” 사건에 이어

쓰여진 <<海東高僧傳>>에서 보인다. 따라서 원화는 역사에 존중성을 더 주기 위해 어떤

시점에서 화랑 전설에 추가된 것으로 가설하지 않을지 언정, 진흥왕의 연대기나 사다함의 전투

연대에 대해 부정확 한 정보를 제공 할 이유가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한 기원을 '잊고'

연대기에 혼동을 가하더라도 허위 설명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있었다. 유교 역사가가 한반도

통일을 이끈 체계가 “유일한 중국 남황후”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을까. 아니다.

하지만 그 이론 자체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원화의 기원에 대한 모든 이론을 종합해보면, 역사학자들의 추정은 대개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의 국가, 민족 생존과 적국 정복이라는 긴급한 임무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이

열렬히 수입되는 가운데, 앞선 시기에 뿌리를 두면서 외래 문화나 구조적인 영향 없이 고유

단체가 자발생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역사의식 자체는 충분히 논리적이고 믿을 만하다.

<<사기>>는 마치 추리소설처럼 화랑을 냉혈한 살인 사전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한다.

三十七年春,始奉源花,初,君臣病無以知人,欲使類聚群遊,以觀其行義,然後擧而用之.

逐簡美女二人,一曰南毛,一曰俊貞,聚徒三百餘人,二女爭娟相妬,俊貞引南毛於私第,强勸酒之醉,曳而投河水,以殺之.俊貞伏誅,

徒人失和罷散.    

그 기원설이 제시하는 것은 처음에는 576 년 의용군인 및 정부 지도자를 모집하기 위한 군·정

모병제로 여성 원화(源花)가90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花’라는 명명은 그 선발 도구(花)의 성격을

의미전달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그 제도가 작동되었는지, 어디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90 . 원화의 ‘원’ (源)'은 여성을 꽃다운 매력과 아름다움의 원천으로 명명하는 듯하지만, '화랑의 근원'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재치 있는 말장난으로 까지 해석할 수 있는 이 명명의 과단성 (overdeterminedness)은 '원화'가 훗날

역사가들이 화랑 청소년 제도의 여성 '출처'로서의 역할을 무색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살해

사건 전 첫 의미로서 '원화'라고 불렸다가 말 그대로 '원화'가 된 경우이다. 살인 후 두 번째 의미에서 화랑의 출처가

되었다면, 그것은 상당한 우연이겠다. '원화는 신화 (myth)에 불과'라는 이케다의 주장은 '원래'라는 뜻의 '源’에서 실마리를

얻었을 것이다. 단체를 "원조 꽃"으로 지정하는 것은 "후계자의 꽃"에 대한 의식 (意識)이 이미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원화라는 이름은, 그 후의 남성 화랑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원래 단체"라는

발상이 그 후계자가 되기 전에 "원래"라고 불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는 사다함이 화랑처럼 '역명'을 붙였을

경우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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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설이 있다.

원화에 대한 기원설 또는 원형설은 종종 원화를 무속 전통과 연결시키려고 한다. 김__은 원화를

"유령 종교를 이용해 국민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일본 히미코 왕후의 주술과 연관시켜, 그 사이의

영향은 없지만 두 사례에 나타나는 무속 신앙의 유사성을 주장하면서, 역사 서술 속에 등장하는

‘차차운’ (次次雄) 즉 ‘자충(慈充))이라는 칭호는 신라어(新羅語)에서 “무당”이라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했다. 미시나 (三品彰英)는 원화에서 무속적인 기능을 사설했지만, 여성 성직자들이

무속적인 기능을 했던 한, 그는 그들이 신라의 초기 남성 사회를 대체했다고 이론화 했다.91 그는

<<사기>> <유리 이사금>(기원후 32 년)에 드러나는 가배(嘉俳) 행사와 여자집회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지목한다. 그와 기타 학자들은 화랑을 “巫覡적”인 단체로, 원화를 女巫先行論으로 본다.

가배는 양잠, 소산업과 연계돼 있었지만 여성단체라는 것을 떠나서 이것이 어떻게 관료와 군인

선발에 얽매인 무속적 구조의 원천이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설명되어 있지않다. 김__을

비롯한 적지 않은 학자들은 원화는 그 자체가 한국의 무속에 뿌리를 둔 오랜 신라 전통이었다고

주장한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원화, 그럼으로 화랑을 토속적인 문화 발전으로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무속을 가장 많이 가정한다. 실제로, 전쟁이나 적군의 공격, 재난이 닥칠 때, 무당이나 도교적인

방식으로 더 높은 권력을 요구하는 주제는 화랑에 대한 이후, 심지어 화랑이 귀중한 미륵신으로

구성되었을 때의 이야기와 노래에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 알려진 어떤 문헌에서도 화랑이 실제

무속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기록의 흔적에서 분명하지 않다. 반대로 무속이나 도교는

승려가 화랑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수단일 뿐이다.92  게다가, 종교적 또는 주술적 기능은 외모와

같은 피상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했을 것이고, 외모에 기초한 한 가지 비극이 생겨도 그 종교적인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나이가 많거나 덜 고혹적인 여성을 사용면 되지, 단체의

몰락을 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확실히, 살인 사전은 국가가 보호가 필요한 귀신을 불쾌하게

하는 불운 혹은 나쁜 징조를 의미하거나 귀신의 불복감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의식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 샤머니즘적 기능은 그들의 "직무 기술서"에서

주목되는 ‘주요 특징’이 아니라, <<사기>>, <<유사>> 에서 그들의 성적 본성만 강조된다. 심지어

                                        

91 “최초 원시 한족사회는 남방의 여러 민족과 마찬가지로 순연한 부족적 남자 集會舍가 있었으나 이윽고 북방으로부터의

샤머니즘이 習合한 결과 무녀적 기능을 갖는 여성화랑이 奉載 되기에 이른 것이 아닐까?” 105-125.

92 대표적인 예로, 윤성범은 <화랑정신과 샤머니즘> 에서 미소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특히 한국 샤머니즘의

특이성을 추적하려 했으며, 국선화랑을 샤먼으로 보고 화랑도는 샤만 (무당)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영육일치의 종교적

수양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상계>> 12 호, 1963, 214-5)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무사단과는 다른 종교적인 특이성

이 있다 생각하고 있다. 신라인의 머리속에는 우리가 지금 상정하는 대로라면 그들은 “미”를 종교의 현상화로 보았음

직하다. (< “아름다움의 종교적 상징을 통해 합의를 했다”: 寬容, 조화, 단합, 謙讓,, 희생의 정신 등의 기백 (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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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이름(花)자체도 그 함축이 있다. 결국 그 에로틱 기능의 붕괴는 전체 기관의 붕괴를

의미했다. 사실, 만약 '”원화제도'가 무속 의식(儀式)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지속된

것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질투에 의한 하나의 살인 사전이 전체 사물의 갑작스러운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러나 원화든 화랑이든, 특히 불교와 불교국가, 중국의 선진 문화에

대한 가장 큰 열정의 시기 6 세기 중반 신라에 93 무속제사는 그리 신선한 발상으로 여기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원화는 역사적 기록에 있는 그 대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통제되지 않는 열정

때문에 실패해버린 짧은 시도였다. 유사한 제도는 이전에 시도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빠른 해체가 이루어졌다. 남모와 준정 등이 그런 최초의 사건이고 그 전체를 가까스로

무너뜨렸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무속과 같은 강력하거나 뿌리 깊은 제도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기원설로서 원화의 신빙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점이 있다. 원화의

존재(혹은 원화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은 560 대 사다함이 화랑의 역할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기록과, 같은 역사 기록에서 570 대 원화와 화랑의 제정 연대를 둘러싼 기록

문제이다. <<사기>>에 나오는 <사다함 열전>은 화랑조직 제정의 연대(진흥왕 37 년) (576) 보다

10 년 정도 빠른 것이다. 사다함의 연대기는 원화와 화랑의 창설년을 앞두고 있지만, 사다함은

수많은 낭도가 완비된 화랑과 화랑의 조직 구조의 특징을 모두 갖춘 화랑으로 묘사된다. 화랑이

공식적으로 설립되기 전 일어난 이 연대기와 관련하여 왜 '화랑'과 '낭도'라는 용어들이

사용됐는지를 두고 일부 논쟁이 있었다

역사학자 신채호가 이 연대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일본 학자 이케다도 이것이 화랑제도가

이전에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新羅 の花郞について>>). 576 년 이전에 화랑이

존재했다는 설(고구려 기원설, 심지어 단군 기원설)과 뒷받침하거나 연관되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게 진흥왕 재위의 첫 해였기 때문에 576 년을 일종의 관습으로 선정했다는 설 등은 그

것을 증명해준다. 사다함의 연대는 한 때 검증이 가능한 사건으로, 15 세의 나이로 사다함이

562 년(진흥왕 23 년)에 구당비장에서 가야를 이겼다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연대 실수"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할

확실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본연구는 사다함이 역사상

                                        
93 무속은 이 시기에 유입된 새로운 사상으로 인하여 점점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옛 무속에 대한 선진 불교의 도전을

보여주는 <아도>전설이 시사하는 바 대로이다. <密本法師傳>에는 그가 呪法을 쓰고 병을 치유하고 丞相 金良圖 전설에도

무속이 같은 맥락에서 언급된다. 불교의 영향력은 이야기의 논리상 가장 명백히 드러난다. 여성 단체에서 남성 단체로

이행하는 근거는 부처님의 여성, 특히 수도원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한 가르침과 일치하기도 하다. 이 경우, 남존

여비 관련된 전형적인 불교의 여성관은 원화 전설에 그대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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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확실한 연호(562 년)와 관련된 화랑이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다함 당대에는 조직

자체의 완전한 표현이 아니었지만, 원조 또는 초기 화랑 조직의 개념이 이미 신라에도

존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576 년이 원화가 제정된 해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곤혹스러워지고 있다.

우리가 '연대 오류'설을 선택하지 않는 한, 현존 기록에 등장하는 가장 초기의 화랑 전기인

사다함이 모든 면에서 모범 '화랑'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다. 아마도

사다함이 진흥왕 이후의 제도화된 화랑 단체와 연관된 화려하고 심지어 여성스러운 의복으로

“장식”되었는지 알 수 없다. (신라 국민들 사이에서 더 큰 열의를 조장한 화랑의 의복과 분장의

'여론 투쟁'은 언제 시작된건지 94 ) 사다함은 공식적으로 ‘화랑’, ‘선화’라는 정식 명칭으로

'기관화'되지 않았던 것 같이 보인다. 사다함은 좋은 가문 출신이며 진골 계통의

귀족(<<세기>>의 의심스러운 설명에 따르면 왕의 7 대손, 관리의 아들)으로 묘사된다. 물론

사다함 외모의 아름다움(“풍모가 맑고 준수하며 지기가 방정했으므로” <<사기>>)은 화랑에 걸맞게

보이는, 그의 적합성의 이유로도 여겨진다. 아직 젊은 시절,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화랑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고 사다함도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승복하고 그 역할에 발을 들여놓았다.

<<사기>>에 있는 이야기는 사다함의 추종자 무리가 천 명이나 되고, 사다함은 그들의 모든

환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부식이 고려시대 자신의 입장에서 사다함을 놓고 시대착오적으로

‘화랑’이라는 말을 적용했는지, 아니면 사다함 당대에 화랑이라는 개념이나 원형이 이미

존재했다고 봤는지, 우리가 '연대 오류설’을 선택하지 않는 한 원화 ‘남녀 대체설’과 사다함

연대기의 모순 관계는 비판의식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사다함 열전에 포함된 가야 정복의 구체적인 연대를 고려하면, 그것이 실제로 화랑이

원화의 대체물이 되었든 아니든 576 년 화랑의 정식 설립 이전에 화랑의 ‘원형’ 개념이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육도>>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언급할 것처럼, 원화는

전사이자 지도자로서 화랑에 대한 설명으로도 불충분하다. 적어도 여성들 자신이 전사 코드를

가진 실제 무사가 아니었다면, 사다함이 기원으로 삼은 화랑 체계에 대한 모델의 전부는

아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담이 원화 창립과 같은 해에 화랑과 같은 전사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면 특히 그렇다). 비록 원화가 연대기적으로 화랑의 개념에 앞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

화랑이 실제로 원화의 대체물로써 진흥왕에 의해 발명되었다면, 화랑은 단순히 ‘원화의 복사’라고

                                        

94 <<고승전>>의 화랑 제정설 참고. 사다함 연대 문제는 화랑제도가 먼저 왕이 전파한 뒤 그 인기가 신라인들에게

흘러내렸다는 <<고승전>>의 주장과 반대로, 오히려 신라인들 사이에서 화랑의 인기가 왕의 화랑 제도화를 초래한

원인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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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을 만큼 두 역할 사이에 기능상의 차이가 충분히 있다 95

그런 다음 화랑은 액면 그대로의 원화 기원론에서, 즉 (문제의) 치명적인 원화 살인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형성’이라는 가정으로 전환된다. 화랑 제도는 576 년 완전히

새롭게 실현된 개혁으로서 한꺼번에 등장하지 않았고, 앞에서 논의한 바, 다음으로 논의할 바와

같이 진흥왕 이후에도 발전과 통정 (統整)과정/궤적이 멈추지 않았다. 불편한 세부 사항을

"혹시나 오류"로 치부하는 것은 늘 바람직하지 않으며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하지만,

이론의 가치는 그것이 반드시 사실로서 완전히 검증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적어도 명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하게 새로운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다함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화랑이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이미 신라인에 의해 알려진 역할, 곧 공식 화랑 제도/기관의 원형,

아직 완전히 표현되지 않은, 또 왕실의 임명을 받지 않은 역할을 완수해 달라고 간청 받았다.

원화가 서면 그대로 존재했다면, 576 년 원화가 대체되기 전에 화랑의 원형/전신이 이미 원화와

나란히 발전해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데, 이는 ‘화랑’은 남모에 의한 준정의 냉혈한 살인이

일어나 원화 제도가 해체된 후 떠오른 발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다함의 역할 받이드림

이전에 '화랑'의 체계나 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면, 신라 문화 자체에서 발전했든, 이웃

고구려에서 발전했든(신채호가 제안했거나, 중국에서 수입했을 수도 있는) 화랑의 개념이 점차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있다. 즉, 하이브리드(hybrid)와 같은 문화 사이의 만남(새로운 것을

가져오고 오래된 것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뜻), 즉 ‘전통-주체-개혁 à 창조’라는 멋 창조의 과정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주로 원화의 기원설 때문에 사다함의 연대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라가 겪었던 보안상 압력

속에서 뜨겁게 추진된 새로운 '첨단' 문화와 기술이 처음부터 활기를 띤 발전으로서 화랑을

이론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국으로부터 신라는 새로움, 선진적인 것을 그들 자신의 맥락에

이식할 것을 찾았다. 그리고 본연구 이론과 본질적으로 양립되는, 동시에 양쪽 모두 타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96 원화 이론을 더 깊이 조사하려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진나라 궁궐에서의 중국 풍류가 문제 (文帝)의 몰락 이후 인정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원화

기원설의 이론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는 신라에서 가장 치열한 정보

                                        

95 화랑을 여성에 기초한 체계의 대체물로 가정했을 때, 어린 남성들은 두 가지 효능/기능을 제공했기 때문에 즉시

선호되었다고 추측된다. 생식상 비생산적인 존재로서 성적 가치의 측면에서 소녀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들은 생식욕과 관련된 질투와 소유욕 같은 것에 쉽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소녀와 같은 분장과 멋진 옷을 입은 예쁜

청소년들은 남성들에게 용기와 투지를 자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도자로서 남성들의 적합성을 평가 가능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성으로서, "여성 취약점"에 수반 된 문제들 없이 그들은 또한 실제 영웅적인 리더로서

사용될 수 있다. 몇몇 고전문화에서 (그리스, 인본) 미소(청)년들은 무술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96 본 연구는 원화기원론과 아래 한자 고론을 혼합해보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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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과 문화 수입의 시기에 신라 불교 교회 대표 및 기타 신라 고위층 사람들도 양/진나라의

수도인 金陵/建康에 있었고 진나라의 국민들로부터 정부, 문화, 군사 관련 많은 정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新羅國이 신라의 발전과 진보에 대한 갈망,

야망에 따라 체제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 진나라 조정을 처음 접한 데서 신라 사절단이 젊고

아름답고 용맹한 군장으로서 한자고(韓子高)의 성공과 명성을 보거나 들은 것은 화랑제도에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영향은 문제, 한자고와 진왕조의 짧은 통치 기간으로

인해 인정은 못 했을 것이다.

미륵화 이전의 화랑

以後 韓子高는 文皇帝를 따라 張彪를 무찌르는 데 큰 役割을 했고, 이 때문 皇帝가 軍師를 거느리고 韓子高를 指揮하게

했다. 子高의 功績은 뛰어났고, 部下들에게 잘 해주었고, 軍師들도 그를 기꺼이 따랐다.'97

중국에 최초로 유학 간 신라인은 549 년 覺德僧侶였고, 그가 체류한 곳은 남북조 최후의

진(陳)나라 바로 이전의 국가인 양(梁)나라였다. 양나라는 높은 수준의 불교 문화가 번성한

시기라서 각덕 등에 의해 신라에 가져온 양나라 불교는 초기 신라의 불교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으로 여겨진다. 이는 신라와 (564 년에 양을 극복하고 집권한) 진나라 사이의 고수준 외교

교류가 이어졌다. 이 당시부터 진나라 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소문, 보도를 통해 신라 궁정에

알려졌을 것이며, 종교, 철학, 예슬, 건축 (560 년대의 10 년간은 신라 수도에 황룡사를 건립 한

시기였다), 전쟁 기술과 책, 경전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는 일 외에도 큰 성공을 거둔 왕권과

진군 (陳軍)의 상태, 그것을 배우고, 적응시키는 것에 큰 관심이 있었음에 틀림 없다. 이러한

경향은 신라의 최고 엘리트인 진골, 고위 궁중, 군 지도층 사이에서 특히 강했을 것이다.

최초의 신라 사절단, 문화교류 당시의 진나라 황제는 陳文帝 (522-56)으로 그는 일찍부터 전장

(戰場)에서의 성공, 진나라의 영토와 국력을 크게 확장한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신라 사절단이

황제를 알현할 기회가 있었는지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못하다. (일부 학자는 이 교류의

진위성/사실성조차 의심하지만) 비록 진나라 수도 금릉/건강을 방문한 신라인이 공식적인

사절단이 없더라도, 신라와 진나라 사이의 접촉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문황제와 그 총애를

받은 한자고와의 특별한 관계는 진나라에서 화제성을 띄었다. 이 관계는 또한 중국 또한 그 당시

풍류의 성격과 쉽게 관계 시킬 수 있다.  

한편, 진 왕조가 종말을 상징하기도 한, 전쟁과 혼돈으로 휩쓸린 남북조 시기는 퇴폐적인

풍류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다. (풍류라는 주제로 돌아와) 의식과 규율이 정부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정치와 사업의 부패로 훼손된 한(漢)나라 뒤인 先秦때, 유교에 대한 반응을 불러

                                        
97 “文帝于是将手下大部分的兵马配给子高，子高也轻视钱财，礼贤下士，归附他的人很多”<<陳書>> <韓子高 傳>)



75

일으켜 새로운 가치를 찾게 되었다. 한나라 때 대중 교화의 원천으로서 이용했던 <<詩經>>은

이제 그 속에 보이는 ‘표현의 자유로움’이 지식인에 영감을 주어, 진 (晉) 시대에 본격적인 풍류

문화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포가 은둔 생활과 새로운 도피주의, 낭만적 세계관으로

그 문명의 꽃이 피었다. 개인의 창의성에 대한 가치화, 불교와 도교의 비옥한 개념 토양에서 많은

연감을 얻으면서, 중국에서 두 영역은 서로 다른 지향적이지만 상호 호환되는 가운데, 6 세기는

문화의 번성과 동시에 그 타락을 초래한 귀족 계급의 도움으로 불교와 도교는 그 문화적인 힘이

끊임없이 성장했다.

그럼으로 우세한 신라와는 달리, '풍류 정신의 개화기'라고 불리는 남북조 시기 (위진 남북조)는

6 세기에 그 종말에 가까워졌고 번성하면서도 '타락'의 절정에 이르렀다. 그 특정한 문명의 끝에서

문화는 매우 방만하고 관대하며 퇴폐적이라고 생각된다. 신라가 선진 문화를 빌려온 진나라보다

앞서 있었던 양나라의 짧은 왕조는 “부자이고 게으른, 무능한 엘리트 청년, 공무원과 글 쓰는

계층 (작가)에 대한 낮은 기준, 향수, 가루粉, 하이힐 구두, 실크 베개와 같은 사치품에 대한 탐닉,

물질주의 적이고 오락과 여흥을 과소비히하는 문화, 잦은 나들이와 세련된 생활 방식”은 남북조

말(末)의 흔한 사회상이었다.98 동한 (東漢)시기로 대표되는 봉건 집중식 유교 통제 특성이 가장

약화되고 도가의 자유 정신이 절정에 이르렀던 이시기에 (최병규, 73 쪽) 문제 개인의 엄청난

군사적 성공 과 진국의 건립이 그의 뒤를 이었다.

문제 (文帝)와 그의 경력에 대한 주요 출처인 <<陳史>>는 그의 미청년 친구 子高 (538-567)

(원래 이름이 韓蠻子) 에게 한 섹션을 썼다. 그의 경력 배경은 중국 역사상 다른 왕의 寵愛들

중에서 드물지 않은 "자립심”의 성공담의 예로 볼 수 있다. <<陳書>>는 한자고를 製靴工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유난히 아름답다고 묘사한다: “용모염려(貌艶麗), 섬연결백(纖姸潔白),

여미부인(如美婦人), 진수고발(臻首膏髮), 자연아미(自然蛾眉), 견자미불책책(見者靡不嘖嘖)” 16 살

떼 侯景의 亂이 일어나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집을 탈출했다. 군인들은 길 여기 저기에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했지만 청소년의 미모에 빠져 그를 해치지 않았다.

“봉기가 진압된 후 청소년은 군사와 함께 귀향길에 진나라 장교(將校)인 陳蒨 (문제의 원래

이름)을 만났는데, 그는 청소년의 미모에 반했다. 그는 청소년에게 자신을 섬길 수 있는지 물었다.

                                        
98 또 “시험에 대한 부정 행위가 만연하고 전쟁때나 조정이 바뀌었을 때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양족주의”가 창궐했다.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배움이나 재능이 없고, 인상적이지 못한 겉모습을 보이며 그들은

내면은 양(羊)과도 같다. 그들의 얼굴은 “나무이거나 마른 계곡 같기도 하고”, 전쟁에서 마치 그들은 “말을 제대로 탈수

없어 무덤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진정한 노예였다”.  (“梁 朝全 盛 之时 , 贵游子第， 多 无学术 .  至于諺云：

上车不落则著作， 体中何如则秘书” 无不熏衣剃面，傅粉施朱，驾长檐车，跟高齿履，坐棋子方褥，凭斑丝  瘾囊，列器玩于

左右，从容出入，望若神仙。 明经求第，则顾人答策； 三九公宴，则假手赋诗。 及离乱之后，被褐而丧珠，失皮而露质。 兀

若枯木，泊若穷流。 鹿独戎马之间，转死沟壑之际。当尔之时，诚驽材也.”) 《颜氏家训》<勉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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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지위 높은 보호자를 갖게 된 것을 기뻐하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陳蒨은 그의 새

하인의 이름을 ‘子高’로 바꾸고, 그때부터 ‘자고’는 陳蒨을 따라갔다.”

“<<陳書>>는 자고는 잘 생긴 청년 그 이상이라고 전한다. 陳蒨의 동반자로서 그는 지식을

공부하고 습득했으며, 말을 타고 활과 화살을 쏘는 법을 배우면서 여러 분야에서 실력을

입증했다. 황제는 杜龕의 亂(555 년)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후 자고에게 자신의 군인 부대를

주었고 그들을 그의 지휘하에 두었다. 그 후 자고는 문제를 따라 張彪 (양나라의 中兵參軍)를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때 문제는 대부분의 병사를 가지고 자고의 지휘하에 두었다.

자고의 공로는 훌륭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이 좋았고 군인들은 기꺼이 그를

따라갔다.”

진나라의 신라 사절(564)은 문제가 두감의 (반)란(555)을 진압한지 9 년 후에 보내졌고, 그

반란에 자고가 큰 공헌을 했고 더 큰 규모의 군대로 보상을 받았다. 제문의 사망 후에도, 자고는

567 년 자신의 사망까지 그 군대를 지도했다. 진나라의 신라 사절부터 2 년 후 (566 년)에 신라의

진나라 사절 보내어진 당시 문제와 자고는 여전히 그 명성이 절정에 이른 것이다. 단지 그해

문제는 질병으로 죽었다. 신라의 두 번째 진나라 사절 때인 567 년은 자고도 죽어버렸다.

위는 한자고의 경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세부 사항이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륵화 이전

화랑 단체의 비종교적인 특징과 유사한 개념의 틀이다. 즉 전투 기술, 군인 추종자 지휘 등 문제

재위 기간 사회적 인물로서, 진나라 대중들이 알고 있었던 그의 전설이다. 그의 명성의 범위는

<<진서>>와 그 이외의 문서에 포함된 상세한 서술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그의 미모와

충성심은 그의 무술 기술에 대한 보완 요소로 묘사된다. 설명 자체는 문학가 潘安 등 西晉 이래

풍류와 관련된 이름난 미남자의 묘사 훨씬 이상이다.

“자고는 아름다운 몸매와 뛰어난 피부를 가졌다. 남성과 여성은 그의 외모를 좋아했다. 진나라의 한 공주

(公主)는 자고에게 치열한 일방적인 호감이 있었고, 계속 그를 그리워하며, 피를 토해 죽었다. 나중에 자고를

둘러싼 스캔들로 인해 문황제는 사마의 온 가족을 멸망시켰다. 문 황제와 자고는 어깨를 맞대고 전쟁에

나섰고, 양나라를 멸망시키고 진 왕조를 세웠다. 좋아하는 남충 (男寵)을 위해 정부 전체를 소멸했다. 이것은

아마도 역사상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와 자고의 관계가 성적인 친밀성을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陳書>>에서는 의심이 없으며,

그 자체가 <<史記>> 등에서 묘사된 역대 왕실의 남총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더 오래 보낼수록 더 가까워졌다. 자고의 성격은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지만

문황제의 성격은 성급했다. 문황제가 화를 낼 때마다 자고는 곁에 있어 화를 진정시켰다. 그는 황제에 대해

너무나 강하게 느꼈고 그는 항상 그를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칼을 몸에 지녔다. 그는 황제를 잘

섬겼다. 황제는 식사를 할 때마다 술을 따르고 음식을 준비했다.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잤다

(그리고 쉬었다). 점차 성적 관계로 바뀌었다. 황제는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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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주소사(昔聞周小史), 금가월하인(今歌月下人), 옥진수불별(玉塵手不別), 양거시약공(羊車市若空),

수수양웅병(誰愁兩雄幷), 금초응양농(金貂應讓儂).”

한편 국제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신라가 중국 본토의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던 시기에

진나라 수도와 접촉함에 있어 중국 역사상 유일한 '男皇后'가 그의 명성이 정성에 이르던 시기에

문물과 정보 교류를 시작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황제와 그의 젊은 총의 관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수도 전역에서 잘 알려져 있었음에 두 말한 나위 없다. <<陳書>>는 계속해서

“고대에 황제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문황제는 항상 자고를 옆에 두었고 점차

왕비와 첩을 무시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어느 날, 그가 황제가 되기 전에 그는 자고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는 황제의 얼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당신을 …황후로 삼겠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말할 까봐 두렵다. 그 자리에서 자고는 다음과 같이 감사를 표했다: ‘고대에는 여성

황제가 있었고 아마도 남성인 왕실 배우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저를 황후로 만드시면 남의 말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남자 황후의 개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결국 문황제는

한자고를 황후로 만들지 못했지만 沖冠一怒爲紅顔의 위대함을 가졌다” 라고 전하며 마지막으로,

“문황제가 그를 가장 좋아하고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문황제가 병에 걸리자 자고가 들어가서 약을 주었다.

그의 여왕이나 첩에 대한 기록은 없다. 문황제의 병이 심해졌을 때 자고만이 국물을 주면서 곁을 지켰다.

이것은 그들의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문황제의 죽음 이후 그의 무덤 앞에는 두 개의 기린

동상이 있었는데 둘 다 남성 (보통 남성 1 명 여성 1 명)이었다. 이들은 그들의 영웅 정신과 충실한 관계를

기리는 기념비적인 것으로 세워졌지만, 전설에 따르면 자고를 황후로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두

기린은 문황제의 자고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그는 20 년 넘게 황제의 곁에 있었으며 위대한 공로를

수행했다. 그는 재능이 있었고, 덕이 있었고, 자랑스럽지 않았고, 욕심도 없었다. 그는 황제의 옆에 있었고

황제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목소리를 내거나 권위를 쥐지 않았다. 그는 황제를 위해 살았고 그를

위해 죽었다. 황제에 대한 그의 충성은 칭찬할 만하다.”

한자고 기월설은 먼 고대 신화 (단군 기원설), 거의 1 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구려 정부의

일부였던 흑__에 기반한 기원설, 또는 냉혈 살인 사건으로 인한 해결책이라는 원화 기원설 등에

비해, 미륵화 이전의 화랑 체계에 대한 정확하고 연대순으로 분별 있는 모델을 제공하는 것 외에,

한국의 남색 역사를 이웃 나라의 남색 역사와 "조율" “정렬”하는 ‘장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동아시아적 맥락 속에 한국의 전통에 대해 좀 더 명확성과 맥락성을 제공하는

"누락된 고리"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자고가 대안 이론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화 이론은 화랑의 ‘여성성’만을 설명하고

다른 역할은 없다. 화랑에 둘러싼 군대 조직의 특성을 설명하지 않고, 원화 체제에서 보이는

욕망의 역할 (군인 시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육도>>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화랑

체제에서의 그것 (군인 지도)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남성 순결에 대한 시험에 관해서 전쟁 중에

수행에 대한 영감으로 욕망 역할에 대한 이러한 완전한 변화가 설원랑이나 사다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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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건지 의문이다.

여기서 한자고 “기원설”이 중국과 한국의 남색 전통를 연결한다는 결과 외에도 원화 기원설과

달리, (미륵화 이전) 화랑 체제의 욕망의 역할(틀)과 1:1 로 매끄럽게 일관된다. 국왕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았고 추종자들의 지도자 역할을 맡은 인기 전사로서의 모델도 동일하다.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신라가 한자고의 센세이션에 주목을 받았을 것이고 군사 모델로서의 황제와 미남총의

명성에 감명을 받았을 높은 수준의 수용성이 있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절에서는 중국 선진

문명과 첫 공식 접촉에서, 열성적인 신라 유학생, 조정 대표, 사절들이 적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교육하고 나라를 강화시키기 위해 신속히 소화할 풍부한 서적과 기술과 더불어, 전쟁영웅인

제왕과, 헌신적인 추종자 집단을 이끌었던 미모의 젊은 동반자가 이름난 시기였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 때 마치 건강했던, 추후에 <<화랑 세기>>를 쓴 김대문의 친척이기도 각덕승려

뿐만 아니라, 신라 사신들에 의해 퍼졌을 황제에 대한 소문이, 선진 문명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열광했을 신라 지배층들의 주의까지 끌었을 것이다. 현장에서 보고 듣던 것이 신라에서 창조, 새

아이디어의 계기를 제공하여 점차적으로 신라인들은 커지는 목소리로 중국 한자고와도 같은 영웅

후보를 설원랑이나 사다함에 희망하면서 이를 ‘花郞’ 99 이라고 부르며, 이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문화 편집 경험은 (원화 설화가 역사적 근거가 있다면, 여성 기반 조직이 실패하자 그에 대한

보충으로 왕실의 요구가 더 절실해졌을까) 이 경험을 통해 ‘신라의 아이디어’의 불꽃이 솟아 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한자고형(型) 영웅은 한자고 모델에 이어 열성적인 추종자들과 함께 중앙

리더로서 용기가 있고, 도덕적인 성격이 강한 미소년과 함께 정식 군대가 되었다. 용감한

추종자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 아름다운 청년을 일종의 중심 ‘자석’ (磁石)으로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신라 왕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

여기에서 한기언의 이론은 단순한 서술적 또는 연역적 공식이 아닌 규범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자고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멋 생산은 정의상 개혁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도입되어 기존의 전통과 결합되어 새로운 멋을 만들어 내야 한다. 여기서 멋은 단순히

또는 필수적으로 전통의 연속이라고 보다는 신 (新) 모델이나 개념과 같은 새로운 자극으로

새롭게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 할 수 있다. 즉, 역사의 우연 –어떠한 주체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기에 운명이 바뀐다--는 결국 엄청난 문화적 영향이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99 서정범의 <<화랑어고>>(<<한국민속학>> 7 민속학회 1974)의 분석은 너무 광범위하여 ‘화’의 어원이나 그것이 도교,

불교 또는 샤머니즘과 같은 특정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아유카이는 간단하게 한자

그대로 “미모를 형용하는 말, 랑은 남칭”으로 해석했다 (잡고 제사집, 21 쪽). 兪昌均은 화랑에 대한 많은 별칭 (선랑, 국선,

원화, 풍월주)이 있다는 것, 그리고 특정 오래된 지명에서 ‘화’의 사용 방식에 근거하여 ‘화’의 발음이 (박은용에 동의하여)

원래 <골>, 즉, ‘골품’과 관련된 단어로 가설한다. 이 해석은 '꽃처럼 아름답다'는 해석을 실제로 바꾸지 않고 단순히

가미시킨다. (유창균, <화랑의 어원에 대한 관견>, <<신라가야문화>> 3, 영남대학교,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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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랑 군사 체제의 중국 기원 가능성에 대한 인정은 기발함과 자의적 삶의 경험에

충실하고, 이상해 보이면서도 일반적으로 역사 발전의 전형적인 특징인 임의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화랑이 한기언의 멋 이론을 반영한 창조물일

가능성을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유교 사상에 기반한 국가, 민족의 역사에

합당한 전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역사학의 긴급함도 똑같이 관련이 있다. '원화'라는 이름은 그

이름에 '원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설명 신화로서, 결국 반역죄로 처형된 중국인 인물

(한자고)의 덜 영광스러운 기원과 양립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한자고가 권력에서 몰락하면서

화랑의 기원에 대한 이 촉발되었을 수 있다. 문 황제의 사망 이후 백정 왕자는 삼촌 욱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다. 한자고는 군사력을 얼마간 고수한 후, 결국 비방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

마침내 그는 "반역자"로 분류되어 36 세로 살해되었다. 그 후, <<사기>>에 기록된 것처럼,

진나라의 정신적, 물질적 문명, 특히 불교 지식의 적극적인 수입 단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군사

및 관료 모집을 위한 원화 집단의 창설로 주장된 날까지는 약 10 년이 지났다.

이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질문해야 한다. 원화와 사다함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 공존했다면,

진흥왕의 공식적 제도화, 수사 (investiture)만 빼고는 하랑 제도의 기본 개념 틀이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원화 단체가 화랑 제도의 원천이 될 가치가 있도록 실제로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표 2 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화 설화는 화랑 체제의 근원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 여성의 허영심,

살인, 실망에 기원한 어쩔 수 없는 청년의 여장, 즉 화랑의 '여성적' 측면을 암묵적으로

설명하려는 반면, 한자고 이론은 이러한 측면을 보다 현실적이고 믿을 수 있게 설명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후자를 중국 남색 풍류의 흐름 속에 넣는다. 한자고 이론은 신라가 긍정적인

‘개혁’ 모델을 취하고 단순히 문화적으로 편집한 다음, 이를 신라의 사회/문화에 맞게 새롭고

독창적인 실제로 힘찬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을 지적한다. 확실히 화랑 체제의 기본 구성이

사회에서 수년 동안 발전해 온 이론 (국가 체제로서의 왕실 승인 제도화 전까지 10 년에 걸친

점진적 발전과 통정)과 비교할 때 원화 이론은 화랑들을 붓을 한번 긋고 매우 ‘설화답게’

설명한다.

표 2

1. 항목                               원화 기원설                        한자고 기원설  

남성미와 화려한 옷의 중심성 모호하게 남녀 매력에 기반함 미륵화 이전의 화랑과 정확히 일치,

실제적 역사 인물을 기반으로 함

군사 조직/추종자 (낭도) 모호하게 남녀의 성적 욕망이 남성 "교육"문화에 존재하던 현상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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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으로 옮져진 원리에 기반함 일치

효과성의 근거 정욕 또는 영적 숭배로 모호하게

설명됨

전시 성과가 입증된 실제 군사 조직

참신함의 근거 구체적이지 않은 옛 문화에 기반하여

결과를 얻지 못했음

지배적인 문화 트렌드에 따라 신라의

맥락에 새로운 상승 문화를 적용하여

군사 시스템에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했음

유산 질투에 대한 충고, 기타 의미는 별로

없음

대륙 남색사와 한국의 '잃어버린 고리

앞에서 한자고 → 사다함 이론으로, 애국심, 동지애, 민족애, 엘리트 숭배, 죽음을 맞이하는

의지력과 희생 정신, 연극성 등과 아울러, 화랑 조직의 '에로티시즘' (육체적 매력)의 기능이

문제로 등장했다. 한자고 이론에 따르면 화랑은 중국의 남색가 한자고를 모델로 했다. 그런데

신라가 남색가가 이끄는 진 엘리트 군사 모형을 모방했다고 해서, 진나라 군사 조직이

본질적으로 남색 조직이라는 뜻은 아니며, 신라의 그 ‘번역’도 마찬가지다. <<사기>>,

<<유사>>에서 보이는 원화 설화에 근거하여 여성의 매력에서 -à 청년의 매력으로의 전환을

개념화하려는 초기 화랑 학자들의 의혹처럼 화랑이 매춘 조직이 아니었음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100

그러나 화랑 조직은 남성의 신체적 매력의 일부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설명

적 서사로서 원화 전설의 선택에 의해 암시된 것 이상이다. 원화 전설이 화랑 조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뿐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신라 시대에는 엘리트와 고도의 도덕적 문화 수준에

머물렀다고 봐야 한다. 전사 선발과 훈련을 위해 아름다운 청년의 매력 (자극)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엄청난 성공과 인기는 나중에 전쟁 없는 통일 신라 때 반신 (지상의 미륵 하강)의

새로운 지위로 업그레이드되어 한국에서 동성 문화 관습에 대한 더 깊은 각인을 남겼다. 사실,

그것은 그것의 중심 패러다임으로 지속되고, 이론적으로 본 논문이 주장 하듯이, 수세기 동안

지속된 3 단계 성질서의 두 번째 시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101

                                        

100 수십 년 전 밝혀진 <<화랑세기>> 사본들은 화랑을 왕의 총애로 묘사하기 때문에 이는 진본이었더라면 한자고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 화랑이 중국식 총애 기반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고승전>> (고려시기)을

부정할 이유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고려 시기의 상황은 다르다. 고려 시기 고급 문헌에도 화랑/남색을 평행시키는 것은

바깥 세상에서 화랑남색론이벌써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고려불교인이라면 이를 논박한 것도 당연하다.

101 신라 이후 <<사기>>와 <<유사>>를 제외하고는 문헌에서 화랑을 군사덕과 관련하여 어급되지 않았다. 화랑 체계는

아마도 조선 시대에 일본 (향중교육)에 의해 영광스러운 군사 전통으로 재발견되었으며,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의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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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려조의 남색 의식 (男色意識)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고려 시기 동안 남색 주제는 어떤 저술의 주제도 나타나지 않지만,

신라의 화랑 제도를 소년들과 그들의 육성과 관련되어 일종의 의식 (意識)을 형성한 한국 문화의

‘각인’으로 이해한다면, 선랑과 사회에서 청소년의 역할에 관한 기록부터 공민왕의 자제위 혹은

조선조 역사가에 의한 그 남색적 왜곡의 발명에 이르기까지 화랑 제도가 그 흔적 (특히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수용과 그 형태들 속 언제나 가능한 성 관계에 대한 관대, 인정)을 남겼음을

시사하는 기록은 다양하다. 또한 화랑문화 자체가 고려시대 전반 (前半)에 유행하여

'화랑각인'설에 신빙성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고려의 화랑 ‘흔적’ 문화는 화랑 문화가 설명할 수

있는 더 큰 문화 변화와 그것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록에 나타나는 세부사항에 근거하여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화랑문화는 모든 면에서 쇠퇴하였고, 고려 신라 초기부터 화랑 전통은 더

이상 신라 시대처럼 중앙집권화된 제도가 아니었으며 이제는 일상생활 전반 (全般)에 걸쳐

확산되어 대개는 사생활과 관련된 현상으로, 이러한 이유로 직접 기록되지 않았다.

삼국 통일 과제가 끝난 신라 중반에 화랑은 본래의 존재 이유 중 하나를 잃어버려, 화랑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존 전략으로 ‘이미지 고양’을 위해 반신(半神)으로서의 미륵화

이미지 부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찌기 통일 신라 초기에 김대문은 체계적인 유교 정권의

부상과 함께 화랑 제도의 쇠퇴를 염려로 인해 화랑 혈통의 역사서 <<仙史>> (화랑세기)를 썼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고승전>>과 <<계림 잡전>>이 이어졌는데, 김대문의 역사쓰기는 신라의

‘미륵선화’ 창조는 화랑전통의 영향력의 쇠퇴에 대한 같은 인식에서 발전하였다.

결국 김대문의 최악의 두려움이 실제로 실현되었다. 10 세기 신라의 몰락과 함께 신라 화랑

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자발적 군사 체제는 징병에 의한 당군(唐軍) 체제로 대체되었고,

전쟁터에서 추락한 병사를 위한 의식 등 의례적 측면이 팔관회 의식을 통해 매년 한 두번씩

계속되었다. 이제는 유교에 더 깊이 기반한 고려 정부가 더욱더 본토 체제를 모방하면서 이러한

화랑에 기반한 문화에 대한 경외심이 약해질 우려가 생겼다.

유교 기반 정부의 성장에 따른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적 변화 속에서 화랑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려는 경향이 고려 전반(前半)에 있었다. 935 년 신라가 몰락하면서, 엘리트 기관으로

화랑이 해체된 후 고려조가 당(唐) 정부와 징집된 군사 체제를 채택하면서 화랑 전통의 군사적

                                                                                                                              

종종 일본 무사도 정신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이 때부터 화랑이 화랑도 (道)가 된 것처럼 보이며, 태껸도 “태권도”가

ㄷ외었다고 본다. ..



82

의미 더욱 약화됨에 따라 화랑 문화의 인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엘리트 정치적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래도 고려 중반쯤까지 화랑 문화는 만남(會)을 포함해 사회 전체에 계속해서

순환했다. 이때부터 신라의 몰락과 유교의 통치가 국가를 장악한 후, 이 권위 자체가 화랑 문화를

일부 유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안상호는 유교가의 화랑 이름과 의식을 이월한 사례화랑의

원랑도, 영랑도를 모방한 崔公徒의 경우와 같이, 화랑의 풍류 황권을 모방한 靑衿錄 체계를

유교인들이 채택한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 (안호상, 235-6).

중국 풍류 운동의 기반이 된 ‘유교적 질서’에 대한 ‘도교적 자유’라는 이원론은 고려 땅에서도

유교적 구속 대 ‘자유’로서의 '풍류'로 지속했다. 그러나 ‘화랑’풍류도 대중화되면서 처음에는

지배층 차원에서도 유지되었는데 그러나 이는 대중 자체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편 고려

사회에서 유교와 불교 문화권의 정치 경쟁으로 계속 발전해온 것이 결국 묘청 봉기로 위기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다. 그 갈등에서 유교가 승리한 후, 정부측의 수장인 김부식은

<<삼국사기>> (1145)를 편찬했고 이 때 물론 신라사에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유교적 세계관과 그

가치로 그를 채색시켰다. 투쟁과 승리에서 막 나온 편집자 겸 역사가 김부식은 신라의 쇠퇴와

몰락에 대해 화랑의 원래 맥락인 불교를 비난하면서 --신라의 부상에서 불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채—<<유사>>에서 보이는 낭망성은 다루지 않고 화랑을 유교적 미덕의 본보기처럼 썼다.

102

화랑에 관한 원자료에서 선택적으로 인용한 <<삼국사기>>만 썼다면, (김부식은 <<선사>>를

한 번만 인용했음) 김대문이 고민했던 역사서의 유교화를 통해, 문화의 기억으로부터 갤러리의

희석은 더 빠르고 더 완전하게 실현되었을 것입니다그러나 일연 (一然)의 <<삼국 유사>>에 담긴

풍성한 설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인가된 문화적 상징으로서 화랑의 중요성은 계속

감소하여, 조선 시대에는 최저점에 이르렀고 처음에는 일본인이 주도한 연구, 수세기에 걸친

문화적 매장 (숨김)를 상징하는, 잡초에서 묻힌 미륵 소년 상을 발견한 1935 년 등의 고고학적

발견이 그 출발로 되어 식민지 이후에만 문화적으로 화랑상이 부활했다. 공식적 유교적

<<사기>>가 작성되어 공식 역사가 된 후 세기의 원천 중 하나인 <<新羅國記>>과 <<花郞世紀

                                        

102 김범부, <<화랑외사>>, 1967, 102 쪽 참조: “儒는 공자를 겸봉하는 자니 사가들이 중화주의에 취하여 역사적

사실까지 위조하여 가며, 태고부터 유교적 교의가 조선에 橫被한 줄로 말하였으나, 대개 유교는 三國中, 말엽부터 그

경전이 수입되어 예를 강하며 춘추를 독하는 이가 있어 뿌리를 박아 고려 광종 이후에 점차 성하여 사회사상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佛은 인도로부터 중국을 지나 조선에 수입된 석가의 교나 삼국 말엽부터 성행하여 조정이나 민간에서

일체로 숭봉하고 불교가 비록 세상에 관계없는 출세적 종교이나 그 교도가 정치상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당초에 신라

진흥대왕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만세의 책을 정할 때 유, 불 양교는 평등으로 대우하여 화랑은 심교 교지를 포함한 자

라 하여 각교의 상위에 있게 하며 각교도의 互相 출입을 허하였다. 그래서 신라사를 보면 傳密은 불교의 增으로

화랑文努에서 풍류도를 닦고 있으며, 최치원은 유불양교에 출입하는 동시에 또한 화랑도의 대요을 섭렵함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기동은 유교인들이 ‘삼교’ 사상을 창안했다고 생각하고 화랑은 거의 전적으로 불교에 색채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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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仙史)>>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유교 정부 하에서 그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조선

시대에 사라졌다.

이기백이 지적했듯이 신라의 원래 군사 체제는 지도부에 대한 개인의 충성은 병사들의 모집과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나 (이기백 73 쪽) 고려 초 군역 (軍役)체제가 역역 (力役)체제오

바뀌면서 사라졌고, 인재 등용을 위한 인격 테스트도 과거 제도 (科擧制度)로 바뀌면서 사라졌다.

그런데 고려군 내에서도 출세와 동성 유인 (?)과 관련된 관행이 범죄와 관련하여 밝혀지고 있다.

노관 (盧琯)은 최충헌의 외척으로 시정잡배에서 출세한 자였는데 교활하고 간사한 성격으로 비위를 잘 맞추어

주니 최충헌이 매우 총애하였다. 이 때문에 몇 해도 안 되어 이부낭중(吏部郞中)으로 벼락 승진하자, 그의

집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기세가 날로 성하였으며, 친척도 모두 현달해 뇌물을 공공연하게 받았다.)103  

그리고 화랑을 연상시키는 일부 관행은 머리 좋으며 미모의 남자를 뽑고 그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실천되는 물리적 경쟁도 포함한했다.

언젠가 빈객을 모아 놓고 잔치를 베풀고는 중방(重房) 인원 중에서 힘이 센 자로 하여금 수박(手搏)을 시켜

승자를 그 자리에서 교위(校尉)나 대정(隊正)으로 임명하여 포상하기도 했다.104

<<고려사>>에 보이는 이들 및 유사한 다른 구절들은 이전 시대의 잔재로 상상해 볼 수 있다.

화랑 문화가 고려 이후 점점 사라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신라 봉사군 제도의

철폐뿐만 아니라, 불교를 기반으로 한 신라의 미륵 선화 구원 신앙은 환상적이고 세속적이

아니며, 유교에 내재된 사회 통제와 질서 확보의 원칙과 어울리지 않았다. 신라의 화랑 선화

신앙은 신라의 중앙 통치가 약화되고 지역 호족 세력이 정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신라 시대

말기. (추축된 바) 신라 왕자이자 법정 음모의 희생자인 궁예의 부상으로 미륵신앙의 평판도 다소

먹칠, 훼손되었다. 한반도 남부에 걸친 왕국을 통치하게 된 궁예는 901 년에 반군 국가인 후

고구려를 세웠고, 불교를 이용하여 통치를 강화하고 팔관회와 같은 불교 의식을 열기도 했다.

자신을 선화처럼 미륵불의 살아 있는 화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었으며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불교의 환상적인 특성을 이용했다. 궁예는 918 년 자신 맡의 왕건 (王建)

장군에 의해 진압되어 왕건은 935 년 고려 왕조를 건국했다 (<사기, 궁예> 김철준, “궁예와

견훤”사 학회지 3, 1963). 궁예의 광신과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그의 기만적인 전술은 왕건이

정부의 안정적이고 질서 정연한 유교 체제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화랑의 대중적 인기를

인정하며, 궁예가 악용한 신라의 관습을 “금지없이 계속”하자고 결심했다

                                        
103 琯忠獻外親, 起市井, 性巧黠, 善承迎, 忠獻甚寵愛. 由是, 不數年, 驟遷吏部郞中, 車馬輻湊, 氣勢日熾, 親戚皆顯, 賄賂公行.

최충헌崔忠獻 국역 고려사 DB › 권 129 › 열전 42 › 반역 3 列傳 卷第四十二

104 嘗會客設宴, 使重房有力者手搏, 勝者卽授校尉 隊正, 以賞之 언젠가 빈객을 모아 놓고 잔치를 베풀고는 중방(重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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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태조 <王建>께서 등극하시고 고국(古國)의 유풍(遺風)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고 여기시어 겨울 달에

팔관회(八關會)를 베풀고 양가의 자제 사인(四人)을 뽑아 예의(霓衣)를 이벼 궁정(宮庭)에 늘어서서 춤을 추게 했다.

(<<고려사>>에서 인용) 105

왕건의 권력 상승은 지역 호족들과의 유대 덕분에 그의 관대함에 기여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나, 대중의 욕구를 대표하는 고문의 조언에 따라 왕건은 팔관회 의식을 원주민 관습으로

유지하는 화랑 춤 공연의 정수를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 결정은 불교, 도교 표현의 자유와

유교적인 권위주의 사이의 균형을 통치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면서, 왕과 궁중,

때로는 외국 손님이 참석하는 겨울 축제에서 춤추는 소년들의 공연에 대한 왕의 승인은 또한

화랑 전통의 모든 측면에 정당성을 부여한 일종의 인정으로 자리 잡았다.

고려 팔관회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은 일반적으로 춤추는 선랑을 많은 세부 사항 중 하나로 언

급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으나, 춤추는 소년은 실제로 팔관회 대회 행사의 무용 "주역"이었다. 

고려 팔관회는 왕조 초기 수십 년 동안 발전 기간을 거쳐 최종 형태로, 궁궐에서 승마 활동을 위

해 넓은 열린 공간(毬庭)에 윤등 (輪燈)을 세웠고, 그 주변에 15m 높이의 몇 개의 화려하게 장식

된 무대인 채불 (綵棚) 또는 배 모양의 무대(龍鳳象馬車船)를 마련했다. 행사 때 무대 외에 4명의

선랑이 특별한 사선악부(四仙樂部)가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 무대의 주위에서 복장을

한 다른 사람들이 춤을 추고 흥청거린다. (한 해의 가장 큰 민족 축제로, 소집회 때는 왕과 궁중, 

전국 각지의 지방대표들이 참석하고, 대집회 때는 외국의 고관들과 상인들도 참석함) 이는 화랑

(선랑)이 말 그대로 의식의 시각적 정점이자 행사의 춤 공연(백희가무)의 중심 인물이었음을 의미

한다. 팔관회 백희가무를 신라문화의 전승으로 묘사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매우 높은 무대에서

대중에게 선랑을 눈에 띄게 높이는 것은 조선시대의 화랑 공연에서 보았던 ‘미동 타기’의 개념과

유사하다.

팔관회 백희가무 측면에서 선랑 중심의 고려 팔관회가 화랑 중심의 신라 팔관회의 문화적 유물

임은 역사적 기록에 의해 뒷받침된다. "팔관회"라는 명명은 늦어도 551년 고구려의 귀화승 惠亮法

                                        

105 또한 “成宗 12 년 (993) 에 李知白은 왕에게 “先王의 燃燈, 八關仙郞 등의 일을 행하고 他方의 異法을 쓰지 않아

국가를 보전하고 태평을 이름이 어떠하겠습니까?> 고 아뢰었다. 게다가 경솔히 국토를 분할하여 적국에 버리는 것보다는,

선왕께서 설치하신 연등회(燃燈會)•팔관회(八關會)•선랑(仙郞) 등의 행사를 다시 거행하고, 다른 나라의 괴이한 법을

본받지 말며, 국가를 보전하고 태평을 이룩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신다면 먼저 천지신명께 고하시고 그

후에 싸우거나 강화하는 것은 오직 주상께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성종도 옳은 말이라 여겼다. 당시

성종이 중화(中華)의 풍습을 즐겨 따르는 것을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지백이 이것을 언급한 것이다.”

(且與其輕割土地, 弃之敵國, 曷若復行先王燃燈•八關•仙郞等事, 不爲他方異法, 以保國家致大平乎? 若以爲然, 則當先告神明,

然後戰之與和, 惟上裁之.” 成宗然之. 時成宗, 樂慕華風, 國人不喜, 故知白及之 (고려사, 권 94, 열전 7, 徐熙傳). 그 외에

<<고려사 절요>> 권 2, 성종 12 년 10 월條 참조. 거란과의 격렬한 충돌 속에서 왕에게 한 말이다. 또한 일부 고려

사람들의 마음에는 호국불교 개념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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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해 신라에 공식적으로 소개되었는데, 이는 원래 인도나 중국 형식 (8戒, 즉 5 大戒와 3 禁

의 재가 신도들이 특정한 날에 행하는 수행)의 어떠한 고구려식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곧

'팔관회'라는 이름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신라의 전사들의 영혼을 기리며 위로하기 위해 바치는

진지한 의식에 붙여졌다. 이름과 그 의식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 설이 있지만, 국가적, 종교적인

팔관회 의식은 행사의 위엄을 더하기 위해 단순히 웅대한 불교 이름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진

흥왕이 화랑의 국가 제도화 (576) 불과 몇 년 전에 신라 팔관회를 창건했다는 사실은 화랑 청년

이 신라팔관회 의식의 시작부터 불가분의 일부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여, 이를 통해 '신라의 이데

아'의 진화를 크게 심화시켰다. 화랑청년의 첫 무대로 팔관회 광경은 또한 (처음에) 반불교 화백과

관련된 구질서의 의식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불교의 정치, 사회, 문화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화랑은 통일 이후 시각적으로 더 인상적이 되면서 이 새로운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

그런데 고려 예식의 '모델'은 단순히 신라 팔관회가 아니었다. 이지백이 태조에게 한국식 팔관

회와 기타 의례의 지속을 촉구할 때 ““전왕이 매년 중동 (仲冬)에 팔광회를 크게 배설하고 기복하

였으니, 그 제도를 따로소서” 라는 그의 말에서 “前王”은 --그것이 그의 정확한 말이었다면-- 궁예

왕의 태봉 팔관회를 의미했을 수 있다. 궁예왕의 팔관회는 전사한 졸병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배설된 (慰戰死士卒設八關筵於外寺七) 위엄하고 경건한 신라 팔관회에 비해 훨씬 더 화려하고 과

시적이었을 것이다.106

신라의 그것과 비해 태봉 팔관회는 자신의 연약한 권력 주장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궁예왕의 웅

장하고 위풍당당한 규모의 나르시시즘적인 광경이었다고 상상된다. 궁예가 반신 (半神)의 화랑 미

륵불의 위신을 빌려 스스로를 미륵불, 미륵궁예라 칭한 궁예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화려한 옷

을 입혀 동원하여 국가 종교 의식을 통해 선전 활동을 벌린 한편, 이것은 태조는 궁예의 태봉 팔

관회에 직접 참가하였음으로 고려 초기 태조는 패배한 궁예와 관련된 상징들을 제거하면서 태봉

팔관회의 화려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래의 사선(四仙)은 신라팔관회에서 복원하였다. 그래서 매

                                        

106 고려는 신라 팔과회 춤을 회복하면서 의례적인 예배의 대상은 다양한 영혼들을 포함하도록 그 목적을 확장했다.

고려 팔관회는 태조의 선언에 따라 산, 강과 큰 시내, 용신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혼들을 공경하는 데 명시적으로

바쳐졌다. 통시적으로 보면 팔관회는 모든 형태가 옛날 제천, 가배 등의 연장선상에 었으나 신라와 고려 팔관회는 각각

외래와 토착을 융합한 개별적인 ‘재창조’였다. 김효분, <팔관회에서 연행된 춤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 40 권, 제 4 호,

2001. <<고려사>> 권 93, 열전 6, 최승로전(崔承老傳) 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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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고려 팔관회 축제에서 15미터 높이의 신라의 이름난 4명 화랑107 을 기념하여 명명된 선랑, 사

선(四仙)이라는 귀족 가문의 청년 4명이 매년 초 겨울에 춤을 추었다

그러나 대중이 열광하는 그러한 축제 기분조차도 일부의 정통 유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 후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찾아 오는 고관들이 고려 왕궁을 오가는 길가에 서민들이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기 위해 세운 채붕108을 즐기거나 쳐다보지도 않고 거부했다는 사실, 또한

조선시대의 유가 관리들이 길가의 채붕109 이나 일상의 어려움의 도피구로 대중이 즐기는 인형극

공연 110 을 항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떠한 중국 관리로 하여금 금강산에 있는 화랑 문화의

물질적 상징을 파괴하려 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로 선랑들이 (일부 유교인의 눈에는

추악하게)춤을 추던 광경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다. 조정와 인민을 수호하기 위한 의식인

점을 감안하면 팔관회 의식에 대해 모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춤 부분이었다. 

사실 자금이 부족하거나 국경 수비 문제가 난 것 외에는 대개 왕의 변덕으로 팔관회가 취소나

연기 혹은 변경되었다.

이러한 측면에는 고려 초기부터 계속되어온 인재 등용(모집)과 양성 (養成)과의 방법으로 국선,

선랑 등을 비롯한 신라식 궁정관행인 '화랑 제도'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측면의 존재 혹은 잔재는

화랑제도의 본질의 일부였음을 의미했다. 즉, 청년 양선 중심의 전통과 관련된 풍류 미학이

신라문화의 정수로 여겨졌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에 대한 진흥 대왕의 경배와 화랑 유희 창조를 담은 불교 서적 <<海東高僧傳>> 권제 1

유통 1 지의 관련 구절에서는 “왕이 관습을 바꾸면 (나라)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그리고 많은

수로 따라 간다”고 하나, 왕겅의 경우 그가 섬기는 호족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조정에서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요컨대,

“후대로 오면서, 화랑은 박수무당, 광대, 유녀, 무동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신라 화랑의 실체가 바뀐 것이다.

<<대명률>>에서는 사무, <<성종실록>>에서는 무당과 같은 존재,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는 남자 무당을

가리켰다, 반면에 정약용은 <<아언각비>>에서 “화랑은 신라의 귀유의 이름이다. 오늘날 천한 박수, 광대를

                                        

107 (고려 중기 이인로의) “<<補閑集>>에 의하면, 고대 신라에서 악극 (樂劇) 또는 악희 (樂戱)가 종교의식의 일부로서

존재했는데 이를 담당하는 사람을 국선 (國仙), 화랑 (花郞), 선랑 (仙郞), 풍월 (風月) 또는 원화 (源花)라고 불렀는데, 그

중 남랑 (南郞), 술랑 (述郞), 영랑 (永郞), 안상 (安詳) 등 4 명이 유명하여 이들을 사선 (四仙)이라 부르게 되었고 四仙이

곧 선랑 (仙郞) 전체의 표상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김효분, 앞의 글, 25 쪽에서 재인용.

108 <<高麗史>> 列傳 권 6 成宗 元年, 崔承老 上書.

109 <<명종실록>> 34 권 명종 22 년 (1567) 6 월 12 일.

110 <<영조실록>> 38 권 영조 10 년 (1734) 6 월 7 일. (임해재, <<꼭두각시 놀음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 양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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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아니다” 111  

신라 화랑이 본질적으로 무속적 기능을 지녔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고할 여지가 있지만 그 실체가

바뀐 것만은 틀림없다. 본래 불교를 중심으로 하던 신라 체제가 지나고 유교 체제로 바뀌면서

고려시대 화랑문화의 외적인 표현의 대부분이 비엘리트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상류층에서는

몇 가지 상징적인 인물만 존재했다. 대중화와 함께, 엘리트 계층과 관료 계층 사이의 세분화가

이루어졌으며, 하류층에서는 무속 문화, 불교 사원 문화 사이, 그리고 순전히 전문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갈라졌다. 이는 또한 신라 화랑풍류의 엘리트 우르 (Ur) 전통과 조선 후기의 화랑풍류

전통을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다리"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려 상류 사회의 화랑 문화 잔재에 관해서는 관료 문화권에서 되풀이되는 특징은 리더십

잠재력과 관련된 얼굴 매력이었다. 위와 비슷하게 충렬왕 (1275-1308) 때에 민돈(閔崸)이라는

국선 (머리)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선랑 (仙郞)이 있었고 많은 추종자들(徒衆)을 끌어 들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관습에 따르면, 선랑은 승려 (僧侶)의 지도 아래 한문 읽기(句讀)를 배워야 했다.

아름다운 모습 (‘面首’는 성적 매력을 암시할 수 있음)112을 가진 소년들은 승려와 세속 사람들이

모두 섬겼다. 전통적으로 외모와 능력의 연관성은 정부와 채용 제도 내에서 계속되다. 물론

이것은 풍류 개념과 관행에도 계속해서 등장했다. <補閑集卷 中> <文 烈公菊花云>에서 신라

화랑 전통에 대한 언급은 고려 시대에 태어난 민적 (閔頔, 별명 樂全)이라는 유별난 미동의

맥락에서 드러난다.

10 살 때 민적은 사찰에 가서 읽기를 배웠고, 밝고 영리했으며 유창하고 이해력 있게 읽을 수 있었다. “그의 눈썹은

그림 속의 눈썹과 같고, 외모가 훌륭”했으며 “모두가 그를 사랑했다”. 충렬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궁궐로 불러

국선이라고 불렀다. 과거에 합격한 후 동궁 (東宮) 관료로 취임하고 여러 차례 이사 (移徙)를 받았고 첨의주서

(僉議注書)를 거쳐 비서랑 (秘書郞)으로 재임명, 軍簿正郞으로 이동하여, 은(銀) 인장과 인끈을 부여 받았다. 또한

版圖正郞으로서 동시에 世子宮門郞의 역할을 수행하고, 금 인장 (印章)과 보라색 인끈 (金紫)을 받았다113

                                        
111 번역자의 서문, <<화랑세기>> 종락, 1997.

112 忠烈王 (1275-1308) “閔崸 (민돈)이 국선이 된 바 있고, 이 무렵에도 선랑이 있어서 많은 徒衆이 모이는 풍습이

있었다. 즉 풍속에 어린 때에는 반드시 승려를 따라 句讀를 익혔는데 面首가 있는 자는 僧俗이 다 받들어 선랑이라

이름했는데 모인 무리가 千百 (많은 수)에 이르렀다. (고려사 권 108 열전 21, 閔宗 X 附傳.

113 頔, 字樂全, 生而姿相不凡. 外王父兪千遇, 見而奇之曰, “兒他日必貴.” 姨夫故相金頵, 聞其言, 養于家. 國俗,

幼必從僧習句讀, 有面首者, 僧俗皆奉之, 號曰仙郞. 聚徒或至千百, 其風起自新羅. 頔十歲, 出就僧舍學, 性敏悟, 受書旋通其義.

眉宇如畵, 風儀秀雅, 見者皆愛之. 忠烈聞之, 召見宮中, 目爲國仙. 登第, 補東宮僚屬, 累轉僉議注書, 改秘書郞, 遷軍簿正郞,

賜銀緋. 以版圖正郞, 兼世子宮門郞, 賜金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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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화랑문화의 가장 엘리트적 분절화의 규범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매력적이고 지적인

청년들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패턴은 교육자와 교육자 사이의 상호 이익을 위해 동성 욕망을

전달하는 문화적 특징으로 신라 이후 시대에 한국 역사를 통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한 인재의 발굴 및 육성과 관련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패턴이 인정되었습니다. 민적의

외할아버지는 자손의 외모를 높이 평가했고, 그가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말을

듣고 전직 군신 한 명은 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양육했다. 화랑 문화는 정치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해 갔지만 고려 왕조는 상류 문화권에서는 인재 등용 제도 (한문 학습

문화, 조정 의식 참여와 정부적 임무 실천), 하류 문화권에서는 사회 복지 제도 (견습, 여가 풍류

등)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듯하다. 같은 기반에 두면서 이 잔재 문화의 흐름은 조정,

관료 계급과 아울러, 장인, 장사, 특히 불교의 세계에서 이러한 신념과 관련 예술과 관련되어

도제와 채용 제도에 반영되었다. 충선왕(忠宣王)의 증언에서 민종유의 아들 민적은 “타고난

자질이 장중 (莊重)있는, 아름다운 풍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고(典故)에 밝았으며 (天資莊重,

美風度, 明識典故, 優於吏幹), 행정 사무에서 재능이 뛰어났다. 그는 秘書少尹가 되었고, 충렬이

왕좌를 되찾았을 때, 그는 충선왕을 따라 연경(燕京)에서 사저로 4 년 동안 일했다.114  

후일 국선/선랑/화랑의 두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엘리트 주체들은 전통의 외적, 절차적 측면 --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 및 세련된 유희, 즐거움을 포함하는 이중적 측면을 유지했다. 여기서

후자의 풍류적인 요소는 ‘멋’으로 규명될 수 있는 내적 상태 (모든 영역에서 세련된 행동을

조건화 하는 교육적으로 귀화한 마음의 상태)의 외적인 표현이다. 조선 시대에 쓰였지만 여전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고려사>>는 신라 화랑의 이상 (理想) 삶에 대한 고려 수용 --

사회에 대한 책임/봉사 실천 겸 그 책임으로부터의 일시적인 도피로서의 여가, 유희, 즐거움--을

대략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잠재적이거나 활동적인 리더/신관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외모가

언급되는 것은 사회적 책임과 예술의 즐거움 모두의 충족과 성취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이

하위 사회 계층의 멋/풍류 대응물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단지 부와 권력이 결여한다.

이러한 점은 사회적, 역사적 의식과 우아한 삶의 의식을 아우르는 외적 외모와 표현의 연결 전통,

다른 한편으로는 유능함이 신라의 풍류 전통의 잔재 인 신라의 풍류와 같은 풍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민적은 김유신 및 미시랑의 가장 가까운 후손을 나타낸다.

한편 그것이 행정적 또는 지도적 직무를 수행하든, 선화의 수행과 훈련이든, 이것들은 풍류의

상류 형식과 하류형식 모두에 적용되는 한기언의 '멋'에 반영된다. 한기언이 3 개 이상과 6 개

                                        

114 충혜왕은 그를 密直司事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에 임명했고, 충성왕은 4 년 후 (1335), 67 세에 사망했고, 그의 시호는

文順. 민적은 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꽃이 피면 손님을 불러 술자리를 했다. 그의 기쁨은 시를 쓰는 것이었다.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비를 사랑했고, 가난한 사람, 한미한 사람과 늦게 승진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정성과 예의를 다했다.

그는 아들 몇 명도 있었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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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담아내고자 한 것은 이상화(최상의)된 민족성의 정신과 실천 또한 모두 에로틱한 표현이

포함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반드시 아니다"라면, 화랑 문화 분석에 왜 에로를 포함시킬까? 우선 에로틱한 차원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에로에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의미가 없었다는 제안은 여기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에로틱한 것을 무시하고 분석에서 생략하는 것 외에도 동성애에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본다:

1) 불가지론적인 접근: (고려에 동성 에로적 차원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화랑 문화 맥락 안에

있었으나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석은 더 깊이 파헤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2) 풍류 또는 ‘멋’ 원리 또는 조화 원리: (에로적 차원이 존재했다면 항상 공공질서 차원과

조화롭게 존재하는 한국 문화의  '동성풍류' 차원의 일부였기 때문에 ‘멋’/‘풍류’ 구조적 개념틀

안에서 이론화 될 수 있다)

3) (현대적) 억압 원리: (에로가 존재했다면, 유교의 권력에 의해 억압 또는 무시되었으므로  

역사에서 제외되었으며, 유교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자)

‘풍류 원리’에 따르면, 한국의 역사서에서 동성 풍류 문화가 한국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당연함은, 동성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유의하지 않았거나 유교의 권력에 의해 잔인하거나

위선적으로 억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풍류 자체의 정의에 따라, 정치 철학으로서 유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질서'의 차원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랑 체제 안에서 민적이

결혼과 출산 경험 외에, 미청소년으로서 동성 체험을 했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유교/풍류의 이중 구조를 대략 이해하면, 젊은 남성의 미와 재능을 중시하는 화랑 문화의 목표와

특성을 감안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私)적인 일로 남아있을 것이며, 또는 더 중요한 것은, 만일 그것은

공개되어 버린 경우에도, 비공개의 사항으로, ‘풍류의 것’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소년이 참여한 동성 활동은 화랑 풍류 틀 안에서 생각된 것이고, ‘멋’ (인간형성의 뜻도

포함됨)의 표현으로 관심 (혹은 비난)의 문제가 아니었고, 직업, 봉사,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 질서 차원과 조화롭게 유지되는 사적 풍류 차원 내에

(이상적으로) 남아있는 한, 사실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다.

위 세 가지 접근법 중 풍류 원리에 기반한 접근 방식만이 각 계급과 각 시기의 적절한 연결을

허용함도 사실이다. 위에서 상류층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멋진 민적의 이미지를 엿보았으나, 그

본보기 (모체)가 된 신라 상류층의 귀족은 역시 화랑전통이 이어진 다른 계급의 본보기이기도

했다. '풍류/조화 원리'는 국선 보다 낮은 계층의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화랑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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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류 문화적 형태는 대략 엘리트 형태의 거울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高麗圖經>>에서

仁宗 (1109-1146) 왕 때 수도에서 관아를 섬기는 하인의 7 가지 칭호 중 하나가 '구사'였다. 그

책 속에 구사에 대해 기록된 내용은 당시 외국인 방문자에게 전한, 조정에서 알고, 이야기한

것이다. 한 달 동안 고려에 왔던 宋의 사신 徐競은 고려의 일상 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삽화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이 <<고려 도정>>으로 발표했다. ‘구사’에 대해 이들은

‘선랑’과 유사한 사람이라고 기록했다. “귀한 집의 자제들, 귀족 가문의 어린 소년들을 “仙郞”,

“아직 미혼인 '선랑'과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 같다”, “그들의 옷은 가볍고 얇은 비단이나 다른

얇은 소재로 모두 검은 색”, “또 똑같은 것으로 넓은 소매[縿袖] 옷에 검은 두건을 쓴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서관(庶官)이나 소리(小吏)의 심부름꾼[奴]들이다”라고 기록했다. 115 여기서

외국인이 구사가 선랑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그들의 역할이 엘리트 화랑

체제와 비슷하거나 직접적으로 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단재 신채호는 1925 년 『朝鮮歷史上 一千年來 第一 大事件』에서 화랑은 고구려의 “皀衣

仙人”의 모방이라고 주장했는데 단재는 ‘검은 비단옷을 입은 귀족 선랑’에 대한 서경의 구절을

접했을 것만 같다. 이 구절은 고구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화랑과 고구려의 관계를 진술하는

기존의 기타 고대서에 그런 함축도 없지만, 이 구절에서 신라 선란의 의상이 검은 색이었기

때문에 화랑은 皀衣 (검은 색 옷)이라는 고구려 정권의 중간 직위를 모방하거나 그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 같다고 결론 지었다. ‘조의’라는 직위는 ‘사령’, 즉, “관직의 심부름을 하는 자”와 같이

다양하게 묘사되며, 행정 요원, 근위 무사직으로도 묘사된다.116 구사처럼 낮은 직위였다. 한편 ___

이라는 중국 자료는 단재의 ‘화랑 조의 기원론’에 설득력을 더해, 같은 고구려의 정부 부문

(大加)에서 ‘仙人’이라는, ‘皀衣’와 유사한 다른 직위가 있었음을 언급하지만, 이 직위가 특별하거나

중요하거나 고무적이라고 언급된 바가 없으며 조의와 선인은 종교나 군사와 특별한 관련도 없는

이름일 뿐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평범한 것 이상이라는 시사는 없다. 더욱이 조의의

직위는 화랑 시기 훨씬 이전에 고구려 정부에 존재했기 때문에 (‘조의’가 적어도 4 세기로 거슬러

올라간 이후로 신라가 고구려 정부구조에 익숙해 졌을 때가 있었던 200 년의 기간이 있었다)

화랑 체제가 형성, 제도화되기 훨씬 전부터 신라에게 ‘조의’의 존재가 알려 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6 세기 신라인의 눈에 새롭거나 인상적이거나 혁신적이지 않았으며, ‘개혁’이 못 되었음을

의미한다.

                                        

115 驅使, 與仙郞相類. 大抵皆未娶之人, 在貴家子弟, 則稱‘仙郞’. 故其衣, 或紗或羅, 皆皂也. 又有一等縿袖烏巾,

卽庶官小吏之奴. 名驅使者也.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二十 一 <皂隸> (조예) 驅使 條. 『고려사(高麗史)』에는

驅使(구사)[丘史(구사)]와 관련된 기록이 실려 있다. 驅史는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왕실과 궁정에서 노예 직위로

지속되었다.

116 <<譯註 三國史記>> (3) 주석편, 韓國學中央硏究院,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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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화랑은 고구려 조의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관습적으로 검은 옷을

입었다 고 언급된 것도 아니었다. (화랑의 유일한 시각적 묘사는 <<唐閻立本王會圖>>에서

나오는 6 세기 신라 사신의 컬러 삽화이다. 백제와 일본의 전형적인 남성적인 모습과 대조가 되는

신라 사신은 여성답고, 흰색이나 연한 색의 천을 입고 있다.) 단재 역시 고구려 조의와 신라

화랑을 하나의 고대 문화와 연결하려 했다. 한기언의 ‘멋’ 이론에서 충격이나 개혁 (중국 한자고가

그렇 듯)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조의를 화랑의 원점으로 처음

제안한 단재의 이론은 화랑과 조의가 똑같이 고대 소도 (蘇塗)의 후예로 강조되고, 특별한 소도

정신이 항상 한국인 정신에 있다는 점에서 한기언의 근본론과 조화한다. 그것을 어떠한 때에든

활성화 만하면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유의한 점은 단재가 자신의 화랑 고구려 기원설을 설치하기 위해 화랑

아이디어의 직접적인 기원으로 원화설화를 무시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가 그 설화의 역사성이 희미하다고 믿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면 1) 소도와 같은 고대 관습, 2) 정체모를 외국 정부 직위, 3) 살인 사건이 어떻게 모여, 또는

독립적으로 화랑의 특별한 에너지와 성공을 제공하기 위해 작동했을까. 승려 묵호자를 통해

고구려가 처음으로 신라에 불교를 전파한 것은 5 세기이지만, 소도 정신은 조의 형태를 통해

535 년에야 신라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활성화되었는가, 그것도 질투심에 의한 살인 사건의

결과로? 삼자 (三者) 관계는 소도 이론에 의해 매우 느슨하고 허위로 얽혀 있지만, 안타깝게도

조의에 대한 중국 또는 한국 기록의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화랑이라는 ‘혁신’에 대한 설명으로서

어떤 식으로 든 주목할 만하거나 만족스럽지 못 하다. 그리고 한자고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

똑같은 침묵을 지목할 수 있다면, 문황제 사망 이후 한자고의 선정적인 몰락은 그의 영향에 대한

이후의 침묵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사를 --실제로 이전

선행 전통이 있었다면--고려 궁정 내에서 고구려와 신라 각각의 잔재 문화를 결합한 혼성화, 즉

향수적, 감상적인 고구려 후손의 기억에 뿌리를 둔 고구려 조의 문화와 화랑 문화 – 그 살아

있는 전통으로 직접 결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선호한다.

<구사>는 단재 신채호의 '화랑 고구려 기원설'에 영감을 주었을 구절일 뿐만 아니라, 중국인

서경의 그에 대한 짧은 설명은 선랑과 비슷하게 묘사되어, 12 세기 초에 화랑 체계가 극

(top)엘리트보다 낮은 계급에도 모방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구사의 직업에 대한 특성이나 요구

사항으로서 외모적인 매력과 재능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는 화랑 전통틀에서는 그러한 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게다가 구사는 상당한 수가 있었다.117

                                        

117 “명종 20 년(1190)에 판(判)하기를 (지급하는) 구사(丘史)가 수태사(守太師), 수태부(守太傅), 수태보(守太保)에게는 각각

22 인이고, 수태위(守太尉), 수사도(守司徒), 사공(司空)에게는 16 인이고, 공(公)과 후(侯)는 20 인이고, 백(伯), 자(子),

남(男)은 14 인이고, 중서령(中書令)과 문하시중(門下侍中)은 22 인이고,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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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을 기리는 공(公)적 기념물, 궁궐 국선과 선랑, 관료직 생활, 사찰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화랑 문화에 대한 공적 호평은 고려 중, 묘청란의 패배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화랑 전통에 대한 공식적인 열광은 이미 결정적인 묘청 패배 이전에 식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며, 첫 타격은 호종단 사건이었다. 호종단 사건은 조선 중기 17 세기에 ‘관광지’의

노후한 화랑 문화 유산물, 즉 그 지역 민속, 특히 불교와 자비의 여신 (관음) 숭배 관련이 있는

유산물이 산재한 동해안 금강산 지역을 여행한 이곡 (李穀)이 가장 잘 설명했다. 학자이자

공무원이자 시인이었던 이곡은 화랑의 중요한 의미와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계림(鷄林)의 옛 풍속에 풍채가 아름다운 남자를 가려 주취(珠翠)로써 장식(裝飾)하고 화랑(花郞)이라 하여 국인(國人)이

모두 그를 받들었다. 그 무리가 삼천여 명에 이르러 원상춘릉(原嘗春陵)이 선비를 양성한 것처럼 불군(不群)의 재능이

드러난 사람은 뽑아서 조정에서 벼슬까지 하게 하니, 오직 사선(四仙)의 문도(門徒)가 가장 번성하여 비(碑)를 세우기까지

했다”  

이곡은 금강산의 절경 바위, 사찰, 정자, 동굴의 매혹적인 지형을 관찰, 글로 묘사했는데,

여행기에서 그는 호수에 비친 36 개의 봉우리가 한때 돌 기념판 (碑石)을 얹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고려 중기, 호종단 (胡宗旦)이라는 중국 (송나라) 출신의 조선족 풍수지리학자, 즉 지관

(地官)이 이들을 헐어서 석판의 바닥만 남았다는 것이다. 청석 정의 석판도 또 다른 석판처럼

파괴된 것 같다고 언급한다 (122).

이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유는 제공되지 않지만, 파괴 방식은 지리학적 문제 뿐만 아니라,

<<파한집>>에서 나오는 화랑의 비석” 118 에 대한 적대감을 의미한다. 이곡은 예종왕

때(1106~1122) 고려로 돌아온 南唐 (李昇의 唐나라)에서 태어난 고려 혈중으로만 호종단을

묘사한다. 고려에서 공무원으로 나라를 봉사하기 위해 五道를 순회 (巡視)하는 동안 그는 돌판을

가져다가 긁어 내거나 부수거나 바다에 가라 앉힐 것이라고 한다. 이상하게도 호는 석판과 종

(鐘) 등 신라 문화 유산에 대한 일종의 체계적인 공격을 가한 것 모양인데 그의 기물 파손

행위의 (겉보기에) 화랑과 관련된 대상의 특수성 때문에 그의 행위는 단순히 불교 종교 자체에

대한 더 광범위한 공격의 결과로 볼 수 없다. 호종단이 불교 사찰을 불타거나 약탈한 기록은

없으며, 금의 불상은 그의 명령에 의해 녹거나 다른 방식으로 파괴된 것으로 묘사되지 않으며,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는 20 인이다 (明宗二十年判, 守太師太傅太保各丘史二十二, 守太尉守司徒司空十六,

公侯二十, 伯子男十四, 中書令門下侍中二十二, 門下中書侍郞平章事二十. : 『高麗史』 卷 72, 志 26, 輿服 1, 鹵簿 百官儀從 ).”

118 “계림의 엤 습속에 남자 가운데 아름다운 풍모를 가진 자를 골라서 구슬과 비취로써 장식하고 이름하여 화랑이라

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받들었으니, 그 무리는 3 천여 명에 이르렀다. … 그 무리에서 뛰어난 자를 골라서 조정의

판원이 되게 했다. 오직 사선의 문도가 가장 뛰어나서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 <<파하집>> (李仁老, 1200 년 전후). 都珖淳

<八關會와 風流徒>, <<한국불교학연구총서>> 제 8 권, 불함문화사, 2003. 358-9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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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매우 특정한 물질 문화인 화랑 기념물인 석판과 종만 있다. 왜?

그 당시 호종단이 직접 본 역사서에는 화랑을 음탄한 조직으로 명시적으로 특징 짓는 내용도

없었을 것이다. 다시말해, 호종단이 반도 순회 중에 본 살아 있는 문화 외에, 기록 문헌에는

호종단처럼 외국 태생의 손님이 토착 정치, 종교, 문화 기관이었던 화랑을 소위 괴팍한 현상,

남색 집단 등으로 간주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원래 형태의 화랑 제도는

오래 전부터 살아졌고, 고려 시대에 그 잔재 문화는 특정 정부, 민간, 종교, 예술 영역에서 타락한

형태로만 존재했다. 고려 사회에서 신라의 원 문화도 아닌, 그 문화와 관련된 현상을 바탕으로 한

그 잔재에 대한 호종단의 반감은 화랑 관련 기념물에 대한 그의 캠페인을 이끈 촉매제가 되었을

것이다. 호는 분말로 화장하게 만든 미소년 전사를 나라의 보물로 사랑하고, 준신 (準神)으로

숭배하는 광신적인 애국 민족 사회, 그들의 멘토와 보호자 역할을 한 수도사, 성인 남성을

포함하여 수백, 수천 명의 남성이 뒤따른 제도, 이 고귀한 문화가 아니라 그 덩어리의 타락한

형태에 반응했을 것이다. 당연히 중국 '선배' 문화에서 공무원으로 고등 중재자로 영예를 받은

저명한 지질 학자 호종단은 상징의 사용법과 그 지리적 배치에 민감했을 것이며, 유교 사회에서

고려의 화랑 문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관념을 심어준 것은 호를 불안하게 만든 것을 발견한 것,

그가 실제로 주위에서 본 현황, 화랑 기념물은 단지 위치 바꾸기나 이전(移轉)이 아니라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남부 福建 지역인 호종단의 출생지의 문화 사회적 특징이 호의 남색 관행에 대한

심각한 반감을 조건화 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촌이 많은 한국 남부 해안과 일본 남부 해안과

마찬가지로 복건 지역은 오랫동안 남색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왔다.119 고려 중기부터 수세기가

지난 후, 청조의 관리인 朱珪 (1731-1807)는 1760 년대 판사, 곡물세무 관리 등으로 취임 동안

복건성 복주의 성도에서 “음탕한 컬트 금지 칙령”을 발표했다. 兔兒神이라는 신에 대한 지역

숭배는 복주 성문 밖의 사원에서 거행되었다. 이 사원은 신의 石膏像과 두 남성이 서로를

껴안는- 한 사람은 주름진 얼굴을 가지는 늙은이, 다른 사람은 젊고 창백한 사람의 이미지이

있는 목현판 (기념판)을 들고 있었는데, 그 兔兒神은 한때 호천보 (胡天保)라는 복건 사람이었다.

그는 젊고 잘 생긴 지역 경위를 비밀리에 쳐다보는 관계로 경위는 그를 맞아 죽였다는 전설의

주제였다. 그의 죽음 이후, 호는 그 남자의 꿈 속에 나타났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하면서, 이제는 미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남성의 욕망과 고통을 담당하는 ‘토끼

                                        

119 물론 청나라는 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에 더해 그것을 규율하는 전례 없는 엄격한 법을, 제정했는데

(Dikotter) 주규 당시 현지 법은 다음과 같았다: .12 세 미만 소년에 대한 강간은 참수형; 12 세 미만 소년과의

합의 성관계는 목이 졸랐으며; 12 세 이상 소년과의 합의 성관계는 대나무 지팡이로 채찍질 100 번과 1 개월

동안 꽈배기 처벌이었다.”  그러나 명나라 (1368-1644)와 청나라 (1644-1912)가 중국 역사상 가장 남색이

자유로운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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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또끼 신 자신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을 제안한다. 매력적인 남성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을 때 신의 도움을 바라는 현지 남성들은 토끼 신에게 기도했다.

주규는 음탕한 사원을 고대부터 있어 온 것이라고 한탄하면서, 사원 안의 상과 이미지를 부수고

바다에 던졌다.120

600 년간의 거리이지만 둘 다 남색 관행에 대한 중국식 관리의 반응의 예이며, (중국의 경우)

유교적 도덕 가치에 맞지 않다고 여기던 이단 신앙의 물질 문화를 파괴한 사건이다. 복건의 경우

이러한 이단이 그 뒤에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복건 사회에서 이러한 관행을 정부가 영구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고려인들은 그들의 화랑 문화에 대한 그러한 화랑에 대한 폭력성에 노출된

적이 그 이전에 없었을 것이다. 화랑 문화는 적어도 묘청란 때까지 한동안 번성했으나, 호종단의

파괴행위는 고려 대중의 마음은 아니더라도 유교 엘리트들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관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화랑 풍류의 “음탕”은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호종단 사건은 유교인들의

반화랑 정서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고려 엘리트들에 의한 화랑 전통 버림은, 점점 고려인의 가라 앉으면서,

대단한 문화 유물을 남긴채 이는 서서히 묻히고 잡초로 덮였다. 일연의 <<삼국유사>>와 함께

고려말 이곡의 <<동유기>>는 과거 화랑 금광기의 문화의 인기를 증명한다. 현지 안내자에 의해

이곡은 “關東의 壯觀”라고 설명된 총석정 (叢石亭)의 사선봉 (四仙峯) 과 같은 장소를

보여주었는데, 이 곳에서 그는 서로 꽤 떨어진 곳에 4 개의 봉우리를 내다볼 수 있었다. 그는 이

장소가 화랑 仙童과 3000 명의 추종자 (郎徒)를 여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다. 낭떠러지

위에는 한때 석비 (비갈)를 지탱했던 받침돌과 낭떠러지에서 보이는 4 개의 봉우리 중 가장

동쪽에 있는 봉우리에 또 다른 석비가 있고 조각의 침식으로 더 이상 해독될 수 없다고 가이드가

이어서 가르쳤다. 며칠 후 삼일포 (三日浦)에서 이곡과 가이드는 호수에 있는 작은 섬에 들렀다.

이곡은 이 곳은 4 명의 仙童 (앞서 언급한 사선봉과 동일한)이 永郞, 述郞, 徒, 南 (“四仙”)도 옛날

소풍을 가지던 곳인데 그들의 이름을 따서 지명된 곳이라고 전한다. 절벽 동쪽에 있는 돌로

둘러싸인 미륵상 근처에는 바위 표면에 12 cm 깊이 새겨져 있는 6 개의 빨간 글자가 각각

3 자씩 2 줄로 되어있다. 각 줄의 처음 두 문자 (述 郞 南 石)는 명확하지만 각 줄의 마지막 문자

(徒, 行)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침식되어 버린 상태였다. 즉

南述

石郞

行徒

                                        
120 복건성 (福建省) 지역과 남색 문화의 역사적 연관성 주제에 대해서는 특히 唯性史觀齋主著, <<中國同性戀秘史>>

上,下, 香港:: 宇宙出版社, , 1964 참조.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Michael Szonyi, “The Cult of Hu Tianbao and the Seventeenth

Century Vision of Homosexuality” Late Imperial Chin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Vol. 19, No.1, June 1998. 1-2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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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곡은 문자의 불명확함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즉, 인근 마을 사람들은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는 데 지쳐서 깎아 내려고 했지만 문자가 너무 깊게 새겨져서 지울 수가 없었다. 조각의

깊이는 조각이 오래 지속되도록 조각한 자의 큰 성실함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그

훼손은 사실 화랑 전통에 대한 거부로 적대적이었을 수도 있고, 아마도 반란 뒤에 이을 수도

있었다.) 그들은 仙童과 관련된 다른 명승지인 四仙亭으로 올라섰다.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호수에 있는 작은 섬으로 36 개의 봉우리가 수면에 웅장하게 반사되어 있었다. 이 장면은 관동

지구에서 그 아름다움이 자신이 이전에 방문했던 국도에 이어 두 번째라고 쓴 작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21 고려말기에 와서는 이들은 오랫동안 쇠퇴한 문화의 잔재일 뿐이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1920 년대 단재 신채호가 한국문화사에서 묘청란 (서경천도운동)의

패배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서경운동에 낭도라는 명명을 붙인 이도 단재였다. 묘청란의

패배만으로도 유교가 민족의 문지기라는 정당성을 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뒤 화랑문화의

쇠퇴를 설명하기에 충분할지 모른다. 그러나 서경천도운동이 풍수지리학에 대한 묘청의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 운동이라면, 합리적으로 물을 수 있다: 반란이 일어나기 15 년 전 호종단의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한 화랑 문화의 악의적인 파괴에 대한 묘청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

고려 유교 엘리트층이 묵인한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과연 묘청의 기득권층에 대한 반항의

불씨가 되었을까? 단재가 묘청의 그 반정치적 입장에 ‘낭가’라는 명명을 붙였을 때, 그런

연관성을 암시한 것일까? 단재는 어떠한 근거로 묘청의 반체제 운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단재가

고조선과 고구려 사상의 진정한 후예라고 생각했던) 화랑사상과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시켰을까?     

고려 왕조 초기부터 화랑문화의 커다란 대중적 인기가 이어받아 지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호종단의 화랑문화 공격에 대한 예종왕 (1105-1122) 과 유교 지도부의 묵인이 고려 사회의 일부

요소들에게 매우 모욕적이었다고 상상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사실 단재의 '낭가'라는

명명이그것이 단지 단재의 '반유교적 네이티비즘'을 표현하는 방식일지라도, 122 묘청 일련이

‘稱帝建元’ 등 송나라 (더 크게는 금나라, 외부세력)에 대한 심각한 반발로 --“원주민” 명분

이름으로 풍수지리를 동원시켰다면, 호종단의 문화 유산 파괴 사건이 진정한 '朝鮮歷史上一千年來

第一大事件'이라고 볼 수 있다. 

왕건 이후 계속되어온 팔관회는 이 호종단의 이론에 대한 일부 지원을 제공한다. <<고려사>>

                                        

121 이곡, <東遊記>, <<稼亭集>> (권 5) 퍼플출판사, 2021.

122 신채호는 그 12세기초의 대사건을 '낭가사상'의 종말이라고 부르면서 국풍파가 도전했던 사대사상, 즉 유교 세력과는

종류가 다른 사상임을 인식했다. 물론 신채호에게 화랑은 고대 한국의 수두제(선배문화)에서 시작된 훨씬 더 이른 전통인

낭가사상의 하나의 변신/반복에 불과했다. 단군시대부터 화랑까지 이어지는 문화적 연속성은 화랑을 순전히 고구려를 거

쳐 고조선의 후손으로 보는 것은 한편으로 화랑의 번개와도 같은 다이나미즠, 새로운 것과 옛것의 개혁적인 융합이라는

멋 창조 개념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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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따르면 981 년 고려식 불교 팔관회의 이른 시기에 잡기를 비정통적 (상례에 벗어난

것)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987 년과 팔관회 의식 자체가 전면 금지된 경우와 정도만 달랐다.

중요한 것은 1010 년과 같이 계속 재개되었다. 1010 년에는 “庚寅 復八關會, 王御威鳳樓, 觀樂.”

(팔관회를 다시 열다. 경인 팔관회(八關會)를 다시 열고 왕이 위봉루(威鳳樓)에 나아가 음악연주를

관람하였다).

재미나는 의식은 언제나 금지될 수 있는데, 1036 년에는 “담나 등의 공양과 중국 상인들의

공양으로 1034 년부터 정례식이 되었123 다고 하지만 <<고려사>>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중단이 있었다: 팔관회를 열린 해로는 1039 년 (御神鳳樓, 賜酺, 幸法王寺), 1041 년 (御靈鳳門, 受百官賀,

賜酺. 遂幸興國寺, 行香, 移御長樂宮), 다시 (10)46 년, 48 년, 53 년, 56 년, 57 년, 59 년, 60 년, 71 년, 73 년

(御神鳳樓觀樂. 翼日大會, 大宋•黑水•耽羅•日本等諸國人, 各獻禮物名馬) *(樂=풍악), 79 년 (御毬庭觀樂, 命太子詣法王寺),

83 년 (御神鳳樓前帳殿, 受百官賀, 遂幸法王寺. 以前月値國恤, 至是行之), [84 년, 85 년,] 86 년, 87 년 (御靈鳳樓浮堦觀樂,

遂幸興國寺) 식으로 연례 행사에서 (경제적, 국경 문제의 이유도 있겠으나) 산발적인 중단이 있었다.

흥미로운 것으로 예종 시기 (1105-1122), 바로 호종단이 고려를 방문했던 기간에

‘간언’(諫言)이라는 단어가 <<고려사>>의 팔관회 관련 기록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1115 년에  

“팔관회를 열고 가무판을 벌이다가 간언을 듣고 중지하다” (庚辰 設八關會. 王自毬庭, 還至閤門前, 駐蹕,

唱和久之, 命倡優歌舞仗內, 幾至三鼓. 御史大夫崔贄, 雜端許載進諫, 王嘉納之.) 124 이 경우, ‘가무판’이 그 중지

이유로 설명되어 있는데, 호종단 사건에 미루어 보나 이는 ‘선랑 춤’ 공연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125 춤추는 선랑들은 이 시점부터 팔관회 의식에서 변경되거나 그렇게 하도록 압력이

                                        

123 1034년에는 遣輔臣, 賜西京八關會, 酺二日) (서경에서 팔관회를 열다 재상[輔臣]을 보내서 서경(西京)의 팔관회(八關會)

에 이틀 동안 술과 음식[포(酺), 조정에서 하사하는 주식(酒食)을 가리킴]를 하사하였다)… 庚子 設八關會, 御神鳳樓, 賜百官

酺, 夕幸法王寺. 翼日大會, 又賜酺觀樂, 東西二京•東北兩路兵馬使•四都護•八牧, 各上表陳賀. 宋商客•東西蕃•耽羅國亦獻方物,

賜坐觀禮, 後以爲常. (경자 팔관회(八關會)를 열고 〈왕이〉 신봉루(神鳳樓)에 거둥하여 백관에게 술과 음식[酺]을 하사하였으

며, 저녁에 법왕사(法王寺)에 행차하였다. 다음날 대회(大會)에서 또 술과 음식을 하사하고 음악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동경

(東京)과 서경(西京), 동로(東路)와 북로(北路)의 병마사(兵馬使), 4도호(四都護), 8목(牧)이 각각 표문(表文)을 올려 축하하였다.

송(宋)의 상인, 동번(東蕃), 서번(西蕃), 탐라국(耽羅國)이 또한 토산물을 바쳤으므로, 의례를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하사하

였는데 후에는 이것이 상례가 되었다.

124 즉 “경진 팔관회(八關會)를 열었다. 왕이 구정(毬庭)에서 돌아오다가 합문(閤門) 앞에 이르러 어가(御駕)를 멈추고

한참동안 시를 주고받았으며, 창우(倡優)들에게 호위행차 안에서 노래와 춤을 벌이게 하여 거의 밤 12 시[三鼓]까지

계속하였다. 어사대부(御史大夫) 최지(崔贄)와 잡단(雜端) 허재(許載)가 간언하자, 왕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125 고려시대에 팔관회를 몇 번 올렸는가를 계산하기 위해 연구자는 자신의 직접 계산과 다소 다른 김종명이 제공한

자료표를 참고했다. 비록 “<<고려사>> <서문>에는 팔관회와 같은 일상적인 행사가 처음 일어났을 때나 왕이 직접

제사에 참석했을 때만 기록했다”라는 김종명의 지적을 고려하여도 왕조 말기에 팔관회의 쇠퇴가 분명히 두드러진다. Kim,

Jong Myung. “Buddhist Rituals in the Koryeo Dynasty 918-1392”. Peter H. Lee, Prose Portraits in the Early Choseon Literary

Miscellany.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 6 권, 2 호. 2006.10. 233-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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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졌을까? 이는 가능성으로 인정해야 한다. 126

하여간 그로부터 5 년 후인 1120 년에는 “팔관회(八關會)를 열고 왕이 잡희(雜戱)를

관람하였다”는데, 1122 년의 팔관회 행사로 예종 왕위가 끝났다. 팔관회는 인종(1122~1146)때

2 회, 의종(1146~1170)때 18 회, 명종(1170~1197)때 11 회, 신종(1197~1204)때 5 회, 희종

때(1204-1211) 4 회, 강종(1211-1213)때 1 회, 원종(1259-1274)에 2 회 개최되었다.

그 동안 1260 년 팔관회가 열렸을 때 송나라식 노래 ‘환궁악’ 연주 때문에 비난이 나왔다.

(十一月 丁丑 設八關會, 幸法王寺. 當國恤, 奏還宮樂, 識者譏之). 송악 (宋樂)에 대한 이러한 반항은

대한 외부세력의 침입에 대한 지속적인 일부 국민의 자부심, 민감성을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

없다. 팔관회를 5 차례 개최한 충렬왕(1274~1308) 이후 팔관회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고려시대에는 완전히 없앤 적이 없었으나 1308 년부터 1392 년까지 84 년 동안 팔관회는 10 회만

개최되었으며, 공민왕, 신우왕, 공양왕 각각 2 회, 충선왕 및 충숙왕 각각 1 회, 충혜왕과 충정왕

시기에는 전혀 없었다.

위와 관련하여 고려시대 화랑과 연관된 의식 (儀式)은 팔관회 축제만이 아니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려인들은 때때로 ‘香徒宴’을 열렸다 (國俗結契燒香 名曰香徒

相與輪設宴會 男女少長 序坐共飮 謂之曰香徒宴).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특성 중 하나가 의용이었다고

믿어집니다 ‘향도’는 물론 신라부터 결성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까지 존속되었던 결사체인데,

신라나 고려 시대의 향도는 대체로 화랑 신앙 결사체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왕궁 팔관회 의식과

유사한 소년들의 춤과 함께 어떤 형태의 화랑 문화 관습이 이 잔치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국 동성사 (同性史)에 있어서 이 ‘향도연’이 의미하는 바는 고려, 조선시대까지 서민들

사이에서 화랑 감상의 문화적 행사들이 지속되어, 이 이상이 '화랑교육' 화랑제도를 모방한

청소년 양성 체게’ 기반 동성 (남색)문화 계승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 어느 것도 유교 사상에 부합하지 않는 반면, 화랑 관련 행사들은 처벌되지 않고 유교 당국에

의해 단순히 무시되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의 경멸이 표출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1260 년 (원종 시기, 1374-1388)의 사건을 고려할 수 있다:

또 밀직 박천상이 일찍이 계림 지나게 되었다. 이에 윤승순이 술을 내어 그를 위로하였다. 진사 이계분 (李桂芬) 등

2 인은 그 술자리의 손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향도연이라 비웃었다. 승순의 문사가 들은대로 알리자

승순이 노하여 계분 (桂芬) 등을 가두었다. 윤승순은 계림부윤에서 갈리게 되자 그 일을 심우경에게 맡겼다. 이에 우경이

                                        

126 팔관회가 정회 (停會)된 경우는 왕의 변덕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왕의 강한 유교적 성향, 승려의 충고, 왕의 여성에

대한 사모, 불운한 날(짜) (이 경우, 날만 변경), 궁중에서 소규모의 팔관회 행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정회되거나 날짜가

변걍되었다. Kim, Jong Myung, 앞의 글, 248-9 쪽. 또한 安啓賢,<八關會攷>, <<한국불교학연구총서>>, 제 74 권,

불함문화사, 2003/ 258-6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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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발을 찢고 인두로 지져 그 두 명은 곧 죽었다. 윤승순이 그 소식을 듣고는 매우 참혹하다 하여 자신의 문사들을

모두 쫓았다. 국가의 풍속에 계를 맺고 향을 피우는 것을 향도라 하였고, 서로 돌아가면서 잔치를 열면서 남녀가 나이에

따라 차례로 앉아 같이 술마시는 것을 향도연이라 하였다.127

계림판관 심우경은 남다른 잔혹함으로 유명했지만, 서민들의 “화랑”잔치로 사대부 회합을

모욕하는 단순한 발언 때문에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는 것을고려 말기 이들 하류 조직에 대한

지배계급의 멸시 수준을 보여준다.

묘청난 이후, 그러나 왕조가 끝나기 훨씬 전에 화략한 이규보(1168-1241)는 이러한 배경에서

노인과 제자의 사랑을 시적으로 변호한 것에서 시인의 깊은 아량을 이해할 수 있다. 이규보와

교유하기도 했던 ‘공공상인 (空空上人) 경조 (景照)’는 박소년 (朴少年)을 몹시 사랑했는데

박소년은 ‘선랑의 풍모’가 있었다고 한 것으로 기록된다. 여기서 교육/훈련/양성이 이규보가

남색에 대해 쓴 맥락이다. 128 이규보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고위 승려이자 뛰어난 시인인

공공과 기껏해야 10 대 초반이었을 공공의 재능 있는 어린 제자 사이의 정서적, 성적 관계를

친구가 조롱과 비방을 받는 가운데 지지하기 위해 자연적이고 또는 사회적인 이미지를 그의 시를

위해 동원한다. 비록 자신이 불교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남색이 문인의 붓을 들 만한 주제가

거의 없었던 사회에 살고 있는 지식인에게 이 시는 자연계의 남성적/여성적 원칙을 그 관계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근거로 삼는 관대한 논증이다. 노승은 도(道)를 추구하기 위해 정욕을 버리고

짝 없는 새처럼 삶의 고독을 경험하고, 물을 찾는 사슴처럼 인간의 청량함을 추구하며, 영리한

제자와 함께라면 자연 속에 있는 것 짝을 찾아낸 누구와도 똑 같이 행복하다. 그 관계는 어떤

종류의 스캔들을 일으킨 것으로 기술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경멸에 대한 방어가목적이 아니라

유대 맹세 (同盟契券如交預))를 포함하는 짝(pairing) 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반영이다. 결국 시인은

여기에서 남색은 가장 낮은 사화층은 아니나 관료 낮은 수준으로 교육 또는 양성 환경에

있는 청소년의 맥락에서 보여지며, 이는 남색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종교적 틀을 벗어나

범죄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기대되는 사회적 태도와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물론 화랑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화랑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규보는 성욕을 인간의 본성(本性)에 내재해 있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풍류'를 말한다. 

그는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는 신라 四郞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호소하고, 이는 독자들에게 마치

                                        

127 “又密直朴天常 嘗過鷄林 承順置酒慰之 有進士李桂芬等二人 見賓校環列 譏之曰香徒宴也 承順門士以告 承順怒囚桂芬等

及見代 以其事屬于慶 于慶裂足炮烙 二人尋死 承順聞之 慘然盡逐其門士 國俗結契燒香 名曰香徒 相與輪設宴會 男女少長

序坐共飮 謂之曰香徒宴” <<고려사>> 권제 122 열전 35 >심우경>.

128 <<東國 李相國 後集>>, 권 9, 次韻 空空上人 贈 朴少年 五十韻. 次韻空空上人。 贈朴少年五十韻。 東國李相國後集卷

第九  古律詩  五十八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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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처럼 여겨졌고 천 명의 도제가 섬긴 것이었다. 

이규보가 남색 관계와 관련하여 화랑을 매력의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고려 당시 모두가

직감할 수 있었던 논리적인 것이다. 이규보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맺어진 관련성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인로가 자신의 시 창작에서 남성간의 의 사랑을 언급함으로써 이규보와

김부식을 비롯한 동료 문인들을 놀라게 한 것으로 묘사된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주제를

제기하는 것은 유교 관리에게 금기시되었다. 129 . 소년애라는 주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다른

고려시들을 고려하더라도, 130 화랑제도의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기와 유사 이후 한국

문학에서 화랑 자체를 문학의 주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특징이자 남색을 열린 비밀로

지케는 일 또한 그 문화의 ‘멋’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까지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사례는 한국과 다소 차이를 밝힌다. 중국 기록은 기원전 6 세기부터 궁정

왕들과 그들이 총애했던 신하들 사이의 동성 관계에 대해 알려준다. 이러한 관계는 너무 흔해서

<<史記>>131에 각각의 장을 부여했고, 14 세기 조선조 초기에 편찬된<<고려사>>에서도 같은 장

제목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권위 있는 역사서의 순서를 따른다는 뜻이라면 <<史記>>를

본보기로 한 조선 고려왕조의 기록에서와 같이 남색을 언급하였다. 12 세기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유교적 도덕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세부사항은 유학자 김부식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일연 (一然)스님이 유교의 사적 취향에 맞게 김부식이 무시했던 화랑설화와 향가 노래를

포함시켜 비공식 기록을 '채워' 놓은 것이다. <<유사>>에 보이는 <미시랑 전>은 유가에게

욕망과 숭배의 “이상한” 결합, 즉 화랑 문화의 독특한 분위기 즉, 추론에 따르면 화랑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신라 대중에 의해, 그리고 많이 쇠퇴한 상태에서 한국의 후대 세대에 의해

많은 사랑을 받은 지지 집단(낭도 추종자)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호종단사변과 묘청난 이후 화랑문화가 쇠퇴하고 화랑유적이 고려말 이곡이 방문한 방치된 유물이

                                        

129 <<補閑集>> 卷中, 文烈公菊花云

130 ‘울며 잡은 소매 떨치고 가지 마소/ 초원(草原) 장제(長堤)에 해 다 져 저물었네/ 객창(客窓)에 잔등(殘燈) 돋우고

새와보면 알리라’. (이명한 (1595-1645). <靑丘永言>>, ‘푸른 사상사, 2006. 187 쪽. 다른 예로, “당당당 당추차

조협나무/홍실로 홍그네 매요이다/혀고시라 밀오시라 정소년하/ 위 내 가는 데 남 갈세라/ 삭옥섬섬 쌍수길에/ 삭옥섬섬

쌍수길에/위 휴수동유 경 긔 어떠하니잇고” (이인로) <한림별곡> 제 8 장.

131 前漢의 사마천의 <<史記>>에는 유명한 왕의 남성 배우자 의 범주(嬖幸) (뜻은 환관)가 포함되어 있다. <<史記>>는

<<삼국사기>>와 달리 <<고려사>>의 본보기였는데 김부식의 <<삼국 사기>>에는 신라 궁정에서 남색 관계에 대한 언

급은 없다. 불교승 일연의 <<삼국 유사>>에는 낭만적인 화랑상과 왕의 여성스러움 등을 담았다. 사마천에 따르면 한나라

의 첫 다섯 황제는 모두 남성 총애인이 있었다고 전하며, 그러한 궁중 관계에 대한 비판은 남색 자체가 아니라 왕을 타락

시킨 간사로서의 총애의 위험적인 역할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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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가는 과정에서 고려조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남색사의 측면에서 말년을 면하는 왕과

그의 신하들의 악명 높은 성 행동과 관련하여 끝맺다.

공민왕의 시해는 친원 세력와 친명세력 사이의 정치적 변화 속 국내외 폭풍 속에서 일어나고, 

핵심과 마이너 행위자의 행동과 동기가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반면, 성적 부적절과 관련된

세부 묘사는 공민왕의 말년에 대한 <<고려사>>의 이야기는 공민왕의 정치적인 적들의 발명

(거짓이나 과장)으로 상정되어 왔다. 자제위 (子弟衛)의 성행위에 대한 <<고려사>>의 묘사는

살인 사건 자체의 동기를 제공한 광범위한 정치적 맥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나, 그 묘사가 적과 동정심이 없는 역사가의 발명 또는 과장이라면 남색 묘사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태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탈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라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하찮거나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서 어떠한 ‘멋진 형태’로 변형되지 않은 채, 겨우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만 나타나는 경향이 오랜 세월 있었음을 고려할 때, 남색에 대한 부정직한

비난이나 심지어 거짓말 혹은 그에 대한 증폭이 있을 것이라면 이는 일관된 한국의 문화적

감성에 반(反)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 왕의 은총을 받아 권력과 높은 지위를 잡은 사악한 간신에

대한 기록은 중국 역사서에서 별도의 범주로 분류되었는데, 중국의 경우 부정적 기록과 함께

범죄와 관련 없는 남색에 대한 묘사들로 두 태도에 대한 일종의 균형을 이뤘다. 예를 들어, 왕과

왕이 아끼는 연인(龍陽, 애제 및 동현 등 적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 대한 감상적인 묘사가 얼마나

포함되었다.  

<<고려사>> 편찬자들은 기록에서 간신을 조정 현상으로 다루었지만, 고려시대에는 간신의

흥망에 관한 기록만이 남색에 관한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민왕 스캔들에

대한 기록은 남색을 둘러싼 주변의 광범위한 침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믿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민왕과 그의 관원 (총애)들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동기와

심리적 함의가 전혀 단순하지 않다. 사실, 그 묘사들은 상당히 복잡해서 사실적일 뿐 아니라, 그

사건들은 공식 저술에서 주제화에 익숙하지 않고 긍정적인 맥락에서든 부정적인 맥락에서든

교육적, 문화적으로 소인 (素人)인 유교인의 마음에서 그 성 관계 묘사는 순전히 발명될 수

없었을 것 같기 만 하다. “간신사”에 해당하는 중국 범주는 <<고려사>> 역사가들에게 공민왕의

사건을 설명하는 합법적인 공간을 제공했으나, 그러한 사건은 유교인에게 얼룩과 같았을 것 같기

때문에 조선조 초기의 유교인이 그 공간을 즐겨 채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국의 성욕 묘사

회피 경향은 항상 인간의 억제되지 않은 열정을 증폭할지어정 오히려 생략하는 경향이었다. 

<<고려사>> 편찬자들이 일부러 남색 사건에 대한 묘사가 어색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러한

묘사를 창작하거나 과장-- 실제보다 더 나쁘게 보이게 하기로 선택했다는 생각은 한국 지성사의

문화적 결에 위배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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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민왕 기록의 저작에 공민왕과 불교를 모독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면, 그 '음모'는 오히려

정중한 편집 없이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는 데 있었다. 요컨대, <<고려사>> 편찬자들이 공민왕의

전기에서 유교 윤리에 어긋난 성적인 내용을 창작하는 것과 그러한 내용을 생략하여 덮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라의 역사를 안 ‘더럽힐’ 것을 선호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보고 (報告) 대로 국사에서 재현하는 것은 충분히 ‘음모’ 수준이라고 볼 수 이다. 다시

말해, 공민왕과 고려조에 대한 역사가들의 과격한 음모는 모든 사실을 자세하게 쓰는 것에

있었을 것이다.

결국 <<삼국사기>> 이래 분명히 헤아릴 수 있는 한국의 역사 쓰기 패턴은 유교 학자들에 의해

고안된 음란 사건 추가설이라는 주장에 대립 된다. 유교인들에게는 그러한 주제를 상상할 수

있는 교육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그러한 상상을 가졌다는 사실을 단순히 밝히는

것은 개인적인 도덕적 실패와 동료와 후손을 대하는 계급(양반으로서) 굴욕을 밝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조선의 역사가들이 공민왕과 자제위의 남색 사건을

창안했다는 현대 학자들의 주장 다시말해 현대의 수정주의자들도 조선시대의 유교인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신들의 주장을 근거로 자기모순이자 자기논박이다.

<<고려사>>의 조선 시기 편찬자들은 고려 초기 목종의 기록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악의가

없는 상황에서 왕-총애 관계 --목종왕과 유행간-- 관련 묘사의 진실성 (원인->전개->결과)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고려사절요>> 권 2 (1009 년 1 월 16 일)에는 허약한 체질인 목종이 큰

화재의 충격으로 병들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ß사건 ‘원인’). 

유행간(庾行簡) “용모가 아름다워서 왕이 남달리 아끼고 사랑하여 남색(男色)[龍陽]으로서

총애하였으며 ,… 매번 선지(宣旨)를 내릴 때 마다 반드시 유행간에게 먼저 물어본 이후에야

시행하였다” (ß사건 전개). 이어지는 것은 한자고와 같은 긍정적인 충성 (忠誠) 이야기의 도덕적

역전 (逆轉)인 ‘사악한 배우자’, ‘간사’에 대한 중국 사서 (史書)의 설명과 같다. 유행간은 자만심에

차서 왕과 대등한 공포의 대상이 되어 결국 이것은 왕에 대한 배신과 비극으로 이어진다

(ß결과). 설명에 불필요한 꾸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왕과 연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묘사는 원인,

전개를 설명하기에 충분할 뿐이며 인과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서사의 균일성을 보인다.

청년 시절 충선왕(忠宣王)을 섬겼던 원충 (元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려사>> 열전 권 제

20에서도 왕-총애인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꾸밈이 없으며, 목종, 공민왕의 경우와 같이 남색과 관

련된 기념비적인 비극은 없으나, 역시 원인->전개-> 결과의 3단계에 걸쳐 서사에 균일성이 있어

흥망성쇠 과정이 객관적으로 묘사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고려왕의 남색 관련 3편의 이야기 모

두에서 사용된 표현 선택은 거의 동일하고 일률적이다. 충선왕과 원충의 관계는 유교인답게 “옛날

의 용양(龍陽)처럼 남색(男色)으로 총애를 받은 것이 있어[龍陽之寵]” 로 설명된다. 공민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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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관습을 따른다. 언제나 불필요한 꾸밈 없이 이야기의 진행 묘사는 최종 결과물의 규모에

비례한다. 원충의 경우, “왕씨(王氏) 성을 하사받고 이름을 왕주(王鑄)로 고쳤다”, 그러나 원충은

“배우지 않았다”로 묘사되는데, 그의 미모 하나만으로 충선왕의 사랑을 받았을 것을 암시한다. 와

왕의 은총을 받은 이유와 아울러, 독자는 선택된 표현의 간결함을 통해 원충이 20세에 자신이 책

임을 져야 하는 자신감이 부족한 이유를 이해한다. 상황의 궁극적인 결과가 명시된다. 즉, 충선왕

은 자신이 맡아야 할 직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꾸짖었지만, 나중에 두 사람의 관계가 화해되

어 왕의 뜻에 따라 즉위하였다. 후에 충선의 추천으로 충숙왕(忠肅王)에 의해 진급되었으나 곧 충

숙의 은총에서 벗어나고 다시 충혜왕에 의해 다시 직위를 얻었으나 원나라 황제에 의해 승진되었

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등등. 독자는 꾸밈 없이 원인, 발전, 결과 사이의 균형을 찾는다.

마찬가지로 공민왕의 <<고려사>> 서사에서도 서사 내용의 극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원인, 전개,

결과에 대한 서술법은 세 부분의 균형을 유지하여 객관성의 인상 (印象)을 부여한다.132

김흥경(金興慶)은 시중(侍中) 김취려(金就礪)의 증손(曾孫)으로,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나 말을 잘 하면서 아첨을 하였다. 

공민왕(恭愍王) 때 우달적(于達赤, 우다치)에 선발되어 임명되었으며, 왕이 그를 보고 기뻐하여 내속고적(內速古赤, 

내수구르치)으로 삼았다. 남색 [龍陽]으로 왕의 총애를 받아 항상 침전에서 왕을 모셨으며, 하루 저녁도 휴가를 받지

못하였다. 몇 개월 사이에 관직이 뛰어 올라 삼사좌윤(三司左尹)에 이르렀으며, 좌우위상호군(左右衛上護軍)으로 옮기는 등

왕의 총애가 날로 깊어졌다. 일찍이 입직(入直)하여 호상(胡床)에 걸터앉았는데, 왕이 이를 보고 노하여 상호군(上護軍) 

노숙(盧璹)을 시켜 주먹으로 구타하여 거의 죽게 만들었다. 뒤에 왕이 또 어떤 일로써 김흥경에게 태형을 가했는데, 

김흥경이 노하여 내시(內侍) 송양철(宋良哲)을 구타하고 다시 거짓으로 왕의 명령이라고 하고 그에게 곤장을 때렸다. 

〈김흥경이〉 대언(代言)에 임명되었을 때 상호군 김용휘(金用輝)가 김흥경에게 아부했는데, 일찍이 〈김용휘는〉

고가노(高家奴)의 처와 간통하였는데,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는데도 김흥경이 왕의 생신이라는 것을 이유로 왕에게 사면을

청하여 마침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133

독자는 총애인 김흥경의 경우에도 이전의 간사 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조와 어휘의 균

                                        

132 “金興慶, 侍中就礪之曾孫, 聰慧便佞. 恭愍朝選補于達赤, 王見而悅之, 以爲內速古赤. 有龍陽之寵, 常侍內寢,

未嘗一夕許休沐. 數月閒超遷, 至三司左尹, 轉左右衛上護軍, 寵愛日深. 嘗入直據胡床, 王見之怒, 使上護軍盧璹, 拳敺幾斃.

後王又以事笞興慶,興慶怒, 敺內侍宋良哲, 復矯命杖之. 拜代言, 有上護軍金用輝, 諂附興慶, 嘗奸高家奴妻當坐, 興慶因誕辰,

請王赦, 遂得免”

133 <<高麗史>> 권 3, 列傳 폐행 김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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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과 표현의 간결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급함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의 특성뿐만 아

니라 그의 현명함과 정신력도 주목된다. 이 경우에도 ‘용양’이라는 표현이 일관되게 사용된다. 남

자들 사이의 물리적 폭력은 청년 시절의 공격성과 행동에 있어서의 자제의 결여를 암시하나, 매

우 사실적으로는 오만함을 암시하는데, 이는 다른 간사와 마찬가지로 왕의 보호 아래서 악화되었

다. 묘사는 또한 대인 관계의 친밀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에 대한 충성심을 포착한다.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없으며 다음 성적인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 허위 설명에 사용될 수

있는 명백한 과장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다음 자제위의 행위와 모순되는 행동가 묘사되

어 있지 않다. 

겨울 10 월 갑술 초하루에 자제위(子弟衛)를 설치하고 나이가 어리고 예쁜 용모를 가진 자들을 선발하여 여기에 속하게

하고, 대언(代言) 김흥경(金興慶)이 총괄하게 하였다. 이에 홍륜(洪倫)·한안(韓安)·권진(權瑨)·홍관(洪寬)·노선(盧瑄) 등은 모두

총애를 받아 항상 침실 내[臥內]에서 시종하였다. 왕은 본래 여색을 좋아하지 않고, 또한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주가

살아있을 때에도 어행(御幸)이 매우 드물었었다. 〈공주가〉 죽은 후에 비록 여러 비(妃)를 들여 별궁(別宮)에 두었으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밤낮으로 슬퍼하며 공주를 생각하다가 마침내 마음에 병이 들었다. 항상 스스로 부인의 모양으로

화장을 하고 먼저 어린 내비(內婢)를 방 안으로 들여 그 얼굴을 보자기로 가리게 하고는 김흥경 및 홍륜 무리를 불러들여

난잡한 행위를 하게 했다. 왕은 옆방의 틈으로 그것을 보다가 마음이 동하게 되면 곧 홍륜 등을 침실 안으로 들여

자신에게 남녀의 행위와 같이 음행하게 했다. 다시 수십 인과 치루고 멈추었으니, 이 때문에 늦게 일어나고 혹은 뜻에

맞으면 상을 내림이 헤아릴 수 없었다. 왕은 후사가 없음을 염려하여 홍륜과 한안에게 여러 비를 강제로 욕보이고 아들을

낳게 하여 자신의 자식으로 삼고자 하였다. 정비(定妃)·혜비(惠妃)·신비(愼妃) 등은 죽음으로 저항하여 따르지 않았다. 이후

익비궁(益妃宮)으로 행차하여 김흥경·홍륜·한안 등으로 하여금 간통하게 하였으나 비(妃)가 거절하니 왕이 검을 빼 치려고

하니 비가 두려워하며 따랐다. 〈이후 이들은〉 왕명이라 거짓으로 속여 수차례 왕래하였다134

                                        

134 “冬十月 甲戌 朔 寘子弟衛, 選年小皃美者, 屬焉, 以代言金興慶, 摠之. 於是, 洪倫 韓安·權瑨·洪寬·盧瑄等, 俱以寵幸, 

常侍臥內. 王性不喜色, 又不能御故, 公主生時, 御幸甚稀. 及薨, 雖納諸妃, 置諸別宮, 不能近, 日夜悲思公主, 遂成心疾. 

常自粉黛爲婦人狀, 先納內婢少者房中, 取袱掩其面, 召興慶及倫輩, 亂之. 王從旁室穴隙, 視之. 及心歆動, 卽引倫輩入臥內, 

使行於己如男女. 更數十人乃已, 由是, 日晏乃起, 其或稱意, 賞賜無筭, 王慮無嗣, 因使倫安等, 强辱諸妃, 冀其生男, 以爲己子.”

定·惠·愼三妃, 死拒不從, 後幸益妃宮, 使興慶·倫·安等通妃拒之, 王拔劒, 欲擊, 妃懼從之, 自是矯旨數往來. (1372 년 10 월

1 일(음) 갑술(甲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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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유교인들이 받은 정통 도덕 교육을 고려할 때, 조선 왕조의 유교 엘리트가 위엄 있는

유교 기록 책임135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이러한 시나리오의 묘사를 생각해 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다. 역사 쓰기의 궁극적인 가치로 간주하는 중요한 도덕적 교훈을

창출한다는 정신으로 가짜 외설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도덕 이야기가 발명될 수 있다고

가설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거짓임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려면, 이러한 시나리오들의 출처 --명조

음란물--과 같은 출처를 현대 학자가 찾아야 할 것이다. 는 유교 학자가 그러한 "창의적인 글"을

생산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창의적인

기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싶어 했던 유교인 학자가 14 세기에

얼마 있었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소화에서 과감한 남색 내용을 수정한 후 한국에서

출판한 바로 그 유교계급이다). 136

더욱이 자제위 형성 자체가 화랑 전통의 연속이라 볼 수 있는데, 아름다운 청년을 양가에서

선발하여 왕을 섬김으로써 왕의 안전과 나라의 안정을 제공하는 것은 그 것이다. 화랑 전통은

항상 에로티시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성적 방탕이 반드시 그런 집단의 형성을 따라오는

                                        

135 14 세기 역사가들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문제가 태초부터 고려의 역사를 쓰는데 역사가들의 관심사였다고 지적해

왔다. 강재은에 따르면, “<<고려국사>>는 정도전과 정총이 주축으로 조선 4 년에 편찬되었다. 정도전은 유교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말 정치사에 깊숙이 참여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태종은 어찌됐든 하륜

(河崙)에게 <고려국사>>를 수정하라고 명했다. 오늘날 <<고려사>>로 존재하는 것은 많은 우어곡절을 거쳐 1451 년에

개정된 연대기적 전기양식이다. <<고려사>>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려는 상대적인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Kang Jae-eun, The Land of Scholars: Two Thousand Years of Korean Confucianism. Suzanne Lee 옮김. Homa &

Sekey Books, New Jersey. 2003. 88-9 쪽)  

136 일반적으로 도덕상의 이유로 역사 자료가 생략될 수 있지으나 역사에 거짓을 추가하는 것은 유교의 역사서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며, 고려후기에 대한 현대 수정론자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할 사

실이다. 유학 역사 쓰기의 제일 기본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즉, 1. 유교적 방법론은 문서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긍

정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실을 위조하거나 기존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역사

자료 편집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며, 그 공정성은 문서화된 데이터가 제공하는 긍정적인 증거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2. 그러나 유교의 역사학은 좋은 출처라고 믿는 것을 나쁜 출처로 믿는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권리를 유보했다.

문서화된 증거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기록도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불합리한 내용, 즉 터무니없는 자료를

포함하는 기록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유교 도덕에 위배되는 기록은 제외하였다. 3. “꼭 써야 할 것은 쓰고, 빼야 할 것은

빼라.” 따라서 유교의 역사서는 사실을 기계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평가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편집한 것

이다. 즉, 유교의 역사학은 유교적 세계관에 따라 '표준화'되어 역사를 통해 현재에 대한 도덕적 교훈을 이끌어낸 것이다.

과거 사건의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현재를 위한 도덕적 교훈으로 삼았다. 이에 관련된 비교문화적 접근으로는

Masayuki Sato, “The Archetype of History in the Confucian Ecumene.” History and Theory, vol. 46, no. 2. May, 2007. 218-

2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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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거니와, 화랑 전통은 고려 말기에 와서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쇠퇴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위 극단적인 성적인 시나리오도 홍륜 (洪倫)에 의한 익비 (益妃)의 임신, 공민왕이 홍륜,

그리고 모든 성적인 사실에 대해 알고 있던 다른 관원들을 죽일 필요성을 느끼는 등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역사의 본질적인 사실들을 만족스럽게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익비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싶던 공민왕의 욕망 자체가 공민왕이 여성에게 호감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역사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또한 공민왕의 '수호자'들이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침실에 쉽게 들어가 그를 살해하는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역사적 설명으로서, 퍼즐의

모든 내러티브 조각들(원인-à 전개à 결과)은 역사가들이 사실을 명백하게 꾸밈 없이 서술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두 서로 잘 맞는다.

일부 현대 수정론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민왕의 혐의된 성행위

자체는 모두 충분히 현실적이어서 이는 공민왕이 주로 두 가지 관심사를 가졌음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남성 부하를 성적으로 통제하는 것, 나중에는 그의 상속이 될 수 있는 아들을 입양하는

것이다. 비빈의 성적/도덕적 학대는 단순히 부수적인 피해로 그것 자체에는 관심이 크게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한 도덕적 교묘함은 14 세기 유교 학자가 발명할 만한 세속 사회적

배경이 없었을 뿐 아니라, 미리 받아들여진 역사적 사실로서가 아니라면, 그 ‘무례한’ 사실들을

후손들에게 도덕적 교훈을 제공하기 위해 기록할 체면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묘사된 성행위가

상류층 여성의 성 부패를 제외하고는 고려, 조선 사회에서 완전히 규제되지 않은 성행위였음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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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선의 남색 의식 (意識)

3.1 사원에서의 출현

10 세기 신라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고려 초기에는 화랑의 잔재 문화가 하나의 민족 유산으로

이어졌고, 고려 초 한 세기 동안 정통 유교 통치에 대한 반체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묘청

승려가 반란을 일으켜 정부와 충돌하였다. 그 결과 랑가(郎家)의 패배와 그 운동과 문화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14 세기 초 새로운 조선 정부가 불교의 권력 체제에 끼친 최초의 큰 타격은

사찰의 생계와 생명선의 단절이었다. 신유교 사상을 우선시하는 조선은 고려 시대에 지나치게

부유하게 되었고, 부패에 빠져 버린 사찰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寺社革罷 정책을 실시했다. 사찰과

승려가 소유한 대규모의 토지와 노예들을 압수하고, 사찰 노예의 국영 노예화를 실시하였고, 일부

사찰을 제외하고는 --태조의 불교 신앙 때문에 반 (反) 불교 정책의 범위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었다—사회 세력 역할의 사찰을 폐지했다. 많은 승려들이 평신도로 돌아갔으며, 사찰에서

학습한 불교 관련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사회 밑바닥에 살며 일하게 되었다.

새로운 왕조의 등장과 함께 신유교 정부는 도덕적 언사를 강화하고 도박, 난폭한 음악과 춤,

대중의 소란, 성매매 등 민중의 흥정 문화의 (관리들의 눈에는) 공공적 문란, 광란에 대한

금지법을 표방했지만, 정부의 많은 언사에도 불구하고 남색 행위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남색 비판의 차원에는 고려말기 공민왕의 남색 스캔들을 핑계로 고려의 평판을

비하하는 정도였다. 남색 풍류 원리 (유교적 질서/ 의무의 차원과 자유분방한 풍류 차원 사이의

서로 보완하는 조화)는 조선 왕조에 걸쳐 단순히 당국의 ‘무시 정책’을 통하여 ‘멋’ 문화의

표현으로 보존되고 발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색 행위는 정부로부터 억압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화랑 문화는 사회에서 진정한 군사적, 종교적, 의식(儀式)적 기능 모두 없어지고 정치

권력과의 연결이 사라진 나머지 불교나 샤머니즘의 “이단적 신념”의 운명과 함께 혼란 속에

빠졌다. 그 후, 생명줄의 단절 다음 두 번째 타격으로는 16 세기 말 일본과 몽골의 침략으로 유람

방랑자들이 더 많이 유발되었고, 조선 말기 문란해진 三政의 수탈체제 위에 지주의 소작료라는

중복적인 수탈체제가 성립했다.137 가난이 더욱 깊어지고 확산되면서 유랑민의 수가 증가하였고,

고려로부터 이어받은 화랑 문화의 잔재는 하나의 생계책으로 타락하여 그를 전파하는 연예집단도

늘어나고 매춘도 증가했다.

                                        

137 <韓國土地制度史> (下)(천관우,<<한국문화사대계>> Ⅱ,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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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무당 및 기타 단체에 가해진 신유교 관리들의 언사적, 정치적 압력과 조선 중기 파괴적인

외국 침략으로 인해 악화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혼란은 마치 풍선의 한쪽 끝을 내리 누르고

다른 쪽 끝을 확장시키는 효과와 같았다. 다양한 유랑민, 거지 승려 및 무당, 보부상, 풍물패 등의

패거리, 풍류 문화계에 있어서 조선 왕조는 절망과 혼돈 속에서 멋과 풍류 정신은 새로운 표현과

의미와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세련된 문화 형식의 창작자들에게 대중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증가시켜, 압력에 대처하고 해방을 체험하는 방법으로 생동감 있고 강력한 동성 문화와 관련된

관습이었다. 화랑 체제의 잔재로 조선 시대의 절망과 생존을 위한 일상의 투쟁 속에서 더욱

대중화되었고 극심 해졌다. 혼돈 속에서 '퇴폐한' 예능 문화와 일반 촌민의 경계가 불분명해졌고,

사찰 생활이 대중들에게 확산되고 보통 촌민 남성들이 남사당패 단체에 일시적으로 가입하면서

소년과 관계를 맺거나 단체에 장기적으로 머물거나 단체를 떠나 결혼을 하기도 했다.138

이러한 환경 속에서 멋과 풍류 정신은 조선 시대에 압력으로부터 자유의 체험 방법으로 새로운

표현과 의미와 역할을 부여 받았으며 이는 강하게 나타났고, 화랑 체제의 잔재로서 그 속의 남색

문화는 조선 시대의 절망 극복과 생존을 위한 일상의 투쟁 속에서 더욱 대중화되었고

극심해졌다.

신라나 고려 풍류는, 사회적으로 유교 사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의

밑바닥에서 데미몽의 거칠고 타락 세계와 섞여 있으면서 그 속에서 생계를 꾸리는 수단으로서

이런 열린 표현은 관리들에 의해 멸시되었다. 왕조 초기부터, 억압된 불교와 무교의 대중화에

대한 관리들의 비난 대상에는 예술, 오락 및 매춘 등 시끄럽고 무질서한 하층 흥정 문화가

꼽힌다. 이러한 소위 ‘골칫거리’의 뿌리는 사회권 (social rights)이 박탈당한 이단 종교 문화들 이외에

‘고구려 후손들’ (백정 등)의 거친 전통 잔재도 포함되었다. 새로운 국가가 새로운 억압의 주체를

만들어 내고, 불교와 무속의 영향 속에서, 화랑- 남색 풍류 문화도 영향을 받았고, 무속과 백정

등으로부터 영향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라지지 않고 사회 최하위층에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고, 대부분 관리들은 이를 이념 수준에서 비방했지만, 반대로 그들의 관리에

대한 저항은 이념적 반응이 아닌 경제적 필요성에서 드러난 문화 만들기 였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한 멋의 정신과 풍류의 행동은 조선조 내내 퍼졌다.

조선 6 년에는 신 정부가 옛 불교 제도와 정부가 몰수한 사찰 토지를 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승려들의 평신도 복귀와 승려에게 국가 인증을 요구하는 제도가 강조되었다.

부처님에게 바치는 제공물과 화장(火葬) 또한 금지되었다. 사장 (社長)이라고 불리는 우두머리들과

수 많은 승려들 (또는 속여 승려처럼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사원이나 사원 건축을 위해 시주

모았다는 변명을 이용하여 관리들이나 마을 사람들로부터 돈을 얻으려고 속임수를 사용한 사건도

                                        

138 구성원의 유동성은 박관수의 연구, 또한 김송의 단편 소설 <<남사당>> (1949)에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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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추적하고 제지해야 한다는 정부에게 호소한 경우까지 있었다.139 사장들은

또한 징병 (국역)을 피하기 위해 승려 복을 입거나 돈을 모으는 빈곤 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

들였다. (<<睿宗實錄>> 1 년 (1469) 5 월 9 일)

1471 년에 ‘반(半)은 승려, 반은 평신도’인 사장 (社長)을 금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함과 아울러

어떤 관리가 보도했다 (상소문 요약): 사장은 점쟁이, 운세보기 등의 활동을 통해 군중을 끌어

들이고 속이고 있다.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아미타불 신앙과 ‘죄의 제거’와 같은

여러 불교 사상을 이용한다. 그들은 ‘염불’을 위해 사 (社)라고 불리는 장소를 만든다. 검은 옷을

입은 이 말썽꾼들은 반 승려 반 평신도 중간 인간이다. 그들은 유교 교육에 반(反)하는 이념에

호소한다. 그들이 사는 곳은 또한 반 (半)사찰 반 집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불교로 개종시킨 다음,

돌아서서 사람들의 금전을 사취한다. 기괴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그들은 시끄럽게 북을 두드리고

징을 치며 열광을 일으킨다. 그들은 길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인다. 그들이 하는 일은 거짓 불교이다. 사람들을 속이고 하늘을 속인다. 그들은

금지되어야 하고 유교적 원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140

그들을 사회 속으로 강제로 몰아넣고 스스로를 지키도록 내버려둔 바로 그 유교 관리들은

그들을 “승려도 평신도도 아닌 자”로 비난했다. 입법자와 문화 문지기는 유교 적 유토피아에 대한

행정부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자 열망하며,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거나 그들

자신의 제한법의 결과인 그림자 세계 (demi-monde, 화류계)에 대해 불평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은 강제로 사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공적 생활에 어떻게 합병을 시도했는지

보여준다.

결국 권력층에서 사회 주변으로 추방된 이들은 무당, 공연자, 광대였던 하나의 ‘그림자 세계”

속에 사는 다른 집단의 비슷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섞여 조선 초기에 연희 담당층으로

설립되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조차 이처럼 생존을 위해 모였는데, 범패, 염불, 법고, 바라 등

노래와 춤에 재능이 있는 이름난 승려들은 사설사암 (私設寺庵)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것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편성, 생존을 위한 정권의 동료 희생자들 간의 협력을 의미했다. 그들의

생계와 생명선이 불신한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덕이 있는 활동만으로는 부를 빼앗긴 사원을

                                        

139 乙丑/內贍寺正孫昭拜辭, 其齎去事目: "圓覺寺佛油 社長及洛山寺化主僧等, 作弊於官家及民間。 此社長及僧人等,

訪問於僧守眉處及民間, 隨捕隨繫, 鞫問以啓。上項泛濫僧人社長, 若㝢於寺社, 則捉來爲難, 姑發官差捕之,

但勿令騷擾。諸邑守令, 聽上項僧人社長言, 發官差收斂民間者, 囚禁推鞫, 若堂上官及功臣、議親, 則啓聞囚禁。僧人社長,

貽弊民間如此, 而觀察使、都事等, 不曾覺擧, 亦竝推鞫。洛山寺營建所備, 皆出公家, 如有私齎募緣文者, 盡數收取以啓,

竝於諸道, 移文收取。"<<세조실록 >> 1468 년 5 월 6 일조

140 “社長之群聚惑衆, 不可不除也”。성종실록 10 권, 成宗實錄 2 년 6 월 8 일 기유 3 번째기사 1471 년 명 성화(成化) 7 년

사헌부 대사헌 한치형이 올린 시의 17조에 대한 상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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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추방자의 배를 채우는 데 필요한 돈을 가져오지는 못 했다. 141

이단 신앙의 강등으로 사찰에서 나온 유람 집단과 다른 전통 (무속)이 ‘거사’, ‘보살’, ‘화랑’,

‘포…등의 칭호를 유지해 돈을 벌기 위해 각자의 전문 지식을 사용한 한편, 공통점도 발견하고

서로 섞이면서 문화권 간에 이전된 점도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지속과 이전은 조선 내내

남색 풍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513 년 권홍 (權弘)이 전라도 全羅道觀察使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거사 (居士)와, 절에서 절로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여성들이 생산적인 농업 일에

관여하지 않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유하면서, 최악의 문제는 雨中 또는 花郞이라고 말한다.

그 중에도 더욱 심한 것으로는 양중(兩中)【속칭 화랑(花郞)인데 남자 무당을 말하는 것이다.】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무릇 백성의 집에서 귀신에게 제사 지낼 때에, 여자 무당이 많이 있는데도 반드시 양중이 주석(主席)이 되게 하여,

주인집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공손하게 맞이하여 위로하고, 밤낮으로 노래하고 춤추어 귀신을 즐겁게 하고, 남녀가 서로

섞여 정욕(情慾) 이야기와 외설(猥褻)한 짓을 무엇이고 다하여, 사람들이 듣기에 놀라와 손뼉 치며 웃게 하여 이것을

쾌락으로 여깁니다. 간혹 수염이 없는 젊은 자가 있으면, 여자의 옷으로 변장하고 분을 발라 화장을 하고 남의 집에

드나들며 밤에 여자 무당과 함께 방에 섞여 앉아서 틈을 엿보아 남의 부녀를 간음하나, 행적이 은밀하여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혹 사족(士族)의 집에서도 이렇게 된다면 상서롭지 못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화랑’이라는 이름은 사회적으로 타락한 형태로 새로운 ‘혼합-생물’로 등장한다. 길

거리의 가혹한 세속적 현실에 적응한 '반 승려 반 일반인'이 된 사장 (社長)처럼, 대중을 ‘돈

벌기’로 접대할 수밖에 없는 가혹한 현실에 적응한 새로운 주체인 반(半)화랑 가 등장했다. 사이비

풍류이라고 할까, 무속 공연에는 한때 화랑 공연 (여장 춤)의 피상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은 사찰이나 의식 (儀式)이 아닌 저급 샤머니즘적 환경의 맥락에서, 유교 질서와 조화를 이룬

풍류의 엘리트 불교의 화랑 전통에서 크게 갈라진 처지가 되었다.

불교, 무속 등이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조선 시기에 유교인들은 당연히 이단 문화에

직접 시달릴 필요가 없었지만, 관 (官)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남창 문화를 직면할 기회가

생길 수 있었다. 조선 사대부의 눈으로 조선보다 낮은 유교 문화 수준으로 여기던 일본에서와

자신의 조선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유교 문화 수준으로 여기던 청나라에서 조선 사대부의

남색관을 비교하자면, 1719 년의 기록 <<海遊録>>부터 살펴 보면 일본에서 정치 지도자인

장군이 바뀔 때마다 조선은 축하사절단을 보내, 에도 (江戶) 시대에는 사절단이 총 12 번

                                        

141 남사당패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는 안성 청룡사 (靑龍寺)는 조선 후기에 사당패 집단을 비롯한 많은 서민들의

공헌으로 지탱되었다. 안성 지역의 특산물 시장 경제가 전반적으로 뒷받침되어 부유한 후원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상황이 열악한 조선후기 청룡사의 번영은 부분적으로는 왕실과의 역사적 유대와 일반 불교 공동체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황현정, <조선후기 안성 청룡사의 佛事 후원자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2010, 제 13, 2 호, pp. 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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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되었다. 142 무네요시 장군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거의 500 명에 달하는 조선 사절단이

대판에 가며, 그곳에서 5 일간 체재하면서 <<海遊録>>의 필자 신유한 (1681-1752)은 대판의

가옥, 시가, 남녀 의복의 찬란함을 모두 하나 같이 ‘天下奇觀’으로 묘사한 바,143 그  “풍요, 습속에

이르러서는 추하여서 기록할 만한 것이 없다”까지 기록했다. 에도 시기 대도시의 특징적인 문화

양상의 하나인 공창 에 대한 신유한의 기록은 창녀의 “어여뿐 웃음”과 거리의 당혹스러움을

기술하였으며, 이를 평가함에 있어 참고로 삼은 것은 중국 역사와 다름이 없는데, 이런 외설

문화가 “走死地騖” 그럼으로 (所以) “制禮漸民. 而不格于禽獸者, 聖王之政敎在也” (64 쪽). 여기서

조선 관료의 정통주의나 조선에 있어서 공창제도의 부재나 조선과 일본의 풍속 차이와 함께, 

임진왜란 이래, 일본의 경제적 번영이라고 여기던 것에 대해, 조선과 비해 일본의 문화적

열등성의 하나의 증거로서 일본의 매춘 문화를 가리킨 바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144 이러한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조선 상위 계층의 일본 남색 매춘관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의

상업화된 남창 매춘 문화를 보고 신유한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145

일본의 풍속이 음 (淫)을 좋아함에 (대해서는)….男娼의 요망스럽고 아리따움이 여자보다도 더 곱고 그 풍속이 음황

을 탐하고 그것에 빠지는 것이 (여자보다도) 배나 더 하였다. 나이 13-14에서 28세가 된 미남자들이 향내 내는 기

름을 머리에 발라서 감아 윤택한 것이 옷칠한 것과 같게 하고 눈썹을 그리고 분을 바르고 온갖 채색으로 그림을

그린 옷을 입고, 부채를 안고서 있는 것은 참으로 일종의 아름다운 꽃이었다. 王公貴人으로부터 富商大豪에 이르기

까지 재물이 아끼지 않고 (그들을) 기르지 않은 이가 없어, 낮과 밤으로 함께 출입하여 서로 따라서 질투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기에 이르니 풍속의 해괴함이 이와 같았다. 이것은 情慾 중에도 특이한 경지로서 정, 위 (鄭, 衛)의

세상에서도 듣지 못 하던 것이니, 漢나라 哀帝가 董 賢에게 하던 짓을 역사에 나무란 것이 곧 이것이던가? 146

신유한은 자신이 목격한 남창에 대해 조롱조로 10 수의 남창사 (男娼詞) (여색에 대해

                                        

142 <<韓日交流二千年>> 說話堂, 서울, 1984. 85 쪽.

143 申維翰, <<海遊録>>(上) (1719); 『海行摠載 1』 민족문화추진회. 1974. 현대역 485 쪽, 원문 64 쪽.

144Hur, Nam-lin. "A Korean Envoy Encounters Tokugawa Japan: Shin Yuhan and the Korean Embassy of 1719." Civilization 2

(Aichi Daigaku), no. 4 (March 2000), 65-56 쪽 참조.

145 한편 일본은 전통적 유교 도덕 사상이 남녀간의 관계를 지배한 것은 조선과 같으나, 상황이 다르고, 여러 형 태의

사랑과 또 성 자체가 일종의 ‘덕’ (若衆道, 若道, 衆道, 男道, 美道) 이 될 수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선과

대조적이다.

146 “日本俗好淫. 余旣撰娼臺男女之辭. 又有男娼, 妖媚視女子加艶, 其俗之眈眈荒蠱惑又倍焉. 美男子年十三四至二八以上. 蘭膏

膩髮, 玄澤如漆, 畵眉傳粉, 衣雜綵畵紋, 抱扇而立者, 眞是一種名花. 自王君貴人富商大豪, 莫不傾財而畜焉. 晝夜偕出入相隨, 

至有妬狼(146)殺人者, 民風之怪駭如此. 此自情慾中異境, 而所未聞於鄭衛之世矣. 卽漢哀之於董賢, 史乎所譏, 殆謂是乎”

申維翰, <<海遊錄>>(上) (1719) <<해행총재 1>> 민족문화추진회. 1974. 492-49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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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浪華女兒曲｣을 지었음>을 창작한 만큼 여유로운 호기심과 유머까지 겸비하고 있다. 

성리학이 그의 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신유한은 일본인의 시 창작 능력147 과 성리학

지식 (조선과 달리 성리학과 그 도덕체계는 일본에서 우세하지 않았음)을 낮게 평가함과

아울러 일본의 남색풍조에 대한 그의 경멸의 암시가 그의 한시들에도 담겨 있다. 

신유한이 이렇게 중국 (유교)의 역사, 정통의 권위에 기반하여 온갖 도덕 현상에 그의

관찰을 맥락화하는 경향은 그러나 호종단처럼 미움도 분노 보다는, 멀리서, 마치 높은

누각 위에서 쳐다보고 조롱하는 태도에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다. 소중화론에 근거한

신유한의 관점은 인간의 실제 성생활과 거리가 멀 수 있는 在天理 去人慾)의 관념적인 사상, 즉

사회 질서와 도덕 질서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인 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신유한의

기록에서는 남창들의 요망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옷의 화려함과 향기까지 다소 긍정적인

묘사도 가능했으며, 그들을 ‘아름다운 꽃’이라는 비유로까지 부르고 있다. 세계 역사 중에서도

드물게 보이는 일본의 이 시기에 활발히 일어난 상업적인 남색풍조, 공창 제도를 낯설게 본

조선의 관인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소란적인 무질서의 위협 요소인 재물의 허비, 질투심, 살인

등을 ‘해괴’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은 또한 다른 철학적 차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쓰시마의 서기로 대조선 외교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도 신유한이 물은 바, 

“우삼동이 저술한 문고(文藁) 가운데 귀인들의 화려한 생활을 묘사한 글에 이르기를, “왼쪽에는 붉은 치마요, 오른쪽에는

어여쁜 총각이다.” 라고 한 문구가 있었다. 내가 그 문구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른바 어여쁜 총각이란, 소위 남창(男娼)

을 말합니까?”하니, 그렇다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귀국의 풍속이 괴이하다 하겠습니다. 남녀의 정욕은 본래 천지 음양

의 이치에서 나온 것이니, 천하가 동일한 바이나 오히려 음(淫)하고 혹(惑)하는 것을 경계하는데, 어찌 양(陽)만 있고 음(陰)

은 없이 서로 느끼고 좋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였다. 우삼동이 웃으며,“학사(學士)는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모양

입니다.” 하였다. 우삼동과 같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보면 그 나라 풍속의 미혹(迷惑)함을 알 수

있겠다.”148

조선 사대부의 관념주의를 대표하는 예이긴 하나, 도교(道敎)에 뿌리를 둔 음양의 논리는 정(精)에

대한 생물학적이면서 형이상학적 가치화와 관련된다. 여성과 남성 각각의 음과 양의 가장 순수한

형태인 정 은 성적 클라이막스의 순간에 몸에서 방출되는 것으로 믿어졌다. 정액(精液)은 가장 순

수한 양(陽) 상태의 정이고, 질 분비물은 가장 순수한 陰 상태의 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한 몸

에 양자의 균형을 성교를 통해 이성(異性)의 정을 흡수함으로써 남녀가 얻을 수 있다고 간주되었

다. 남성 독자(讀者)가 여성의 클라미막스를 획득하여 음정(陰精) 흡수의 기회를 최대화하는 데 도

                                        
147 후마 스스무, <<연행사와 통신사>> 하정식 외 번역, 신서원, 222-3 쪽.

148 雨森東所作文藳中, 有叙貴家繁華之物, 曰 ‘左蒨裙而右孌丱’. 余指之曰, ‘此云孌丱’. 乃所謂男娼乎’. 曰然. 余曰, ‘貴國之俗

可謂恠矣. 男女之欲 本出於天地生生之理. 四海所同 而猶以淫惑爲戒. 世間豈有獨陽無陰而可以相感相悅者乎’. 東笑曰 ‘學士亦

未知其樂耳’. 如東之輩所言尙然. 國俗之迷惑. 可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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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도록 많은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는데 이는 유교인 사상에도 전승받아들여졌다.  149

그럼으로 성적 에너지 교환의 음양 사상 체계에서는 남성-남성 관계 및 여성-여성 관계는 음양

균형의 관점에서 무의미하거나 비경제적이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으며 정통이 전부

였던 조선의 유교인들에게는 소화거리가 될 수 있는 정도이다. 150 . 151.

한편 18세기 실학파가 새롭게 형성한 담론들은 소중화론이 기대고 있는 초월적 전범성, 조선의

편협성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중국과 구별되는 조선의 이질적인 것들에 대해 관심

을 기울여, 조선의 자주성으로서의 ‘소수성’을 긍정했다. 여기에 일본과 다른 문화 공간인 중국에

서의 실학자인 박지원의 남색관을 고려해 보면,

“점방에 들어가 잠시 쉬려니 난간 밖으로 수십 명이나 되는 예쁜 어린애들이 패를 지어 노래를 부르면서 간다. 비단 저고

리 수놓은 바지에 옥 같은 올굴로 더러는 박자판을 치기도 하고 더러는 생황도 불고 더러는 비판도 타면서 손을 잡고 느

릿느릿 노래를 부르는데 차림이 다들 말쑥하다. 이 아이들은 황성에서 빌어먹는 거지 아이들로, 거리를 나돌면서 먼 지방

에서 온 행상들에게 웃음을 팔아 하룻밤 같이 자면 때로는 은 수백 냥씩 받기도 한다고 한다.”152

                                        

149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 관련 문헌은 1970 년대에 중국 후난성 창사 (長沙) 마왕퇴 (馬王堆) 무덤에서 발견된 초기

도교 문서와 한시대 의학 (醫學)문서이다. 이것들은 일찍이 전국시대부터 유래하는 동아시아의 성 사상을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체계에 대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서면 증거이다. 성적 기법과 관련된 14 개의 제목 중 7 개는 저자들의 건강

중심적 관심과 여성과의 연애 기법(方)을 보여준다: 養生方, 雜療方, 胎産書, 十問, 合陰陽, 雜禁方, 天下至道談 (Li Ling

and Keith McMahon, “The Contents and Terminology of the Magwandui Texts in the Arts of the Bedchamber”. Early

China. vol. 17,. P.14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45-185 쪽). 裘錫圭편,<<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제 2 책,

제 7 책 (圖), 中華書局, 2014.

150 <<笑府>>에 있는 중국 소화를 한국인 편집자가 과담한 남색적 주제에 대한 언급을 제거한 경우도 있으나 (장미경,

<중한 소화고찰 -수용과 변이 양상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27 권, 2003. 218 쪽), <<고금소총 >>에는 한국

토착적인 남색 관련 가벼운 소화가 실려 있었다. (<<古今笑叢>>, 민속학연구소 한국민속자료 간행회, 민속원, 1996. 495-

7 면. Richard Rutt 는 동성애적 모티프가 소화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Rutt, The Flower Boys of ,57-8 쪽.     

151 일본 학자 후마스스무 (夫馬進)의 홍대용 연구에서, 다음 문장 “僕與洪湛軒初不相識. 聞與足下及鐵橋嚴公 (嚴誠) 篠飮

陸公 (陸飛) 結天涯知己而歸, 遂先往納交, 盡得其筆談唱酬詩文讀之, 摩挐(不去 寢息其下者累日. 嗟乎, 僕情人也. 闍眼則見足

下之眉宇 , 夢寐則遊足下之里閈 , 至作擬書欲自達而止 , 可覽而知也 ” (“저는 홍대용 선생과는 원래 교제가 없었습니다.

당신이나 엄성 선생, 육비 선생과 天涯知己의 약속을 맺고 돌아왔다는 것을 듣고는 제 쪽에서 홍대용 선생이 계신 곳에

가서 교제를 맺고 필담과 수창한 시문을 전부 받아서 읽었습니다. 이것들을 아껴 두지 않고 매일 매일 이것과 함께

잠들고 일어나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아아, 저는 당신의 ‘정인’입니다. 제 눈 속에 있는 것은 모두 당신의 옥안, 꿈에 보는

것은 당신께서 고향에서 노니는 모습, 지금까지도 당신께 편지를 써서 제 자신을 알려 드리자 생각만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 이 편지는 보내게 되면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에서 ‘僕情人也’를 ‘저는 당신의 ‘정인’입니다’로 번역한 것에 대해

그 구절을 ‘정이 많은 사람’으로 읽는 한국인의 거부감은 두 문화의 차이점을 흥미롭게 보여줄까 한다. 夫馬進, <1765 년

홍대용의 연행과 1764 년 조선 통신사-두 사람이 체험한 중국, 일본의 ‘정’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동양사연구회, 제 67 권. 535 쪽 각주 23.

152 小憩店中 欄外有數十美童, 結隊行歌. 錦袍繡袴, 玉貌雪膚. 或皷檀板 或吹笙簧, 或彈琵琶. 聯袂緩唱, 姸好都冶. 此等皆皇

城丐兒. 遊市肆中, 求媚遠地客商, 一宵接枕, 或給數百兩銀子云 <<열하일기>> (上) 보리출판, 388 쪽. 원문은 63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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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 경우에도 외국에 나가면 조선에서는 쉽게 쓰지 못했던 사회의 면면을 쓰기 쉬웠음을 알

수 있다. <<열하일기>>에서 인용한 위의 묘사는 관념적인 판단없이 사실 그대로를 바라볼 가능

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열하일기>> 워문 자체에서 ‘미소년’이라는 표현이 빈번히 드러나는데, 

보리 출판의 현대역에서는 ‘美’를 배제하고 ‘아름다움’과도 다른 말로 대체함은 눈에 띈다.) 19세기

중반 북경의 극장을 관람하는데 사절단의 김경선과 서경순은 여성의 역을 맡고 남색의 대상이기

도 한 미소년 배우들을 윤리적 힐난도 없이 그 풍습을 그대로 묘사했다.153

신유한의 관념주의적 경향과 박지원의 실학적, 실증적인 태도가 조금씩 달라도 이들은 남색 현

상에 대한 조선인의 태도에서 역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악의를 포함하지 않는 공통점

을 공유한다. 고대 지중해 문화의 후예인 남 유럽인들이 2000년 전 밖으로부터 수용, 귀화한 기

독교적 성 도덕관이 표방한 철저한 혐오감보다도 덜 심각함은 물론이다. 프랑시스 제비에르

(Xavier)가 1549년에 한 말, 즉 “일본의 불교 승려는 ‘자연을 위반하는 죄’에 유혹당하고 이를 부정하지도 않으며

공공연하게 그를 인정한다. 나아가 이 죄악의 공공연성의 정도는 남녀노소 모든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니, 이를 보

는 것에 익숙해져서 우울도 공포도 느끼지 않는다” 은 고대 지중해와 이질적인 태도인 만큼이나 동양인의

전래 성윤리관과 이질적이라 하겠다. 154 그리고 신유한의 경우, 대일 사절단의 일원으로서 임진

왜란 이래, 일본의 경제적 우월성이라고 여기던 것에 대해, 조선과 비해 일본의 문화적 열등성의

하나의 증거로서 일본의 매춘 문화를 가리킨 바라고 볼 수 있다. (Hur, Nam- lin, 65-66 쪽 참조).

일별 도덕적 도그마의 엄격한 구조 아래에서 조화의 경향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특히 패러디와 유머로 상류 계급의 도덕적 도그마와 금지를 어떻게 연화하고 상대

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성적인 치정관계의 경우 <사방지> 이야기를 통

해 지배계급을 포함한 사회적 태도의 이면 (裏面)을 보다 사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록 참조)

한편,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불황이 지속되자 매춘은 생존의 수단이 되었고, 남성간의 관계에

대한 금지가 없는 화랑 문화의 상황에서, 소년 매춘은 순결을 중시하는 여성들의 대안으로

성장하는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유랑 예술단 남사당패를 통해 화랑 전통의 잔존 형태가

대중에게 노출되면서 화랑 전통은 기껏해야 거친 흥정 공연, 최악의 경우에는 농담과 같은

                                        

153 이창숙, <연행록에 실린 중국희곡 관련 기사의 내용과 가치>,<<연행록 연구총서 3>>학고방, 2006. 511-13 쪽.  

154 Leupp, Gary, 앞의 책의 11면에서 재인용. 기독교 신학이 소도마이트에 대한 박해를 신약전서에서 그

합리화를 찾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를 마음의 정욕 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

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 이를 인하여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려 버려 두

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로운 일을 행

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로마서 1:24-27) 이는 동성애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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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엷은 세련미 (멋)의 피상적인 것이 되었다. 155 화랑이 점점 더 샤머니즘과 같은 새로운

문화 영역으로 확산되고 희석됨에 따라, 화랑의 전통이 당시 많은 조선인들의 눈에는 부도덕,

무질서와 속임수의 하위 문화로 혼합되었을 것이다.

<<왕조 실록>>이 데미몬드에 대해: “社長之軍取惑衆” “敗俗悖倫集團” 또는 “惑世誣民”“(심우성,

26, 기사)이라고 폄하할 때, 확실히 사당 (여성 매춘부)와 여성과 간통한다고 보는 샤면의 ‘화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에 기반을 둔 남색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역사 기록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남색에 대한 언급이 단 한번도 없다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설명 틀이 그 화랑

전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한 화랑’, 즉 ‘멋’ 전통의 남색 화랑 풍류의 후예인 요소와 ‘악한 화랑’, 156 즉 전통적

멋의 흔적이 거의 없는 사이비 풍류인 샤머니즘 화랑을 구분할 수 있다. 결국 '화랑'이라는 이름

(호칭)은 남색에 대한 공적 관용과 침묵으로 인해 불교적 남색 풍류 형식보다는 샤머니즘에서

타락한 형식과 더 관련이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자들이 여자와 간통하기 위하여

여자 옷을 입는다는 개념은 풍류 전통의 일종의 연장(변이)이지만 기껏해야 사이비 풍류이며

진정한 ‘멋’의미는 아니다. 여성과의 불법 성관계만이 의심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수세기 후인 19 세기에도 이러한 ‘그림자의 세계’ 집단들은 여전히 유교인들이 그들의 분노와

경건함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지만, 데미몬드의 범죄를 일일이 열거하는 가운데, 남색 화랑 문화는

여전히 언급되지 않았다. <<牧民心書>>에서 정약용은 漕倉 (쌀세 납부를 위해)를 열 때, ‘雜類’를

금지하는 고시(告示)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약용은 잡류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즉 1) 優婆 (방언에는 사당이라 한다)요, 2) 娼妓: (늙은 退妓도 금할 것)요, 3) 酒婆: (소주나 약주를 앉아서 파는

자)요, 4) 花郞 (즉, 무당의 지아비인데 방언에는 광대라 한다)이요, 5) 樂工: (거문고 타고 피리 붙고 노래하는

                                        

155 全羅道觀察使權弘狀啓曰: 觀本道弊風, 男子之稱爲居士, 女人之稱爲回寺者,【女人之游寓山寺者,

方言謂之〔回〕寺。】率皆不事農業, 縱淫橫行, 傷風敗俗, 法所當禁。其中尤甚者, 莫過兩中。【俗云花郞、男巫之稱。】

凡民人之家, 祀神之時, 雖女巫多在, 必使兩中主席, 主家及參會人等, 虔恭迎慰。終夕達朝, 歌舞娛神, 男女相雜, 情慾之談,

淫媟之狀, 無所不爲, 令人竦聽抃噱, 以爲快樂。間有弱冠無髯者, 則變着女服, 塗粉施粧, 出入人家, 昏夜與女巫, 雜坐堂室,

乘間伺隙, 奸人妻女, 形迹隱秘, 難於摘發。恐士族人家, 亦復如是, 則不祥莫甚。 成化十八年, 刑曹受敎曰: “花郞、遊女等,

令所在官紏摘, 依《大明律》《犯奸條》, 竝加本罪一等, 良家女、僧人, 則屬殘邑奴婢。” 此受敎至今擧行, 良家子女、僧人,

則依律加等, 決罪後, 屬奴婢, 其罰准杖一百流三千里, 公私賤則只杖一百論決, 罪同罰異, 而惡無所懲。雖公私賤,

竝以准杖一百流三千里論斷。其變服女粧, 出入人家者, 勿分良賤, 竝除贖全家入送絶島, 良人則爲奴。至於士族家,

如有變服出入者, 雖奸其妻女, 事狀未易摘發, 原其設心, 邪淫莫測, 以徒流常律, 不足以懲惡。加等論刑, 以絶醜類, 以袪汚風。

<<조선왕조연대기>>, 1513,10,03(실록.중종 8 年, 癸酉年, 明정덕<正德>8 年)

156 “花郞 我語男巫亦稱花郞, 李朝實錄云, 成宗二年, 大司憲韓致享上疏曰, 有男人號稱花郞者, 售其狂詐之術, 漁取人財貨,

略與女巫同.” (이능화, <<朝鮮巫俗考 外>> 敏速완, 1998. 2 쪽. <<朝鮮巫俗考>>는 <<계명>> 19 호 (계명구락부, 1927)에

수록된 글임. 연구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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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다)이요, 6) 뇌자 (儡子): (방언에 초라)  7) 마조 (馬弔) (곧 투전, 麻雀을 하는 자) 8) 도사 (屠肆):

소 잡고 돼지 잡는 일).157

여사당 (여성 매춘부)들과, 여성과 불법 성관계 (간통)를 추구하는 남성들은 가장 큰 골칫거리로

여겨졌고, 불교와 샤머니즘 문화 예술 공연의 색깔을 띤 것이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이들이

고구려인들과 같다고 말할 것이다. (고려인과 조선인들에게 유랑 집단으로 연예인과 매춘부 등이

되는 법을 소개한 것은 고구려인이었다. 그들은 대중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정부/세무

공무원 및 쌀 운송업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을 매춘, 무속, 이단 종교, 천한 오락과 관련된 나쁜

습관과 부패로 타락시키고 속이는,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었다.158

이러한 잡류 중에서 무속풍의 화랑 유형이 발견되는데, 법적으로 용인된 불교 풍의 남색 화랑에

대한 언급은 없다. 화랑 문화의 이중 분할은 식민지 시기 일본인이 편찬한 한국문화사전에

등장하는 화랑의 두 가지 정의로 확인할 수 있다. ‘화랑’은 신라 전통에 뿌리를 둔 체계로

정의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정의를 포함한다. “藝人 또는 巫女 같이 衣裝를 입어

行爲의 惡한 者에 比喩해 말한다.”159  '화랑'이라는 단어의 경멸적인 두 번째 대중적 사용은 조선

시기 발전되었다. 전자와 후자는 동시에 조선 사회 질서의 밑바닥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600 년의 화랑 문화를 진정으로 계승한 것은 아니었다. 무당처럼 여성 옷을 입은

남성들이 저지른 “나쁜 일”은 불법적인 것으로 이른바 여성을 “타락시키는” 남성들의 일이었다.

범죄자로 보는 이런 잡류 요소와 달리, 후자는 풍류 전통에서 그 자리가 항상 남색이 한국

문화에서 불법이 되는 것을 막았다. 이것은 뚜렷한 하위 전통 갈래를 나타낸다. 1) 한자고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 하나 (여기서 그렇게 이론화됨), 즉 질서로부터의 자유를 표현하지만, 유교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 ‘멋’을 계승하는 유형, 다른 하나는 2) 여장을 하고 춤을 추는 등 화랑

풍류 특징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풍류의 패러디이며, 유교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유형은 그 것이다. ‘멋’이 거의 결여된 풍류의 타락 '유형'이었다. 조선 풍류계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 공통의 흐름이지만 진짜 풍류가 아닌 것과 비교하면 ‘멋’의 표현으로서 풍류, ‘화랑의

                                        

157 丁若鏞, <<牧民心書>>참조.

158 심각한 처벌이 위협 받았습니다:  “방문에 이르기를 <<八般雜流>>(=본문에서 열거한 우파에서 도사까지이다) 들을

하룻밤 재운 자는 매 30 대를 치고 쌀 3 두를 벌로 거두어 流亡한 자의 세미에 충당(보충)하고 밥 한끼 먹인자는 매

10 대를 치고 쌀 1 말을 벌로 받는다. 관속백가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자는 매 50 대를 치고 쌀 1 석을

벌로 거둔다. 뱃사람이 명령을 어기고 이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자는 매 30 대를 치고 都沙工 (*뱃사공의 우두머리)에게

매 20 대를 친다. 그 八般雜人도…”

159 <<승정일기>> (영조 50 년/1774 년)에는 “巫女之父, 必皆花郞也라고 기록된다. 이는 여기서 이른바 ‘악한’ 화랑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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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후예’의 정체를 알 수가 있다.

위의 내용과 사방지 사건 (부록 참조)을 아울러 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 있다

1. 조선 시기 도덕 체계의 기준에서 <사방지>이야기에 보이는 ‘여장남’ 현상은 ‘멋’, ‘풍류’라고

보기 힘들다. 같은 원리로 무속계 화랑의 간통과 관련된 여장과 기타 범죄적 활동도 실제

풍류/멋은 아니었다.

2. 사회의 관점에서, 전례/전통 없이는 ‘여장남’은 인정(人情. 認定)의 대상이 되기 힘들다. 이를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조선 시기에 불교 중심의 멋/풍류 화랑 전통(남사당패의 삐리, 수동무)이

비방 되지 않았고, 무속 계 화랑과 사방지가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고 법적으로 취급된 것은

후자는 여성의 정조를 위협하는 점과 아울러, 문화적, 법적 선례로서 화랑 전통도 이를 조건화

하였다.

조선 정부가 사방지와 무속 계 화랑에 대한 대응의 유사성은 잘 정돈된 사회의 핵심 관심사인

생식의 영역을 혼돈 혹은 위협, 파괴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사방지의 여장 행위는 무속 계

화랑의 그것과 함께 조선 시기에 멋, 풍류 창조 문화와 구별되는 여장 (女裝) 현상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방지나 ‘악한 화랑’의 여장은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불법이라고 여기며, 사회적 가치나 사회에 이로움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멋’의 표현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화랑 멋/풍류와는 다르다. 화랑을 기반으로 한 멋/풍류의

역사적/도덕적 패러다임과 달리, 조선 시기 도덕 수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의

타락성과 그에 근거한 스타일의 ''연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풍류/멋의 전통 맥락이 없이는

여장과 성의 자유분방함은 단순히 용인되고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해결해야 할 도덕적,

법적, 과학적 문제160 등으로 간주되게 된다. 선한 화랑과 악한 화랑의 구별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 때문이다. 멋/풍류의 전통 없이는 순수하게 과학적인 생물학적 현상, 스캔들 또는 사회

전체와 관련해 아예 정의할 수 없는 현상으로, 사회 밖으로 추방되야 할 것일 뿐이다.

한편으로는 사방지 및 ‘악한 화랑’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 지목과 처벌과, 다른

한편으로는 선한 화랑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침묵과 관용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사회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한 이것을 무시하고, 그러한 남색 풍류는 사방지만큼 ‘奇’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기소 대 침묵 및 관용이라는 대상으로 만 구별되는 두 집단간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유일한 설명은 신라 시대의 화랑 전통이 한국인의 마음

속에 남색에 대한 일반적인 관용이라는 조건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화랑 문화는 신라 말기까지

지속된 것이 아니라 고려와 조선 시기에 그 적응 과정과 확산으로 점점 더 에로화, 성화

(性化)되었다. 그래서 사방지 이야기가 진지한 정권 맥락에서 유머러스한 대중적 맥락으로

                                        

160 서구적 맥락에서도 전통적 행동과 비-전통적 행동 사이의 기본적인 구분이 이와 동일하지만, 사방지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전통의 쿠셔닝 (완충물)이 없는 '과학적-생물학적' 호기심은 전적으로 동아시아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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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야기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발전함에 따라 변화를 가져온 것과

유사한 궤적이 화랑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그 기능은 엘리트에서 대중적 맥락으로 이동하였고,

전쟁 및 종교적 기능에서 에로스/성 기능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재능 있는 미청소년의 발견과

보살핌 (많은 경우) 및 양육, 사회적 등반의 문화로서 그 본질 (정수)을 그대로 보존했다.

한국의 남색 전통은 사방지, 무속 화랑과 같이 질서의 혼동의 원인으로 인식된 것보다는

박광수가 인용한 일씹, 이뼉, 삼용 원리 (‘3 단계의 성 질서’)로 조직되었을 것만 같다. 이것은

유교 관리들이 ‘잡류’나 ‘골칫거리’를 열거 및 폄하할 때 남색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 거슬러 올라 갔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 태도는

근대까지 남색에 대한 본래의 화랑 전통의 잔존을 조건으로 한 한국인의 태도라고 단언할 수

있다. 신라 시대의 화랑 전통 덕분에 남색이 문제적인 것 또는 기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통찰은 풍류 전통이 사라진 이후에도 남색에 대한 한국인의 전근대적과 관대적인 태도가

지속했음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신문에 보도된 모든 여장 사건들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인 것은 아니며, “실질적

여장 미남 실업애들의 虛榮도 아니요 80 老父를 봉양키 위하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30 년대에

보도되었다. 73 세를 돌보는 봉사원이 된 '미소년'은 효도의 예로 간주된 바,  

미남 써븨스 껄로-<丹城> 경남산청군산청면범학리 길가의 어떤 술집에는 금년봄부터 녀장을 한 미남술장사가

줄헌하엿다고하야 가는 곳마다 화제가 되여있다. 이제 전기 녀장미남은 동리 朴在英(73)의 이남 慶美介 (20)로 어려서부터

녀복을 입고 자라난만큼 동리사람들끼리라도 녀자로 알고 잇고 지금까지도 머리는 물론 얼굴, 음성, 체격, 행동등이

녀자와 흡사하야 누구든지 미인이라고 아니볼 수 없으며 지금으로부터 사년전에 동리 모여관에 녀급으로 있을 때에는

모청년이 열렬한 사람을 속삭이다가 맛참내 남자라는 것이 알게 되며, 실연을 당한일까지 잇다한다. 그리고 그가 녀장한

원인은 원래가세가빈 한하고 어려서 어머니를 여이고 칠십로부를 보양할 수 없어 그가티 생활수단으로 녀장을 한

것이라는데 장차 돈푼이나 모으면 머리를 깎고 장가를 들 것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35.6.13)

이 상황에 대한 공적인 반응은 무당 화랑보다 불교 화랑 정신에 훨씬 더 가깝다고 단언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총각이 여장하고 귀신이 집혔다고 내 O 에 출입”, 무속식 화랑과 더 일치하는

또 다른 식민지 시대 신문 보도와 비교해 보면,

天安에 생긴 駭怪事 천안읍내에는 이십세가량의 총각으로 녀자복색/식을 차리고 시내들횡행하며 량가부녀들을 꾀여서

굿을 하며 점치기와 관상사 주등을 보고불소한 재물을 편취할 뿐 아니라 마?윽까지 부녀까지 롱락하야 풍긔상 매우

소연한 말 거러가되어있다는데 그내용을 탐문해보면 읍내리 오모 (吳某) (20)란 총각은 오래전부터 귀신이 집혔음으로

경성숭신조합의 지부를 내였다하고 돌아다니며 여러가지 미신의 행동으로 량가부녀를 속이는데 수월전에 신당을

수선한다고 기금을 수집한 것이 사오백원에 달하였고 시내의 김모는 100 원의 거액을 내였고 보호와 관리의 집안에서도

아니낸사람이 별로 없다하며 그 총각은 처녀와 같이 꿈이고내영?술?입운하더니 요사이에 이르럿는 공공연하게

백주에시가지에 출몰함으로 거리마다 이약이거리가 되엇다더라 (련안) (동아일보 27.12.7)

1927 년 천안 읍에서 일어난 일은 앞에서 언급된 '퇴행하는 패거리'에 대한 19 세기 정약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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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반영하는 여장과 무당 문화 사이의 파렴치한 혼합이 엿보인다. 식민지 시기 내내

여장남에 대한 신문 보도의 대부분은 범죄 의혹이나 범죄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근대와 근대 한국의 여장남에 대한 사건의 거의 유일한 출처인 신문 범죄 보도에도 전통적인

사고에 대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여장남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의 기능이 이해될 수 있는 ‘맥락’에

따라 다르며, 전통적인 사고에 따라 ‘안전’하다고 (사회가) 판단하면, (사회는) 그 기능을 무시한다

(사회는 그 기능을 따지지 않는다/문제시하지 않는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 ‘바꿔 입기’, ‘여장남’과

관련한 문제는 ‘연기’라는 특수 맥락에서 허락/묵인된다는 점에서 외국의 경우와 별 반 다르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긍정적으로 허용되는 여장 행위는 주로 화랑 문화와 관련된 연기 (‘삐리’의

여장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161 유교 통치 이데올로기 하에 ‘바꿔 입기’자체의 사회 문화적

의미와 기능을 완벽하게 포착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기록에서 여장에 대한 사회의 복합적인

인식, 즉 범죄와 관련되는 사기의 일종으로 ‘인가되지 않은 여장’과 ‘풍류’로서의 ‘인가된 여장’을

추론/가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기’로서의 여장, 특히 불법 성관계 실행, 여성과의 불법 접근을 위해 남성이

여성의 옷과 장식을 입고 속이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방지와 같은 남성들을 예로 들 수 있다.

1398 년 ’복대’라는 남자가 여장 (女裝)으로 “박수 노릇하며 백성들을 속인” 관계로 복주 했다고

보고되었다.162 이는 데미몽 잡류들의 ‘성가신’ 사례로 분류되었을 것인데, 이는 이로부터 수세기

후 1709 년 황순중이라는 남자가 여자처럼 옷을 입고 서문 (西門)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집을 강탈한 혐의를 받았다는 보도와 유사하고 또한 위의 1927 년 ‘천안읍

사건’과도 유사하다. 문제의 황순중은 곧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무당이 악령에 이끌려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의심된 것은 천안의 총각을 혐의한 상황과 거의 동일하다. 황순중의 경우,

당국은 혐의만으로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조선 시대에 무당의 도덕적으로 부패함과

범죄라는 고정 관념에 따라 ‘여장남=범죄자’라는 등식이 있었다. ‘선한 화랑’과 구별되는 악한

무속 영역에서는 여장하는 행위가 범죄자를 시사하는 하나의 ‘경고 신호’였음을 알 수 있다.163     

                                        

161 중국의 경우는 연극 (Van Gulik, R.H., Sexual Life in Ancient China, 158-160 쪽. Feng, Mengling, Cross-Dressing in

Chinese Opera.)

162 태조 13 권, 7 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 년) 4 월 14 일(경인) 1 번째기사. “요인(妖人) -복대(卜大)가 복주(伏誅)를

당하였다. 복대(卜大)는 문주(文州) 사람인데, 여복(女服)을 입고 박수 노릇을 하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혹란(惑亂)시켰다.”

163 又以捕盜廳意啓曰, 近來倫竊之患, 愈往愈甚別定軍官 常常譏察, 隨現推治矣. 西小門內近處, 有一少年, 變着女服,

出入之際, 或蒙頭或跨馬, 而其所行止, 極涉可疑云. 卽發軍官. 窺伺促來, 則男子黃順中爲名者, 而其上下服餙一依女樣,

此必是幻形夜行, 售其穿窬之計也. 其爲情跡, 殊甚兇獰 施枝嚴問, 則招內, 始自上年春, 爲神所使, 換着女服之後,

稱之以靈巫,驚動以禍福, 人多競附之故, 果有誣俗,取物之擧云至於行盜賊之事, 渠旣自明且無執贓之物, 則有非本廳所可按治,

而其以男爲女, 誣人妖惡之罪, 不可不重究, 令攸司照法處置,何如? 傳曰, 允 <<承政院日記>> 肅宗 35 년 날짜 17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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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예술”로서의 여장이다. 이는 불교 문화적 색채가 짙은 남사당패가 그 중심이었다.

남사당패의 조직에서는 ‘삐리’는 가난한 집 출신이며, 한 가지 씩 연희를 익혀, 많은 경우 여장한

모습으로 춤을 추는 공연을 하는 미소년으로, 이는 사족 여성을 요망하는 범죄적 여장남과

거리가 먼, 한국의 전통 立身揚名 체제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장의 기능은 가난한

아이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훈련시키기 위해 구성된 어느 정도 사회에 이바지하는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보살핌과 훈련이라는 개념 속에서 여장을 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계로 여겼으며, 낮은 지위의 표시이자 연예인으로서의 ‘일

생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연희를 잘 익히면 ‘가열’이 되지만, ‘가열’이 될 때까지 여장을

했거나 남사당패의 구성원은 ‘숫동무’(남)와 ‘암동무’(여)라는 이름으로 구별되어 전자는 ‘가열’

이상의 위치, 후자는 ‘삐리’들이 맡았다는164 등, 이러한 비교적 발달된 남성 사회 중심의 위계적

구조가 결여된 무당의 ‘굿’ 연희 문화와 구별된다. 아마도 이러한 초라한 예술 단체는 소위 남색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시기 내내 관리들이 작성한 범죄 요소 목록에 지목되지 않았거나,

범죄와 관련하여 <<실록>>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단체의 여장은 무당들의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선한 화랑'의 여장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선 사회는 이 단체의 성격을 위에서 언급한

1927 년 기사의 20 세 여장남 사례보다 1935 년 기사의 20 세 여장남 사례에 더 가깝다고 여겼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여장을 하는 것이 유교인들에게 문제가 되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무당의 여장 사용법과 불교의 여장 사용법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둘 다 조선 사회의 밑바닥에서 활동을 했지만, 무당과 관련되는 '인가되지 않은 여장'과, 멋 문화,

풍류 문화로서의 '인가된 여장'의 이원론은 범죄 수행과 관련된 무당들의 여장 행위 (특히 사족

(士族) 집에 들어가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금전 편취,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 165 )과, 전통

민속 공연 예술의 산출자,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남사당패의 여장 행위 사이의 신유교

사회의 태도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무당은 곧 ‘화랑’이라고 불릴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조선 시대에 ‘화랑’이라는 이름에 부정적 의미가 부연된 것에 비해, 신라 화랑의 본래

정신과 전통에 가장 가까운 남사당패는 ‘화랑’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단체는 생존을 위해 더 밀접한 관계로 만든 국가 정책으로 인해 조선 문화 내에서

불교, 무당, 고구려 후손 (백정) 및 기타 문화적 종류 사이의 교차수정은 이전에는 훨씬 더

명확했던 차이를 영구적으로 흐릿하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했다. 근대성이 도래할 때도 여전히

존재했던 이 교차수정은 ‘화랑’, ‘선화’ 같은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교식 남색 전통의

                                                                                                                              

(음 승정원일기 24책 (탈초본 447 책) 숙종 35 년 4월 1일 임인 8/13 기사 1709 년

164 <<서울 六百年>>, 民俗篇, 1990. 1312-15 쪽.

165 유교적 독단적인 관점에서 본 무속 범죄 패턴과 그들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 성종실록>> 10 권, 성종 2 년 6 월

8 일 (1471)참조. 무속 문화의 위험성을 묘사하는 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妖妄”였고, 여장은 하위 계층에

의해 특히 사족의 집 여자들을 요망시키는 과정의 일부 전략으로 작동된 것 같다. 즉, “有男人號稱花郞者, 售其誣詐之術,

漁取人財貨, 略與女巫同, 而爲術益幻, 其他悖理而背道, 愚弄士女, 使人邪惑, 敗毁禮俗者, 又不可以一二數也” 여기에서도

도덕성에 대한 유교적 관심의 초점은 여성의 도덕적 부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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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과 반면에 ‘화랑’ (=박수)이라는 남자들에 의해 저지른 무당 범죄 성문화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든 셈이다. 그러나 신라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한국의 남색 전통을 추적하면

이러한 구분이 유의하다고 보이지만, 지나친 단순화로 이어질 수 있다. 남색 관련 활동은 무당

서클에서도 흔하게 일어났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166 사람들을 속이고 여성에 접근하여

타락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여장 춤 외에 범죄와 관련 없이 여장 춤도 했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런 공연은 풍류와 멋 전통에 가까워지겠지만, 무속식 화랑 문화는 불교 문화 중심적

남사당패처럼 발달된 구조 (단체성)와 남성 중심의 사회적 성격이 없었기 때문에, 즉 무당 남색

문화가 사회 문화적 세력으로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라 화랑 문화의

계승자들은 남사당패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조선인들이 그렇게 관대했던 불교 화랑 문화는 무엇이었는가?

3.2 남사당패의 멋

개혁:  떠돌이 생활

신라의 화랑 제도가 군사 전통과 개혁/신문화의 결합으로 국가 존립에 대한 긴급한 국가적

대응이었다면 남사당패의 창조적 조직도 비슷하게 17 세기 전후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남사당패 구조는 조선 사회 최하위층에서 그 구성원들이 동원되고

활성화되었지만, 사실상 신라 최고위층 조직의 거울과도 같다.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진 사찰에서 불교도가 출현한 후, 불교계, 무교계 등 새롭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금기된 다양한 집단이 함께 모여 각각의 종교적 정체성의 기본적 특징을 유지하면서

공동 생존을 위해 같은 유랑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사당패 (寺黨牌)와 같은 특정 성별화된

공동체는 유교적 세계관에는 아무 가치가 될 수 없는 불도덕한 “惑世誣民하는 떠돌이 광대패” 167

로서 이들 집단이 사찰이나 무당 집을 위한 돈을 모으는 일과 매춘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교

당국은 멸시를 받기에 충분했으마, 이 새로운 집단이 유교인들에게 멸시를 받은 또 다른 가능한

이유는, 열악한 생활여건이 불교와 샤머니즘을 서로 더욱 가깝게 할 뿐 아니라, “정치는 이상한

동료를 만든다”는 격언처럼, 불교와 무당의 사회적, 경제적 유배는 그것은 이 두 종교인을 같은

처지로 묶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실용 목적뿐만 아니라 친교와 지원 목적으로도) 그들을 그 후

삼국시기부터 반도에 생계를 유지해온, 일반 서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소외된 자들의 삶의 현실에

더욱 가깝게 했기 때문이다, 즉 소외된 유랑민 집단인 양수척(楊水尺), 백정 (白丁) 수준에 가깝게

만들었다.168 특히 임진왜란 후 1694(숙종 20)년 궁정에서 나례도감 (儺禮都監)을 폐기하게 되자

                                        

166 20 세기에 무당들은 동성애 언더그라운드에서 두드러진 참여자로 <<버디>>잡지, 제 3 호 (1998) (44-48 쪽)에서

언급된다. 또한 황순원의 중편 소설 <<움직이는 성>>에는 무속과 동성애가 주제로 등장한다.

167 심우성, <남사당패>, <<역사와 비평>>, 1993. 23 호, 359 쪽.

168 거리 위에서 생계를 꾸리려는 불교도와 무속인들을 비난했던 정다산은 남 해안으로 유배되어 가난한 환경에 처했을

때 약간의 업보를 겪었을 것이다. 그 때 그를 도운 사람은 불교승이넜다. 생활 환경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필요하게 되면

타 종교에 대한 편견은 누그러질 수 있는 셈이다. 유학자 다산과 혜장 스님이 나눈 편지와 한시는 지식인 사이의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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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才人)들은 궁정에서 나와서 민강 공연 행사를 벌이게 되었고 그 후로, 예를 들어 산봉

(山峰)은 산대 (山臺)와 마찬가지로 공연종목이나 놀이패를 지칭하는 의미를 갖게되면서 169 이

불교, 무교, 백정 유랑민 사이의 문화 교류가 가까워졌을 것이라고 가설할 수 있다.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연예인들 사이에 풍자 문화가 발달하면서 유교, 불교 권위층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또한 유랑단을 통한 공적 매춘의 '해방'이 강화된 것은 조선 후반 한국 문화

생산에서 성적인 주제의 인기가 높아진 것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불교 승려들이 전통적으로 자선/희사를 모으고, 무당이 굿을 하기 위해 집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침략 이후의 상황은 창의성을 긴급하게 요구했음을 의미했다. "거리 위에서의" 삶을

보내는 유랑 예능인 개념 자체는 양수척(楊水尺), ‘재인’과 관련된 일종의 이국적 영향 수용으로

볼 수 있다.170 특히 불교계에서 파생된 최초 유랑하는 (여)사당패 단체들은 북방인 생활양식에서

그 모형을 배운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일반 대중에 대한 남색 전통의 이러한 새로운 깊은 노출은 일종의 유행으로 서민층 사회에서

남색 전통의 전반적인 고조로 이어졌을 만큼, 이 소외돤 요소의 어쩔 수 없는 수용은 조선

후기의 남색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유랑 생활라는 ‘개혁’적인

                                                                                                                              

우정을 잘 보여준다. 혜장은 다산의 학식의 깊이에 감동을 받아 다산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보고 적당한 생활 공간을

찾도록 도와주고 다산에게 차나 일용품도 제공했다. 두 사람의 깊은 우정에 대한 다산의 묘사는 사상적 갈등, 사회적

지위 등은 지식인 동료 사이라면 열렬한 "플라토닉 러브"에 방해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듯 밖에 만나자는 기별이 오니/ 희망 넘쳐 마음이 상쾌하였네./ 옷깃 떨쳐 가파른 언덕 오르자 묏부리들 서롯로

엉켜있구나. /이따금 풀섶 사이 열매도 따고/ 바위 틈의 샘물도 자주 마셨네. /간신히 기갈을 막아가면서/ 높은 산

다행스레 넘어서 갔지./ 흰 베옷 적삼을 나부끼면서 내려와 반갑게맞이하였네./ 손들이 애썼다고 사례하고는 / 풀밭 앉아

정담을 나누었다네./ 산바람 불어와 비가 오는데/ 연기가 나는 듯이 바람 메서워,/ 손잡고 절문으로 들어서려니/ 젖은

물기 자리 위로 배어들었네./ 다행히 촌농막에 손님이 없이/ 내달리는 시내처럼 얘기 나눴지 (…) 주고 받은 말은 모두

그윽도 해라./ 사방에서 쥐죽은 듯 꼼짝도 않고,/ 천분에 감동하여 눈문 흘렸네./ 평생에 이마가 훤한 승려들/ 번번이

깨달은 체하는 엉터리였네. (정민, <다산과 혜장의 교유와 두 개의 <<見月帖>>.>, (저자는 한양대 국문과 소속임). 생활

환경의 스트레스와 불안정은 그들의 감상적인 사랑의 계기가 되면서 다산은 막 수도에서 유교 공동체에 의해 벽지로

추방당한 상황에서 얼마나 반갑고 상쾌한 교유였는지 그의 시에서 알 수가 있다.

169 이일지, <조선시대 산대놀이 복식의 변모과정과 의복 상징에 관한 연구>. <<服飾>>, 제 54 권, 2 호, 2004. 80-81 쪽.

170 조선시대에 이르러 양수척은 주로 예능인으로 활동하는 재인(才人)과 수렵·도살·공예군인 화척 (禾尺)으로, 역할별로

대략 분담되었다. 특히 ‘재인’은 낮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는 예술적 재능으로 조선 사회의

상류층으로부터조차 칭송을 받았다. 불교, 무교에 기반된 사당 단체들이 기존 양수척 문화의 일부 측면을 그들의 유랑

연예인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접목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준구는 전통적인 이해에 따라 ‘양수척’ 등 소외

집단을 북방 유목민의 후손으로 본다 (이준구, <조선시대 백정의 전신 양수척, 재인·화척, 달단> 경산데 소속). 그러나

김중섭은 이 역사를 수정하여 대신 조선 초기부터 백정으로 분류된 주변부 집단이 사실은 주류 사회에서 분리되어 북부

부족과 혼혈된 한민족 계통이라는 자신의 이론을 상정하려 한다. 김중섭은 자신의 이론을 현대 사회 문제와 연결하기

위해 역사 수정을 시도하는데, 본 연구와도 비슷하게 역사 수정의 어려움을 보여 준다.  (김중섭, ‘조선시대 백정’의 기원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 <<東方學志>> 제 164 2013. 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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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전통’과의 만남을 통해 ‘창조’의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 남사당패 조직이 조선 후기에

처음 등장했는지 몰라도171 정서적으로 <<사기>>보다 <<유사>>에 가까운 기존의 (특히) 불교

문화의 요소도 넉넉히 전승받아 새로운 유랑 생활에 통합시켰다.

남사당패의 특이한 집단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특히 떠돌이 예인 집단들 중의 일종의 “畸形的인

극단” 172 이라고 부른 바 있는데, 남사당패 (男寺黨牌, 男社黨牌)는 음악가, 무용수, 곡예사들을

비롯한 그 넓은 범위의 예술공연에 비추어 조선 농민의 예술적 삶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사당패라는 ‘사당 단체’은 단순히 여성 예술 공연가/창녀, 모갑 (우두머리), 그리고 그 아래에

사당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수입으로 먹고사는 남성 (거사)으로 구성된 반면,173 남사당패는 거의

모든 면에서 그 기타 단체인 걸립패 (建立牌, 乞粒牌, 비나리패), (여)사당패, 솟대쟁이패 등 보다는

그 규모가 훨씬 더 넓고 복잡했기 때문에, 야외 행사에 적합한 날씨에 8개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

는, '길 위에서' 비교적 커다란 단체의 구조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규율이 필요했다.

후기 조선의 개혁적인 문화 형태인 남사당패는 지방순회 서커스단처럼 이동해 가면서 연기하는

음악, 춤, 곡예 등을 포괄한 연주곡목을 제공했다. 남사당패의 구조는 고도로 발달되어 견고하게

                                        
171 위의 책, 1312 쪽.

172 <<서울 六百年史>> 제 3 권, 民俗篇, 1990, 742 쪽. 남색단체가 유랑연예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이들의 존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그 기원은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남사당패 조직의 어떠한 특징 중 일부는 기존의 (불교와 무속)

문화에 바탕을 둔 것이 분명하다.

173 나중에 이 패거리의 문화적 섞임을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원래의 구별에 주목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패거리’는,

‘굿’을 해주고 돈 받거나 예술 공연을 해 주는 단체이고, ‘사당’ 패거리는 여성의 춤과 매춘을 제공했고, 소설

<<남사당패>> (1-3)의 작가 혜범은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사당패는 반승반속 또는 비승 (非僧)인 거사로 구성된

여성 무용단을 중심으로 한 유랑단이었다고 설명한다. ‘사당’은 거사와 부부관계를 맺었고, 여러 여자들이 한명의 거사를

따랐다. 거사는 원래 승려로서 승단을 떠나거나 보통의복을 입은 승려였다. 창부, 모갑, 광대라고도 불렀다. 사당을 이끄는

거사는 춤과 노래, 잡담, 재담, 만담, 판소리 공연을 펼쳤을 뿐 아니라 이사갈 곳도 정하고, 가방을 짊어지고, 주로 식사와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수입을 관리했다 (혜범, <<사당패>>, 제 1 권 참조). 걸립패는 샤머니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달래거나 그를 주술로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무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심우성의 제보자에 따르면 어떠한 걸립패는 불교 의식과 무속 액막이를 모두 행하는데 단체의 구조상 남사당패

극단과 거의 닮지 않았다. 화주(化主)를 중심으로 비나리, 보살(여자), 젭이, 산이, 탁발 등 15 명 정도의 단원을 관리했다.

걸립패(특히 굿중패)는 원래 자신이 속한 사원의 이름과 깃발 아래 돈을 받고 집, 우물, 부엌 등에서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 굿 의식을 거행했다. 한때 가면극을 했다고도 하지만, 20 세기에 와서는 중단되었다. 걸립패는 마을 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엑소시즘을 수행했으며 시끌벅적한 음악 반주와 함께 실용적인 무속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20 세기에

걸리패는 일반적으로 고사(김우정의 소설에 설명되어 있음)와 같은 무속 걸립패 활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곡예사와

춤추는 소년이 등장하는 다양한 여행 또는 지역 사회 기반 공연단(농악당)을 지정하게 되었다. 20 세기에 남사당패 문화의

특징으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잔치에서 유흥으로 공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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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었다. 남사당패는 각각 1 명 또는 2 명의 기획자 (곰뱅이쇠)와 나귀쇠 등짐꾼의 도움을 받는

'꼭두쇠'라는 우두머리가 이끌었다.

‘꼭두쇠’는 역할과 책임을 할당했다. 작가 혜범 (<<남사당패>>)는 '꼭두각시'가 각 단원에게 새

이름을 지정했을 수 있으며 단원들은 일반적으로 동료 단원들의 실명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단원들은 또한 단체 내에서만 이해하는 특별한 어휘, 종종 음절의 반전을 포함함을

사용하고 대대로 전달했다.

종신단원을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가 있었고, 선배/은퇴자를 돌봐줬다. 춤을 추는 소년들과

다른 공연자들을 보충할 새로운 단원을 얻기 위해 그들은 가난한 가족의 아이들의 부모로부터

허가를 받거나(가족이 아이들을 잘 먹일 수 없었기 때문에 종종 아이를 맡겼음), 고아와 가출

중에서 모집하거나, 심지어 아이들을 납치했다. (34). 또한 남사당패제도는 남사당패 전체에

획일적이었고, 연령과 재능 수준에 따른 연공서열제도였다.

밑으로 많으면 ‘40-50 명의 연희자 (소위 ‘식구’)를 갖춘 규모 큰 집단으로 유랑 예인 집단, 

‘居所가 없는 독신 남자들만’의 소위 ‘男色社會’ 였다. 174 극단의 연주자들은 6 개의 개별 "역할"로

나뉜다. 또한, 각 공연 유형의 멤버는 각자 선임 멤버가 관리했다. 각 연희 분야의 “뜬쇠”가

있었고-- 꽹과리, 징수, 장고, 북수, 날라리/땡각 (令角), 벅구(小鼓), 동니/동구리 (舞童), 선소리, 

비나리 (대접 돌리기), 요술쟁이, 땅재주, 줄꾼, 탈놀음 등-- 각 분야의 先任者가 있었다. 각 해당

연희에 따라서 기능을 가르치는 ‘가열’과 그 밑으로 초보자인 ‘삐리’ 175 가 있었다. 기악 연주자와

그 기타 곡예사 중에는 ‘버나’ (버나잡이가 앵두남무막대기로 대접, 쳇바퀴, 대야를 돌리며, 매호씨

(버나잡이의 재담 상대역) 재담)와 소리를 주고 받는 곡예), ‘살판’ (살판쇠 (땅재주꾼)가 매호씨와

재담을 주고 받으며 앞곤두, 번개곤두, 자반뒤지기, 팔걸음, 외팔걸음, 앉은뱅이팔걸음, 쑤세미트리, 

앉은뱅이모말되기, 숭어뒴, 살판 등의 땅재주를 함), ‘어름’  (어름산이 (줄꾼)가 장구 치는

                                        
174 위의 책, 1314 쪽.

175 <<석주 삼국사기>> 2, 한국정신문확헌, 2003. 561 쪽. (<악> 신라 음악은 삼죽, 삼현, 박판, 대고, 가무였다… 춤은 두

사람이 추었으니 [그들은] 방각 복두 (‘뿔모양으로 생긴 頭巾)를 쓰고 자주색의 큰 소매가 달린 공란(公服의 하나로서

소매가 크고 아랫 자락이 내리닫이옷을 가리킴)을 입고 붉은 가죽 띠 도금한 띠고리를 단 허리띠를 두르고, 검은 가죽

목신발을 신었다. 같은 책 4, 54 쪽. 그러나 신라 소년춤의 전통은 551 년 (화랑이 제도화되기 15 년 전)에 진흥왕이 창시한

팔관회가 572 년 신라가 사신을 진나라에게 보낸 기간에 진흥왕에 의해 그 의식이 바뀐 다음에 창조한 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72 년 이 해, “겨울 10 월 20 일 에 전쟁에서 죽은 사졸을 위하여 바깥의 절에서 八關筵會를 열어

7 일만에 마쳤다” (2, 84 쪽). 572 년 이후 화랑 소년들이 무용수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고려 팔관시대에 이어진 전통을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식 팔관회는 “그 행사의 직접적 목적은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전몰장병의 넋을 위로 하기 위한

것…이 법회는 진흥왕 12(551) 혜량법사에 의 하여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진흥왕 33(572) 10 월 20 일에 전몰장병을 위

하여 外寺에서 7 일동안 개최…)으로 묘사된다. (4, 695 쪽) 아마도 이 시점에서 화려한 복장을 입은 화랑은 팔관회

의식에서 청중들에게 더 잘 보여지기 위해 나이든 남자의 어깨에 올려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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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호씨와 재담을 교환하면서 줄타는 곡예), 그 외에 덧뵈기, 덜미 (꼭두각시놀음) 등과 아울러

얼른쇠, 상공운님 (상쇠), 징수님, 고장수님, 북수님, (날나리, 땡각을 치는) 회적수님, 벅구님, 

상무동님 (무동), 회덕님 (선소리꾼) 등 이들 모두는 훈련, 단체 질서 유지, 공연 준비, 공급 및

일반 조직의 체계에 관여했다. 남사당패는 이렇게 매우 조직적이고 촘촘하게 짜여진

공동체였는데 훈련에는 군사 수준에 가까운 규율과 조직이 포함되었다. "내부자"와 "외부인" 

사이에 배치된 날카로운 구분에서 단체의 내부 작동(생활)과 관련하여 침묵의 코드가 있었다. 

배신은 엉덩이에 심한 채찍질로 처벌되었다. 시 가혹한 처벌(가출자는 심하게 채찍질)을 포함하는

규칙이 있었고 (심우성, 35 쪽) 모집, 공연 훈련 및 승진 프로그램과 아울러 구성원 간의 결속, 

위계 내에서 복종의 속성이 필수적이었다. 가장 심각한 범죄는 도주, 절도, 외부인에게 단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남사당 집단의 복잡성과 복합성은 그것이 단순히 여성

사당단만을 모방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단은 조선 초기부터 양수척 (재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남사당패는 팔관회와 같은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교

음악과 무용(사찰)과 그 생활양식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더랃도 적어도

여사당을 통해 같은 북방 유목민 문화가 혼재된 조선 후기 창조라고 가설할 수 있다. 

. 전통: 소년 양성

그 조직의 맨 아래 위치를 차지한 것은 ‘삐리”이다. ‘삐리’는 한가지씩의 연희에 익혀 ‘가열’이 되

지만, ‘가열’이 될 때까지 여장 (女裝)을 했다. 이 구별에 따라 남사당패의 구성원은 숫동무 (수컷

동무, 남의 역할)와 암동무 (여의 역할)라는 이름으로 구별되어 전자는 ‘가열’ 이상의 위치, 후자는

‘삐리’들이 맡은 역할이다. ‘삐리’는 아이로서 일정한 보수가 없기 때문에 숙식을 제공받고 다음 날

마을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부터 소수의 요비 (路資)를 받고, 혹은 머슴이나 한량들에게 자기 몫

의 암동모를 허우채 (解衣債)를 받고 빌려주기도 하였다.176 단체에서 삐리 역할에는 이전 시대의

청소년 교육 및 훈련의 모습과 유사한 다양한 측면이 있다. 

남사당패의 무동 공연이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지 여부는 우선

춤의 성격에 달려 있다. <<사기>>에는 두 명의 무용수가 공연하는 화랑 춤을 언급하고 있는데,

177 남사당패의 인기 있는 ‘무동 타기’, 즉 곱게 여장한 “삐리”를 많은 관객에게 더 잘 보이게 만드

는 공연 방법은 신라의 안무 기능과 달라도 예쁜 옷을 입고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춤을 추는

소년 이미지는 명백한 사회적 반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유사점이다 조선시대 무동이 남사당패

                                        
176 앞의 책, 1315.

177 심우성,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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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의 대중적인 인기의 결과로 한국 전역에 퍼진 청소년 성매매나 교제의 흐름의 중심이 되었다

는 설을 발전시키려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남색 전통의 증거를 추적하면서 '미동'의 위상은

욕망과 경쟁의 대상으로서 애정과 충성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서의 화랑의 역할을 반영한다. 사

실 심우성의 증언에 따르면 남사당패 공연에서 춤추는 소년들의 미모는 남사당패의 인기와 경제

적 성공의 척도였으므로 남사당패 극단은 받아드릴 소년을 선택하는 외모와 재능 모두에서 매우

선택적이었다.178

‘매춘’은 고려 시대의 사찰과 무당 내부의 문화에 대한 "劣化"로 볼 수 있는 문화의 "상업화"의

한 형태를 나타내었지만, 소년은 공연 외에 많은 일을 할 수 없었고, 청중의 호감을 얻고 극단의

평판을 높이며 수요를 자극하지 못하면 소년에게 먹이를 주고 옷을 입히는 데 드는 비용이 낭비

되기 때문에 경제적, 미학적인 착취 모두 필요했다. 이것은 또한 어려운 시기에 극단 사업에 활력

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는 극단 꼭두쇠가 아이가 충분히 잘생겼다고 보고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

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동 납치 사례를 설명한다.

신라 화랑과 조선 남사당패 춤추는 소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

첫째, 엘리트 화랑 제도와 거꾸로 되지만, “삐리”는 종종 고아나 가난한 시골 집에서 입양된 아

들이었다. 새로운 구성원을 채용하는 이러한 체계는 단체가 재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인 동시에 단체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제거리’의 흐름을 제공했다. 이 경우 남사당패 집

단이 남색을 규범적 관습으로 보는 조직은 물론 공동체 생활 방식에도 관심이 있는 성인 남성을

끌어들인 것은 당연하며, 이로 인해 ‘남색 사회’로 발전했다. 가난한 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아들을 그러한 집단에 맡길 동기도 되었으나, 집단의 성격이 아동에게 위협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전문 기예자와 곡예사로부터 기술을 배우기 위해 경험산, 교육상 좋은 기회로 여

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단체의 "남색" 특성은 이러한 경우에 가족이 단체에 아들을 맡기는 일은

서민 사회의 남색 측면에 대한 낮은 낙인 인지를 반영할 수 있다.

둘째, 미덕으로서의 화려한 옷 (혹은 바꿔 입기)의 지위라고 할 수 있다. 범죄와 관련 없는 남장

문화인 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남색 문화는 범죄를 저질렀던 샤머니즘의 덜 사회적으로 승인된

무당 화랑 전통과 대조된다는 점은 연두에 둘 만 하다. 다시 조선시대 범죄와 관련된 무당의

여장남의 기록은179 남사당패의 여장남과 대조된다.

                                        

178 심우성, 위의 책.

179 ‘庚寅 妖人卜大伏誅。 卜大, 文州人, 服女服爲覡, 惑亂愚民’ <<조선왕조실록>>, 태조 13 권, 7 년(1398) 혹은

‘又以捕盜廳意啓曰, 近來倫竊之患, 愈往愈甚別定軍官 常常譏察, 隨現推治矣. 西小門內近處, 有一少年, 變着女服, 出入之際,

或蒙頭或跨馬, 而其所行止, 極涉可疑云. 卽發軍官.窺伺促來, 則男子黃順中爲名者, 而其上下服餙一依女樣, 此必是幻形夜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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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째, 소년들은 청중을 끌어들이는 미모와 재능으로 선택되었다. 매력적인 소년들은 특히 예쁜

무동을 과시한 극단이 가장 수요가 많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가장 성공적인 남사당 극단을 구별하

고 그 하위 역할로 매춘에 대한 적합성과 극단 내 동반자로서의 초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히

외모는 가치가 있었다 (혜범, <<남사당패>>,  ). 마찬가지로 심우성이 지적한 것처럼, “남사당패거

리 사이에는 …삐리의 쟁탈전이 치열한 것이었는데, 자기 몫의 암동무를 갖기 위한 방편도 되겠지

만, 반반한 삐리가 많은 패거리가 일반적으로 인기도 좋은 것이어서 더욱 주요시되었다” (심우성, 

<<남사당패 연구>>36). 또한 남사당 단체 밖의 마을 사람들도 수동무에게 더 나은 먹이와 옷을

입히기 위해 다른 수동무 대상들과 “숭강내기” (싸우기)도 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논문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간다) 외부 사회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수동무를 빼앗으려 함으로 큰 싸움은

생겨났다. 이러한 침해는 서로의 영적, 육체적 관계로 간주되는 수동무 관계에 대한 침해였다. 마

찬가지로 수동무를 얻으려고 남자들은 귀여운 수동무들을 지배하기 위해 서로 싸우곤 했다.

물론 이러한 '전형적인' 특성은 극단, 위치 및 시간에 따라 다양했을 것이다. 남사당단에 대한 보

고를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동성애 성향이 강한 것은 아니라는 보고와 1900년 이후 일부 극단

에 여성들 (‘암보살’)이 참여하는 등 을 알 수 있다. 180 2014년 강진에서 연구자가 80대 남성과

1940년대의 경험에 대해 실시한 간단한 인터뷰는 적어도 20세기 전반기에는 화장용 화장 사용, 

고아 사용, 동성애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 심지어 용어(제보자 A는 '숫동무'의 '수'를 雄가 아니라 '

首'로 이해했음)까지 적용되지는 않았으며,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예외가 있었음에 틀림 없다. 

(연세가…풍물패 할 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스물 두살 군대 다녀와서  (남자아이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때는 안받아주잖아... (그게 몇 살 때예요?) 남사당패를 왜냐면 그때 당시는 놀이문화가 없잖아요. 남사당패는 구경꺼리고

요.. 일곱 살 여덟 살 때 처음 무동을 하셨을꺼예요. 체격이. 제가 자료 뒤진 게 있어요.  (남사당패가 아이를 키웠잖아요. 

아이를 어떻게 키웠어요?) 

남사당이 아이를 ... .(근데 부모없는 아이들을 주로?...) 아냐아냐... 부모있는 애들도. (선생님이 있을 때는 고아있는 애들

도 있겠지만, 부모가 하라고, 왜냐면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밥그릇을 줄이기 위해서 남사당패에 있는거지요) 

고아도 있고….고아도 있었겠지만 섞여서 했을꺼고. 그때 당시는 한국 사람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남사당

패 (모두 가난한 집에서..) 그렇죠. (그게 트레이닝이 있잖아요. 어떻게?.. 애들을 길러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애들 처음으로 데려다가 가르치는 때, 맨 꼭데기에 올라가는데 샘이/세미[??]... 그걸 시키는 거죠, 맨날. (그때 아이들은

몇 살?)  애들은 주로 …한 여섯 살에서 아홉 살….옛날 분들이 농사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보다 힘이 몇 배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이가 그래서 꼭데기에 올라가는 나이가... 여섯 살도 좋았고, 키 큰 애들도... 꼭데기에 올라가는

                                                                                                                              

售其穿窬之計也. 其爲情跡, 殊甚兇獰 施枝嚴問, 則招內, 始自上年春,爲神所使, 換着女服之後, 稱之以靈巫,驚動以禍福,

人多競附之故, 果有誣俗,取物之擧云至於行盜賊之事, 渠旣自明且無執贓之物, 則有非本廳所可按治, 而其以男爲女,

誣人妖惡之罪, 不可不重究, 令攸司照法處置,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709-04-01

180 심우성, <남사당패> <<역사와 비평>>, 23 호, 1993. 36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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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지금은 아홉 살은 못해요. 힘이 없어서.

(생활도 하고 풍물도 같이 쳤어요? 애들도?)  애들은 주로 악기를 친다기보다는 …나이 들면서 쫌 복잡한 활동을...예를

들어서…맨 꼭대기 올라가는 것을 샘이라고 하고요, 여장을 하고, (왜 여장을?)

왜 여장을 하냐면 원래 남자가 하는거예요. 남자가 여자 분장을 했을 때 여자인거예요. (그땐 머리가 길었어요? 남자아

이들?) 머리를 땋았지. (선생님이 나이 때는 단발이기 때문에 머리 땋은 걸.. 가발을 쓰고...구입해서 꼽아서..여러 가지했어

요?)

삼단으로 따아서 댕기로 묶어서 하나로 (여장 몇 살까지 했어요? 아이들?) 열 다섯살. (열 다섯살 지나면... 일곱 살... 버

꾸.. ) 버꾸라고 소고하면서 상모 돌리는거 가르쳐요…처음에는 샘이. 꼭데기에 올라가면 시작하면 크면 여장을 하고, 여장

이 지나면 소고를 먼저 가르쳐요. 악기를 주로 나이드신 분이 치고, 소고는 많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기술을 가르쳐요. 힘

으로 배워서 뛰어다녀야하니까. 어르신들을 뛰질 못하니까 주로 악기를 많이 했지요. (미동이라는 말 혹시 미동)  

무동? (미동은 몰라요?) 무동은 아는데 춤추는거 미동은…무동은 춤추는거.. 미동이란 단어는 없어요…미동은 아마도 무

동을 미동이라고 잘못쓰는 걸꺼예요. 무동 (의복색깔, 디자인, 아이들 춤출 때 어떤) 저고리 아니면... 치마는 빨간색이고

위에는 노란저고리 그리고 겉에는 파란색 뭐랄가 겉에 입는 것을...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주황색?)

아니예요. 파란색. 귀걸이같은거. ..그런건 안하고요? 여기 묶잖아요. 수건있잖아요. 수건으로 묶어서.. 지저분하니까 여자

처럼 보이기 위해서 수건을 썼지요. 그런거 같아요. (화장은? 그때 화장은 했어요?) 돈이 있어야 하지? 화장은 안하고 수

건으로만 가린거지…입술 그런거 남사당패는 그런거 안해요. 난 그런거 안해. (여장 하는거? 공연이 있을 때 대부분 화장

을?) 

주로 나라에서 집시처럼 돌아다녔기 때문에 극장해서 했었다면 했을지도 몰라요. 밖에서 하거든요. 마당놀이기 때문에, 

마당에서 하는 놀이기 때문에 화장 같은건 전혀 안했지요. (혹시 수동무라는 단어?) 수동무라는 것은 무도놀이에서 젤 앞

에 서는 남자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맨 앞에 수장고, 담에 수고 라고 하고.. 머리 수자. 쾌자라고 해요. 쾌자는 긴 파

란색... 쾌자는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실꺼예요. (남사당패 안에서만 쓰는 은어가 있잖아요. 몇가지 기억나시는대로? 남사당패

안에서만 쓰는 비밀언어.. 생각나는대로 말씀해달래요.) 

다 잊어버렸어. (여자보고 삐리) 삐리.. 라는 것은 여장을 한 애들. 처음에 들어와서 배우는 애들. 삐리. 쌍비읍. 지금은

그말 뜻이 현재에 와서 많이 쓰이는데 어눌한 사람.. 와전이 되어가지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삐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뜻이 아니라, 예전에 남사당패에서 삐리라고 한 것은 처음, 배우는, 막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을 삐리라고 하지요. (뭐 다

른 것은?)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아, 이거, 그, 성인하고 아이하고 결혼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

관계하거나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옛날에 동무라고... 내가 삐리 할때.. 동무... (할아버지 목소리 잘 안들림) 동무.. 야, 동무야,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 (그런

문화가?) 다 심부름하고 물떠오라고 하면 떠오고….지금 삐리라고 하잖아요. 동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이예요. 일부분. 그

렇게 할수도 있는데 그런게 다가 아니라 동무라고 하는 것은 수발을 드는거죠. 나이가 많잖아요. 내가 가르쳐, 그러니까

제자도 될 수 있고 할수도 있으니까 심부름을 들고 수발을 드는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요? 조수죠? 일을 시키는 거죠, 하

인처럼. 성관계를 맺고 정말 일부, 일부이고요.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다가 아니고. 그건 와전된거야…그게 일부. (당시

에 그게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사회의 태도가?) 

그게 일부였다고요. 남사당패가 있잖아요. 그게 일부에서 그런거지, 다가, 성관계를..다가 그렇다는거가 아니고. 가족이

있으면. (멤버 중에서 결혼한 사람도 있었어요?) 대개 독신남자가 많다고…책이 다 사람을 버려놓는거예요. 책이 다 버려놓

는거예요. 책에 다 적어놓은게 다가 아니예요. 제가 오다가 말씀했잖아요.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있을수도 있을꺼

고요. (성관계에 대해서 다 말씀했으면 좋겠지만, 책 몇권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그런가보다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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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일부만….일부.181

위에 비추어, 조선시대의 남색 풍류, 멋 문화는 앞의 두 시대와 같은 전통의 흐름 속에서

출현하였으며, 초기의 청소년 교육훈련 형태와 유사하게 보였다. 남사당패를 낳은 문화가 신라

화랑과 고려시대에 상류의 선랑과 팔관회 무동, 관료층의 ‘驅使’를 낳은 문화, 앞으로 볼 하류의

‘숫동무’ 문화를 낳은 문화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신라 화랑의

엘리트 지위가 사회하위계층으로 전락하여 한국 전역의 (앞으로 볼) 화랑의 '대중화'가 한창이던

시절에도 ‘사회문제’에 대해 유교인들이 글을 쓸 때 남색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후기 조선 남사당패 문화의 유행/강화/ 대중화

보존과 세대 간 전달 외에도 전통의 또 다른 속성은 개혁, 발전과 확장이다. 조선 초기 사찰

문화의 길에로의 출현과 유랑 생활의 결합은 이제 불교의 예술 문화가 대중화되어 기관 (철)과

개인 (불교도)의 생존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마을로 남사당패 무리들이

떠돌면서 그 문화가 전국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불경한 사찰에서 불교가

출현한 후 외부 공동체들로의 확장은 곧 조선시대에 일어나 전국 각지에서 '수동무 유행'을

성장하였다.

박관수의 자세한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 관계가 공공연하게, 그리고 다양한 친근감의 정도와 시

간적 맥락에서 벌어졌다. 만나는 장소로 ‘복덕방’ (지금의 ‘여인숙’), ‘도방,’ ‘사랑(방)’ ‘서당방’ ‘행랑채’

등이었다. 

“어른들과 아이들은 도방에서 만나기도 하고 ‘걸립패’를 통해 만나기도 하고 일을 하며 만나기도 한다. 만나서 함

께 어울려 놀면서 짝을 맺기도 한다. 중매를 서 주는 사람이 어른과 어린 아이를 연결하여 수동무 관계를 맺게 하

기도 한다. 그리고 어른과 아이가 서로 눈이 맞아 수동무 관계를 맺기도 한다. 대체로 어른들이 아니들에게 접근하

여 수동무를 하자고 꼬인다. 어른들이 예쁜 남자 아이들에게 먼저 접근하는데 “네가 좋다”라고 하기도 하면서 자꾸

집적거린다. 그러면서 과자도 사 주고 용돈도 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어른들에게 쏠리게 한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른들은 아이를 괴롭히기도 하다.” (413)182

                                        
181 경기도 용인시 제보자 A, 2014 4 월 16 일. 모든 제보자는 인터뷰 일정을 잡기 전에 주제에 대해 설명을 받으셨고,

녹음기를 가지는 외국인 연구자와 , 민속 놀이, 동성애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셨다. 강진 자료 필사를 해주신

김 YS 교수와 여러 강진 지역 출신 제보자를 소개해주신 ‘지모신’께 감사드립니다.

182 조선 말기의 ‘부상’ ‘등짐장사’들도 또한 ‘도방’과 같은 데서 동성애 관계를 맺었다. 그들의 도방은 남녀간의 성관계를

금했으나, 과연 남성간의 성관계를 관대했을까. “이 褓負商의 도방은 흔히 보부상들이 드나드는 監營道의 市場邊에

있었다. 그런데 보상은 흔히 有室有家하므로 單獨出身하는 자가 많지만 부상은 흔히 無室無家하나, 或 장가든 부상이면

妻子를 두고 다닐 집이 없으므로 妻子를 帶同하고 다니는데, 그러므로 이 도방같은데 숙박할 때에는 內外負商이 다른

負商들과 함께 한 방에 即 낯을 아는 負商이든지 모르는 負商이든지 相關 없이 같이 자되, 이 때에는 발을 막아 자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남녀가 한 房에서 잔다하면 一見 婚倫의 不祥事가 있었을 것 같이 보이나, 絶對한 森嚴한 定規가

있어, 조금도 紊亂하지 아니하여썼다. 어떠한 부상을 勿論하고 同務負商의 妻인 女負商을 보면, 아주머니와 꼭 같이

禮遇하여…” 柳子厚, <<朝鮮 褓負商攷>> 正音文庫, 1948. 33 쪽



129

위의 인용문은 걸리패 단원과 마을 주민들 사이의 수동무 183 소개에 대한 접촉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는 남사당패 나남색 문화가 집단 범위 내에서 더 큰 공동체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걸리패의 활동은 무속으로 물들여 굿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사당패의 활동은 사찰과 관련된

불교 신앙으로 물들었지만, 일부 걸리패 집단에 원래 남색적인 성격이 있었거나 남사당패의 남색

문화가 수동무 '유행'으로 한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자 일부 걸립패가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경우가 있을 듯 하다. 

"확장"이라 함은 삐리-가열 또는 암동무- 숫동무 파트너십 시스템의 일반 대중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다시 그 체계의 본질적인 특징을 살펴보자면, 소년, 때로는 고아, 종종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소년이 선택된 후, 초심자 ‘삐리’는 그의 적성(얼굴 특징, 노래실력, 춤실력, 악기실력 등)

삐리는 다음 단계인 가열로 승격될 때까지 여장을 했다. 소년으로 입단한 단원 전원이 이 ‘삐리’

단계를 밟았다. 특히 1900 년 이전 단원들은 대개 집이 없거나 미혼이었고, 단체 내에서

성별/성역할 및 연령차에 따른 시스템 내에서 신우성의 말대로, ‘동성 짝’을 이루었다: “평시에는

동성부부”가 포함되어 있다.(31) 동성 파트너 간의 충성과 이른바 ‘일부일처’ 제는 규칙이었다.

심지어 우두머리인 꼭두쇠에는 암동모가 하나만 있었고, 각 숫동무 구성원에 대한 삐리 한명을

가지기에 암동무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일부는 그냥 파트너 없이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잘생긴

삐리를 위한 선배들의 경쟁이 치열할 수 있지만, 일단 인연이 정해지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무동 (수동무)이 가장 잘생긴 패거리가 가장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모든 패거리는 미모의 남자를

원했다. 대중 인기와 성적 교제를 위해 소년들을 사용하면서, 극단은 공유, 협력 및 동성

배타적이거나 적어도 반배타적인 성격의 성적 결합의 원칙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수세기를 거쳐 '사실성'(facticity)으로 전해져 내려온 화랑 남색 문화의 고도로 '집중된' 형태이며,

이는 하나의 관행이자 '유행'으로 대중들에게 확산되었다.

박관수의 연구는 경기도, 강원도의 마을에 사는 80년대 노인의 증언을 모아, 이를 기본 자료로

이러한 한국 마을로의 수동무 문화의 확장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1940년대까지 강원도, 경기

도의 마을 (단체 밖)에서 “공공연한 ‘남성 동성애’는 나이, 지역, 계층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184 지적하며, 2 가지 ‘타협적인 형태’ 1) 다른 연령끼리의 관계와 2) 동년배끼리의 관계,185 그리고

                                        

183 위에서 언급되듯, 단체 내에서 '수동무'(수동모)라는 명명은 여장한 어린 암동무와 대조적으로 나이든 멤버를

지칭했다. 그 문화가 확장되면서 일반 대중 사이에서 여장 안하는 젊은 파트너는 ‘수동무’ ‘뼉친구’ 또는 다른 관련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을 듯하다.

184 박관수, <<1940 년대의 ‘남자동성애’연구>>, <<比較民俗學>>, 제 31 집, 비교민속학회, 2006.2. 402 쪽.

1852)는 ‘맞동무’나 ‘뼉친구’라고 하며, 결혼을 하지 않고 17 살 이상의 남성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 수동무를 정해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없을 경우 ‘같은 처지에 있는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가지는 것 (‘서로치기’)을 가리킨다. 즉 ca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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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비타협적 관계 (‘강간’)가 그 것이다.

1)는 대략 일본의 兄弟契約186과 중국 福建省의 전통적인 契兄, 契弟간의 관계187와 얼마 유사한

점은 없지 않으나 역시 한국 문화의 특정한 상황에 맞는 성질이 드러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

다. 20-50살 성인 남자는 12-16살의 수동무 와 상호 교환의 방식으로 성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각자에게 의무가 따른다. 동무는 성인의 요구에 따라 성인의 성적 욕망을 해소시키는 것을 해야

했고(항문 혹은 가랑이 사이의 성행동), 또한 마을에서 동무가 다른 사람의 수동무가 되지 않도록

얌전하게 굴어야’ 했고, 성인의 말을 ‘제2부인이 된 것처럼’ 순종하기도 해야 했다. 다른 한편, 성

인은 수동무에게 단오, 추석, 설날에 옷 한벌씩, 먹을 것과 용돈을 제공해야 되고 이를 치르는데

상당한 돈 (머슴이면 1년 새경 [私耕]모두)가 된다. 

20 세기에도 남사당과 걸리패의 구조적 구분이 허물어지며 유랑 예술단들의 문화는 근대성의

전진과 함께 쇠퇴하고 있었던 때에도 강원도에서는 1940 년대에 산 시골의 모든 소년들(보통

가난하거나 고아)의 절반이 나이든 남자들을 수동무로 섬겼다고 추정하고 있다. 강원도

제보자들은 경상도와 함경도에도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남사당패 전성기부터 남아

있는 성(性) 문화 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박관수의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성적 만남(강제적, 반강제적, [그 당시의 가치에 따라]

합의상의 관계)을 설명하나, 시간의 길이 측면에서 성인과 소년 관계는 단기적, 장기적 관계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 번째 경우, 가끔 남자아이들이 도방이나 ‘봉놋방’ (주막의 손님용 방)으로

유인되어 마지못해 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이나 들에서도 흔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두 번째 경우는 도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파트너쉽이 형성되거나 중개자가 둘을

소개할 수 있다. 나이 많은 파트너는 과자를 사거나('뼉과자’) 소년에게 돈을 쓰도록 하여 수동무

관계 형성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다. 나이 든 남성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은 전례가

없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관계는 대개 양 당사자가 사전에 논의하고 합의했다. 이미 수동무

관계에 있는 남자들은 그들의 수동무를 집에 데려다 줄 것이다. 박관수의 정보원 중 한 명이

기억했다:

시장에 가려면 걸어가야 했고, 여행길에 잠을 잘 수 있는 '복록방'이라는 곳도 있었다. 복녹방에서 장사치들도 밥을 가져

와 먹고 자고 있었다. 꽤 큰 방이었고 남성 20~30 명이 함께 잤다. 거기. 어른들과 젊은이들은 어린 소년들을 괴롭히고

섹스를 할 것이다.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도방으로 놀러가는 '말도리를 가기'’, 마을 사랑방에서 '넉동모리', 윷노리

등을 했다. 이렇게 해서 각자 밥 한 되씩 가져다가 주인의 집에 모여 떡(떡추럼)을 만든다. 그래서 도방에는 온갖 놀이

( ….) 여기 도방에서 남자들과 수동무가 몰래 나가서 잤다가 돌아오더라. 집처럼 침구가 좋지는 않았지만 남자

                                                                                                                              

sex 이다.

186 Leupp, Gary. Male Colors: The Construction of Male Homosexuality in Tokugawa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참고.

187    Hinsch, Brett. Passions of the Cut Sleeve: The Male Homosexual Tradition in China, Universityof California,1990.

131 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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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도방에서는 10~20 명이 같이 자고, 구석에 가서 나이 든 남자들이 남자 수동무를 따먹곤 했다.

이 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뼉을 하기도 했다. 어린애들은 동네에 놀러가서 도방에서 자고 좆되더라. (연구자의 요약)

박관수 연구자는 자신의 어릴 때 경험을 회상하는 노인들의 증언과 관련하여 1940 년대 외딴

마을에서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보여준다. 객관성과 자세함 면에서 독보적인 한국 남색문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가치가 높고, 이 떼 1940 년대 노인들이 묘사한 어린 시절의 다양한

경험은 물론 전혀 '범죄'가

아니라, 가급적 중립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제보자와 박 연구자 모두를 존중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멋'을 현대적 표현으로 자연과 사회와 조화를 ‘멋 있게’ 이루려는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그리고 풍류는 그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남색 문화'라고 하는 전근대

사회적 관계는 그 구조와 정신 면에서 유기적인 화랑전통(그 기원에 특별한 대륙의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에 뿌리를 둔 행동의 강화 (intensification) (유행)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행동 강화 (유행)는 최근 유교 당국이 불교와 무교 (생존을 위한) 문화의 ‘거리화’

(‘streetification’), 임진왜란으로 인한 빈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오락 (남사당패 공연)에 대한 수요의 증가, 남녀 성별화된 사회 구조, 다시 이러한 상황에

따른 너무 어려서 일을 할 수 없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 머슴과 같이 결혼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하층민들 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요소는 일상 생활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교환의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 경우 맥락은 동성

간의 성접촉에 대한 법적·도덕적 금지가 매우 낮거나 없는, 고대 그리스와 중국, 일본과 유사한

고전 문화이며, 이는 추후 OSP 로 논의될 사회 유형과 크게 대비된다.188

박관수의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1) 수동무라는 용어가

남사당패에서 유래했으며, 패거리 단원을 젊은 파트너와의 만남의 접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중에게도 그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심화 인터뷰를 통해 밝히면서 박 연구자의 연구는 조선

후기 동성애의 '유행'을 남사당패 공연의 대중화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공간을 열었다.

이 "유행"이 당시 한국에서 발생한 이유에 대한 수수께끼를 지우기에 충분할 것이며, 2) 남색

문화가 취한 정확한 형태, 특히 공동체적 (도방 중심의)성격을 밝히는 바, 현대까지 도시와 시골

모두에서 (물론 어린이의 참여 없이) 이 형태가 계속되었던 공동체적 특성의 지속을 설명한다. 박

연구자의 연구가 그린 그림에서 드러난 것은, 조선 시기 지배계급이 남색를 무시했음에도, 혹은

그 사실 때문에 남색이 한국 사회에 그 시대의 상황, 맥락에서 항상 자연스러운 것으로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조화롭게 통합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188 연구자의 인터뷰 대상자 중 기독교인 제보자가 이러한 행동을 회상하면서 매우 비판적이며, 비기독교인 제보자는

전혀 즐거움을 가지고 어릴 때 경험을 전한 것이 아니나, 보다 객관성 있게 전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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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방(복록방 또는 공회방이라고도 함)은 종종 여인숙이나 주막(監營道의 시장 근처)에, 때로는

부자 집에 붙어 있었는데, 남자들의 공동체 생활의 지방 중심지였던 20m 또는 30m 의 방이었고,

낮에는 업무나 취미생활로, 밤에는 공동 취침 공간으로 여행자와 행상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褓負商: 보상에게는 집이 있었고, 집에게는 없음으로 혼자 여기 저기 다녔던 등지장사

또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떠돌았음), 기혼 부부도 도방을 이용하지만 기혼 여성은 명예율로

남성의 성적 접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도방에서는 이성관계를 금지했으나 동성관계는 무시했다.

부잣집의 살랑채나 살랑방도 여인숙이나 주막 도방처럼 사용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마을의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잠을 잤는데, 보통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농악대 (農樂隊)도 공연이

끝나면 그곳에서 잠을 잔다. 박솬수 연구자는 계속한다:

걸리패를 통한 소개 외에도 도방에서 자연스럽게 수동무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농사꾼, 행상인 등이 도방에 와서 잠을

자고 젊은 사람들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부추겼고, 보통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과 마을

지도자들에 의해 알려져 있었고 흉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연구자 요약)

전남으로 이동하면, 제보자 B 는 2014 년 89 세, 60 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과 여러 자녀를

두었다. 어렸을 때 남사당패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189 일제강점기 강진지역의 도방과 남색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1945 년 이전 남색에 대한 전통적인 방임주의적 견해가

여전히 강진 지역에서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박과수 연구자의 강원도 제보자의

증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서서 고난에 처해서 초등학교도 못가고.. 여섯자 방.. 딱 가정집이 반이고, 정미소 방에 들어가서

방을 한뼘짜리 딱 쳐가지고.. 사방 여섯자가 한평 아니야? 딱 그 방에서 (동네 잘사는집 사랑채에서 남자들이 잤네요. 머

슴들도 같이 잤나요?) 머슴들도 자고, 과객도 자고.. 과객은 조금 고급스러워. 글도 하고 식견도 하고.. 없으면 과객도 하

고 다니고, 아무 존재가 없는 과객도 없고. 깡통차고 얻어먹는 과객도 있고... 과객은 사랑에서 자고.. 예부터 사랑에서 자

고, 마을사람들도 사랑에서 자고. (결혼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189 제보자는 이어서: “나는 남사당패 본적이 없어. 남사당패가 요새 말로 하면 나이롱패.. 남사당패가 참 구식이지. 

남사당패라 하면 하극의 인격대접을 받았고. 구식말로 상놈취급을 했어 … 연극은 심판을 했어. 남사당은 우리 아버지들

시대에서 끝나버렸어. 우린 남사당 못봤어. 남사당이 그때는 굿도, 큰 굿도, 영풍리에서, 우리 지역에서 연안 이씨, 

구식말로 양반어치야. 안웃마을이 지금도 양반촌이라고 해. 남사당패를 불러다가 굿을 해. 영풍리에서. 동네사람들이 다들

굿을 하는 것을 봤어. 남사당패의 놀이가 우리 아버지 때에 성행했어. 어렸을 때 우리가 보들 못했어. 우리가 장에 나가면

특히, 시장에서 등거리에다가 북 짊어지고 둥둥구리무,,. 파는거?” 한 지역 내에서도 제보자마다 세세한 부분은 다르지만, 

식민지 시기 남섹의 광범위한 사회적 수용, 도방의 남색 문화, 남사당패와 남색의 밀접한 연관성 등의 기본 주제에 대해

연구자는 모순되는 진술을 발견하지 못했다. 2004 년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경북남도, 경기도, 서울 또는 여러 미확인

지역의 노인 제보자와의 일상적인 대화. 대화는 대부분 녹음되지 않았으며 녹음된 인터뷰 중 2 개만 여기에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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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그래도 나이가 많아서 해. 불구자든지 아주 가난하던지 하긴 해. 남자들 13살 때 결혼하고 19살 20살이면 어거리

총각. 아주 나이 많은 총각. 장개 못간 사람한테는 몽달이. (여자하고 여자하고 좋아하고, 남자하고 남자가 좋아하는거 있

었어요?) 그건거 있었어

그런거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묘한 습관이었지. 여자하고 사귀고 성교하고 그렇잖아. 구식에는 여자 접촉할 수 없어. 말

을 안하니까. 남자들끼리.. 미동이여.. 첨들어봐? 미동? 그런짓을 했어. 총각들이 마을에서. 장가못가는 사람이. 그럼 그것

도 미동을 또 그것으로 머슴애들도 이쁘장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귀어가지고 그때는 아주 상스러운 풍습이었지. 너무 추접

스러워서 얘기할 수가 없는거야. (그래요?) 지금 그것도 연구주제가 되어요? …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관계를 맺었는지? 

어린애들한테? 미동의 아이는 어린애였나요?)

아주 어린 것들은 부모랑 자니까. 같이 사랑방에 자면서 다정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그런게 제법

있었어요?) 많아 (사랑방에서 몇 명이 자요?) 사랑방에서 빽빽해가지고 열 명 스무 명이서 자면... 미역질(?)이라고.. 발로

서로를 밀어붙여. 그렇게 사람이 모여든 사랑방이 있고. 주인이 인심이 좋고 그러면 방이 미어져. 옛날에는 그렇게 남자

들이 성교를 했어. (그렇게 남자들이 한 방에서 열 명, 스무 명이 있었으면 한쌍, 두쌍 있었어요?)

옆에서 자면서 그렇게 성교하고.. 여자들하고 사귀는 법은 그런거 없었어. 말도 안해버리니까. 큰 애기들이 있다. 도저히

내외하니까, 요새는 여자가 총각 뺨도 때리고...(혹시 미동이었던 할아버지 살아계신 분 있어요?) 구식이야... 풍습이 다 그

렇게 산 세상이었으니까. 남사당패...에서는 남자가 여자역할을 하고 연극을 하고.. 여자를 가장해서 그래도 여성스럽게 생

기고 이쁜 놈을 여성복을 입혀서 큰애기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한 놈들한테 그럼 만나자.. 그렇게 성교하고.. 요새는

추접해서 말하지 못하지만... 따라가. 그렇게 미동을.하고. 요새 성매매하는거.. 그렇게 추접해.

그때는 어른들이 얘기만해서 듣고만 하고... 어른들이 살아나온거 얘기하면 재밌어 (미동하는 남자들의 관계가 오래갔어

요?) 모르지.. 그건. 요즘은 남녀가 연애하지만.. 그때는 (남녀가) 말도 안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이 그랬어? (미동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만 있나?)… 이쁜 남자도 있겠지만 요새는 구식에는 묘한 얘기였지만 얘기할 수가 없는거야. (미동은

몇 살까지 가능했는지? 관계를 몇 살까지 했는지?)

한 삼십살.. 쉽게 말하면.. 이성교환을 할 수가 있으면.. 요새는 스무살끼리도 하고 미성년아이들도 하고.. 남사당패가 저놈

한번 미동해야겠다 그러면.. 돈줄 맛으로 데리고 온거야. 그렇게 관계를 했으면 솔직하게 돈을 주면 좋은데, 돈은 안주고, 

돈을 안 주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게 웃기고 재밌는거야. 그런 얘기는 나한테 첨 들어볼꺼야. (미동은 꼭 어린사람이 아

니라 스무살 서른살도 했군요)

이제는 남녀가 동학을 하고.. 우리 아버지 세대는 남사당패가 ... 한마을 사람들끼리도 하고 (그때는 그걸 이상한 사람이라

고 안보고 묵인을 했겠네요) 우리 생활풍습이 그러니까. 요새 아가씨들하고 연애한다고 그런게 흉이 안되는거처럼 그랬어

(요새 남녀사귀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런게 언제 바뀌었나?) 우리가 어른이 됨으로써.. 남녀가 자유롭게 교류되면서부터

없어진거야.. 그 대목은 추측인데 남녀공학이고 남녀가 같이 학교다니고 그런게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남녀가 직접적으로

사귀고 그러면서.. (재밌다) 재밌어? (그 문화와 관련된 다른 용어는? 다른 말이 있었어요? 미동을 부르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과객은 얘기를 잘 하는 과객들.. 점잖은 사람들.. 사랑채를 찾아가서 주인하고 얘기를 잘해야돼. 양반

그러면, 벼슬아치집안들 명문가들 양반. 그러면 그런 과객들은 돌아다니니까 어느 집안이 어느 성씨의 어느 문중인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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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수준 높은 얘기를 잘해야.. 과객으로 대접받고 (수동무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수동무란 말은 들어본 적이... 

뭐가 수동무? (미동하고 똑같은 말이래요 …언제 처음 그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동성애? ,,,’동성애’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

자는 여자끼리.. 그런것을 동성애라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 여자는 여자끼리 그걸 동성애라고 했어.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있질 않았어. 몇 십년 전에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한다고 그래서 상상도 못했거든.... 몇 십년 전에 우리 삼거리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 신

풍 거기서도 여자들끼리 동성애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동성애를 하고 지내는 걸 알도 몰랐고, 그런 말도 없었는데, 몇 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여자가 여자를 사귄다는 말이 예전에는 그런 말이 앖았아 (몇 십년 되었어요?)

1920년대 있었어요. 도시에서. 근데 ‘뼉’이란 표현이 있어요. (뼉이란 말이?) 그게 뼉이 미동이야. 들어봤구만. 미동 그 말

은 조금 더 고상한 말이고, 상스러운 말이 뼉. 뼉한게 미동이라고 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이 여자 남자가 자연스럽게

사귀고 그러니까 그 말이 없어진거야. (결혼한 사람도 미동을 두었나요? 가끔 와이프하고 미동하고 같이 산 적이 있나요?)

그랬어.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두고도, 남자 미동을 사귀는 사람이 있어... 미동 놔둬불고 우리 젊을 때까지

도 그런 세상이었어. 해방 후로, 남녀가 섞여지니까 없어졌다니까. 많이 들어봤구만. (농담도 했는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웃으면서 농담했는지? 조롱했는지? … 미동, 이런 관계를 깔보면서 했어요? 그려려니 했어요? 미동 사귀는 남자를 보고서)

그것을 별도로 지칭한 말은 없어. (깔봤나요?) 평범했어. 우리 생활에 익숙해진거. 구식에도 그랬었어. 못된 짓을 한다. 천

시한다 그런거 없었어. (조롱하는 말도 없었어요?) 없었어. 남녀가 교제하고 지내는 것과 똑같았어. 처녀 총각 사귀고 있

으면 누가 흉봐? 똑같았어. 190

연구자는 위의 제보자에게 1945 년 이전 남도 시골 사회에서 남색 관계의 정상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 점은 한국 노인 남성과의 다른 대화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자유방임적인

문화 환경에서 한 번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도 있었을 텐데 이 점도 역시 박관수 연구자의

강원도 인터뷰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그연구원은 어릴 적에 수동무 역할을 했다고 자백하는

노인을 만날 수 없었으며, 매우 제한된 정보로도, 장기적 관계가 드물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박관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1940 년대에 적어도 한 시골 마을에서는 몇 년 동안 지속된 수동무

관계가 있었다고 확인된다.

이러한 경우, 어른과 소년 사이의 공식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 마련은 공식적인 축하와 마을

공동체의 인정을 위한 기회이기도 했다. (박관수, 401) 박 연구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동무의

상대와 수동무의 “유사 부부”관계가 형성했을 때 “수동무 상대의 친구들은 수동무 상대에게 한턱

내라고 하는데 수동무 상대는 자신의 친구들과 수동무의 친구들을 모아 ‘개를 잡기’까지도 하면서

잔치를 한다. […] 그리고 걸립패 [(乞粒牌]“남사당패”)에서 나이 많은 남자와 무동이 수동무 관계를

형성하면, 걸립패의 우두머리가 수동무 상대에게 메밀쌀을 사 오게 하여 걸립패들끼리 ‘국수를

눌러 먹으며’ 수동무 결연식을 하였다” 한다.

                                        
190 강진 제보자 B. 2014 4 월 17 일, 제보자 자택에서 인터뷰이루어졌음. 자료 필사를 해주신 김 YS 교수와 여러 강진 지역

출신 제보자를 소개해주신 ‘지모신’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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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수 연구(410 쪽)의 한 제보자눈 1924 년생으로 10 세에 무동이 되었고, 이후 걸립패 단원을

위한 수동무가 되었다. 제보자는 성생활의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930 년대 이 극단에서

그는 종종 과부의 자녀들인 10 세에서 14 세 사이의 아이들이 동네 농부들의 농악대, 걸립패,

(위에서 언급된) 뚱뚱이패에 무동으로 입단하여 나이든 연주자들을 위한 수동무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제보자 일행의 경우, 상사(영좌)가 먼저 소년과 관계를 했으며, 아마도 성적 삽입의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을 테스트 하고 자신의 쾌락을 취했다. 시험이 끝나면 영좌는 남자를

택하여 메밀쌀 한말을 사게 하고, 다음 소두는 그것으로 국수를 만들어 잔치를 하였다.

수동무와의 결연식이었다.

국수를 만들어 먹고 잔치를 마치면 그 남자는 (어릴때의) 제보자를 업고 집에 데려가서 마치

아내와 같이 자곤 하였다. 잔치가 끝나면 수동무는 거절할 수 없었다. 행사 다음날 친구들이 “니

국시값 했나?” 그리고 수동무는 "국시값 했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함께 잤다는 의미였다 (410).

이러한 성적 쾌감과 물질적 이득의 교환은, 제보자의 보고에 따르면, 그러한 교환에 머물지는

않고 인간적 관계의 교감으로 이어졌다. 

1. 수동무가 나이에 비해 힘겨운 일을 할 때는 수동무 상대는 자신의 일을 제쳐 두고 수동무의

일을 먼저 거든다. 

2. 자신의 수동무를 더 잘 먹게 하고 잘 입히게 하기 위해 다른 수동무 상대들과 다투는 ‘승강

내기’를 하기도 한다.  

3. 수동무는 수동무 상대를 자신의 남편처럼 온 정성을 다해 섬기면서 그가 원하는대로 행동을

한다.  

4. 둘 사이의 관계가 돈둑해지면, 수동무는 수동무 상대의 집안으로부터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

을 받기도 한다. 5. 수동무 상대가 수동무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면, 그 부인이 수동무를 ‘동서’라고

부르면서 그 수동무 관계를 받아들이다. 그 수동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누구작은 마누라’라는

별칭을 얻는다. 호칭으로 보면 ‘동성애 결혼’은 이성애 부부의 용어를 사용했다(남편, 마누라). 수

동무 관계를 결별하게 하는 타협의 해소는 양자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한다.191

5. 수동무는 수동무 상대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그 상대에게 부부들처럼 반말을 사용하기도

                                        
191 박관수, 위의 글, 402-3 쪽. 어떠한 증언자 (강원도)는 “수동무 상대가 다른 마을에 놀러 가도 수동무를 아내처럼

데리고 가기도 한다. 수동무 관계가 정해지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혼인한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그 둘 사이를 넘보지

않는다. 둘의 관계가 3.4 년 지속되기도 한다. 그리고 수동무는 상대를 남편처럼 생각하며 받든다. 그 대신에 수동무

상대는 수동무에게 일년에 옷을 세 벌 정도를 사 주고 , 먹을 것도 사 주고, 용돈도 주기도 한다. 그리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 사랑해 주기도 한다. 돈이 없으면 수동무를 삼을 수도 없다.” (414) 이 증언자에 따르면 수동무가 1940 년대 말고

무려 1965 년 전 무렵에 사라졌다고 하였다. 다른 증언자 (강원도)는 수동무는 1965 년 전 무렵에 갑자기 살아졌다.(423)

또 다른 증언자는 해방전 (1 명) 60 여년전 (3 명) 사라졌다고 말했다. (431, 434,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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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른 사람들도 둘 사이의 유사부부 관계를 넘보지 않고 존중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에게

지배되거나 소유되는 남녀 커플링에 비해 ‘동성애 결혼’은 남성 동무에게 어느 정도 권력을 주며, 

상대방이 어느 쪽이든 원하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 행사 (결연식)는 다른 단원(또는 외부인)이 수동무를 시시덕거릴 수 없다는 공개 신호이기도

했다. “다른 사람이 수동무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남자들끼리 큰 싸움이 일어난다. 아니면

남자와 수동무가 화를 내지 않고 ‘왜 그랬어?’라고 나무란다. 수동무가 되면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그가 원한다면, 그는 그의 모든 옷을 벗기고 같이 잘 수 있다. 수동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남자가 그를 때릴 수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남자에 대한 수동무의 복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

후대의 남사당패(걸립패) 극단이 기혼남성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수동무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20 세기에 그러한 극단이 가정파괴원인이자 사회악이라는 평판과 관련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액막이나 그들이 수행한 음악 외에도 현대의 걸립패(후대에 남성 극단의 모든

변형을 의미하게 되었음)는 기혼 외부인(박관수, 413)을 위한 수동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매개체로, 그리고 원래 닫힌 구조가 느슨해지면서 기혼 남성을 포함하는 그룹으로 점차 기능했다.

마을 공동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동무 제도를 인정했지만, 가족의 헌신과 극단의 자유로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은 근대 남사당패 관련 소설에서 암시하듯이 구성원의 가족/극단, 심지어

아내/수동무 간의 갈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192 원래 남사당패단원들이 대표적인 수동무형

(型)이었다면, 미소년애의 유행에 따라 단체 밖 다른 아이들도 점차 나이든 남자들과 짝을 이루어

                                        

192 남사당패의 구조적 쇠퇴와 그들이 공연했던 마을에 대한 근대성의 결과는 한국 문학에서 남사당패에 대한 최초의

언급 중 하나인 김송의 단편 <<남사당>>(1949)에서 간접적으로 암시된다. 아내를 학대하고 가족을 소홀히 하며

남사당패단과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유부남의 이야기. 남사당패의 생활방식은 남사당패의 순회공연에 기혼남성들의 참여로

인한 가정폭력, 가정불화, 남편방임과 같은 사회악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이야기 내에서 일종의 '운명'으로

일반화되기도 하고, 남자의 정맥에 흐르는 '남사당의 피'처럼 가족 구조에 불가피한 혼돈의 위협을 시사한다. 드물게 집에

있을 때 남자는 아내를 너무 잔인하게 발로 차고 구타하여 그녀가 절뚝거립니다. 화가 난 아내는 딸에게 남편을 저주하며

무자비한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고 딸의 소꿉친구인 석이에 의지하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석이 역시 '타고난 남사당가'로

가창력이 뛰어나다. 석이를 사랑하던 딸은 석이가 개를 차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운명을 절대 겪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갑자기 그를 버리고 떠난다. (김용우의 소설 <<남사당패>>도 참조) 혜범의 장편 소설 <<남사당패>>에도 가족방임과

관련된 '유랑가'의 혈통에 대한 암시가 있다. 아동 주인공 덕배의 아버지는 믿음도 없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아내를

폭력적으로 구타하는 유랑 배우다. 그러나 혜범의 소설에서 덕배에게 전해지는 위험한 '피'는 불교 수행의 규율로

길들여진다. 그런데 20 세기 남사당패와 가족 부주의 및 폭력의 연관성은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것 같으나 조선 시대에

남사당패와 가족문제의 관련성이 훨씬 낮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남사당패단의 구조는 한때 외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촘촘한 남색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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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인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되었을 듯 하고, 점점 더 다양한 남자들이 나이 많은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나이 든 남자와 어린 소년 사이의 짝짓기는 걸립패에 의한 가교 없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 이후의 대중경제적 빈곤, 유교의 남녀분리,193 남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전통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소년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문화에서--

남사당패 문화가 마을 공동체로 확산됨에 따라 박관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사당패 무동의

원래 고객 (머슴과 직업없는 양반)은 서당훈장, 노동자와 공예가(山田), 공사판, 금점판, 등금뱅이,

홀아비,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 10 대 후반과 20 대 청년까지 등 더 많은 남성 유형으로

확대되었다. 즉, 수동무와 그들의 연상 파트너 관계는 더 이상 패거리의 구성원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남자-아내(boy-wife)라는 개념이 마을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동성 간의 관계에서 능동적인

연상 파트너를 가리키는 극단 생활 용어인 수동무가 젊고 수동적인 파트너를 가리키는 데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3.3 창조: ‘멋’창조물로서의 홍동지

위의 남색 문화가 조선 후기 인형극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는 불교도들이 길 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북방인의 문화 적응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 안에서만 포착될 수 있다. 한국의

미술사 및 연예사는 고려시대에 ‘양수척’, ‘화척’, ‘재인’으로 알려진 북방인의 후손들이 조선 왕조

시대에 인형극 예술과 기타 예술에 참여했음을 막연히 인정흘 듯 하나, 일반적으로 강조되지

않는 것 같다. 조선시대 인형극 공연에 대한 몇 안 되는 목격자 중 하나는 1778 년 남대문

근처에서 인형극을 관람하던 10 세 소년의 자신의 경험을 한시 (漢詩)로 기록한 강이천이다. 그해

보다 100 년 이전 인형극을 보고 철학적으로 성찰한 이규보와 달리, 194 <남선관희자>시는

                                        
193 강진제보 B 는 남색 문화의 '유행'을 둘러싼 더 큰 문화틀을 논할 때 성별 분리 제도와 빈곤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옛날 풍습이 남녀칠세 부동석... 일곱 살만 먹으면 같이 자리에 없어. 큰 애기들이랑 말하는 법이 없어 (남자들끼리? 친한

남자들끼리?)… 의형제라는 문구도 없었고. 다정한 친구들로만 사귀고 살았지 (나이 차이가 있을땐?) 나이가 들면 서로

접촉이 안되니까.. 보통 열 살 차이가 벗어나지 않으면 같은 친구로 대우하고 살았어. 구식의 차이는 뭐냐면 나이가

나보다 적은데 부잣집이라 장가를 일찍 갔어. 돈없는 사람은 장가를 일찍 못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장가간 사람한테는

관을 써서 어른이 되었다고 대접하기 때문에. 장간 안간사람들을 애기들 취급해버려. 그렇게 차이가 있었어…” 제보자

B 의 설명에 따르면 성별 분리를 둘러싼 엄격한 사회적 규칙이 완화되면서 남색 유행이 사라졌다. 

194 조동일, <이규보가 본 꼭두각시놀음>, <<민족문화>> 3, 동아대학교,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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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천은 꼭두각시 공연을 자신이 본 인형극의 역동성을 모방하는 인형 캐릭터의 이미지와

상황의 "번쩍임"으로만 보여준다.

… 얼굴을 바꾸어 번갈아 나오니/어리둥절 셀 수가 없더라/ 문득 튀어나오는데 낯짝이 안반 같은 놈/ 고함 소리 사람을

겁주는데/ 머리를 흔들며 눈을 굴려/ 왼쪽을 바라보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다/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홀연 사라지니/ 

노기를 띠어 흉악한 놈/ 휘장이 휙 걷히더니/ 춤추는 소맷자락 어지럽게 돌아가누나/ 홀연 사라져 자취도

없는데/더벅머리 귀신의 낯바닥 나타나/ 두 놈이 방망이 들고 치고받고/ 폴짝폴짝 잠시도 서 있지 못하더니/ 홀연 사라져

자취도 없는데/야차놈 불쑥, 저건 무언가?/ 얼굴은 구리쇠, 눈에 도금을 한 놈이/ 너풀너풀 춤추고 뛰더니/ 홀연 사라져

자취도 없는데 /달자가 또 달려나와/ 칼을 뽑아 스스로 머리를 베어/ 땅바닥에 던지고 자빠지니/ 홀연 사라져 자취도

없는데/귀신이 새끼 안고 젖을 먹이며/ 어르다가 이내 찢어 발겨/ 까마귀 솔개 밥이 되게 던져 버리네.195

이규보는 4 월 초파일 (불탄일)에 공연된 만석중 인형극의 변형이나 다른 유행 인형극을 보았을

수도 있지만, 인형 공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규보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이규보는

관조시 (觀照詩)를 쓸 수 있을 만큼 위엄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 양수천이 묘사한 인형극의

내용은 거칠고 불경하며 폭력적이며 선정적이며 일반적으로 연극사학자들은 이전의 어떤

인형극과도 다르다고 묘사한다.

인형의 크고 넓은 소매와 퇴장 시 부채로 얼굴을 숨기는 등의 디테일은 박첨지 인형극에서 알 수

있는 양상인 반면, 우스꽝스러운 폭력성과 칼을 빼들고 스스로 목을 베는 '韃子'의 모습, 그리고

아기를 살해하는 여자의 모습은 그 이전에 등장한 종교적인 만석중 인형극과 동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떨어진 주제는 왕조 말기의 남사당파 극단의 인기 인형극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다. 북방민 문화의 영향을 ''개혁''으로 볼 수 있는지라는 문제는 남사당패 인형극을

‘전통’과 ‘개혁’의 융합으로 볼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물음이다.

적은 양의 자료로만 이론화할 수 있으나, 북방풍 인형극의 이국적 잔혹성 (강이천에 10 년 후에

그것에 대해 쓰기로 마음을 먹었을만큼 충격적이었음)은 관객들에게 얼마나 재미있었을지라도

당시는 불교적 감각과 너무 달라서 어느 정도 '이국적'인 예술 형식으로 남아 있었지만, 북방적인

'혁신'의 일부는 불교 연극의 연행자들에 의해 ‘한국식’ 서사에 각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18 세기 후반 박제가가 묘사한 인형극에 대한 또 다른 시 <<城市全圖應令>>은 반드시 북방인

연주자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시를 쓰기에 충분히 신선하고 흥미로운 ‘공연을 묘사한다.

                                        

195 /換面以迭出/ 炫煌不可數/ 忽去遮面扇/猙獰假餙怒/ 突出面如盤/大聲令人怖/ 搖頭且轉目/右視復左顧/巾帷倏披靡 /

舞袖紛回互/ 忽然去無蹤/鬅髮鬼面露/ 短椎兩相擊/ 跳梁未暫駐/ 忽然去無蹤 夜叉驚更/ 蹲蹲舞且躍/面銅眼金鍍/

忽然去無蹤/ 㺚子又奔赴/長劍自斬首/擲地仍偃仆/ 忽然去無蹤/有鬼兒乳哺/ 撫弄仍破裂/ 遠投烏鳶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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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팔기 끝나 연희 펼치기를 청하니 /배우들의 복색이 놀랍고도 괴이하네/ 우리나라 솟대타기 천하에 으뜸이라 / 

줄타기와 거꾸로 매달림은 거미와 같네 / 또다시 인형을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 칙사가 동쪽으로 왔다 하며

손뼉 한 번 치네 / 조그만 원숭이 참으로 아녀자를 놀래켜 / 제 뜻을 채워 주면 예쁘게 절하고 무릎 꿇네/196

박제가가 본 공연은 ‘동국’적이지만 조선 말기의 남사당패 공연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흥미로운 극장 형식은 북부 문화와 반도 문화의 융합을

나타내는가? 임재해가 주장하는 (8 단계의) 시기 설정 방식 중, '(6)극작품 만삭중놀이 전승

시대’와 ‘(8) 극작품 꼭두각시 놀음 잔존시대’ 의 시기 사이에 끼여 있는 ‘(7) 극작품 꼭두각시

놀음 전승시대’ 197 를 앞에 놓아야 할 한국 인형극의 ‘발전 시기’에 양수척(재인)의 영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공정한 물음이다. 문헌의 부재로 인해 우리나라 인형극이 만석중으로 대표되는

고려시대의 불교인형극에서 조선의 남사당패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는 일반적으로 불분명하지만,

조선시대에 북방인계의 예술가들은 1694 년의 나례도감의 금지까지 조정의 ‘재인’이 거리로

강제로 나가게 되었을 때까지 상류층에 의해 수요가 많은 우수한 연주자로 여겨졌다는 것에

미루어 재인의 우수한 재능이 엘리트들의 잔치에서만큼이나 ‘거리’, 즉 서민들의 시장 (市場)에서

그 인기와 영향력이 없었을 리가 없다. 불교와 샤만 예술가의 강제적인 “거리화”를 고려할 때 한

단체에서 다른 단체로의 기술, 테마 전승이라는 개념은 생각할 수 없는 제안이 아니다. 이는

<<星湖僿說>> 23 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관기와 광대의 기원이 이러한 북부 출신 민족의

재능에서 크게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특히 그렇다.

흥미로운 점은 고려시대 양수척 (재인)이 유흥과 매춘문화의 영역으로 유행하던 시기에 일본에

서도 양수척과 생활양식이 매우 유사한, 인형문화를 가진 북방 민족 문화가 묘사된다는 점이다.

11세기말에 일본인 오오에 노 마사후사 (大江匡房, 1041-1111)는 <<傀儡子記>> (くぐつき/ くいらい

しのき)198에서 일본 유랑예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傀儡子 (傀儡)는，元来는 人形을 조종하고 生計를 세우는 芸人이 있었을 듯 하나, 日本에서 同時에 歌舞，売媚등도 하는

遊女인 것차럼 보인다. 本書에 따르면，그들은 水草를 따라 移動하는 流浪의 徒이며，男子는 弓馬를 쓰고

狩猟하고，弄剣의 伎를 보여 人形을 춤추게 하여 手品도 만든다。여성은 厚化粧을 하고 倡歌淫 楽하고 媚를

판다。生活은 不安定하지만 流浪生活조차 課役徴税는 받지 않는다。

                                        

196 賣買旣乞請設戲/ 伶優之服駭且詭/ 東國撞桿天下無/ 步繩倒空縋如蟢/ 別有傀儡登場手/ 勅使東來掌一抵/ 小猴眞堪嚇婦孺/

受人意旨工拜跪

197 임재해, <꼭두각시놀음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양상> <<구비문학연구>> 5 한국구비문학회, 1998. 300-301 쪽.

198 일본 12 세기 초 문헌인 『오에노마사후사(大江匡房)』의 ‘괴뢰자기(傀儡子記)’에서 괴뢰자(傀儡子, 쿠구츠시)라는

유랑 예인 집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당패나 남사당패와 매우 흡사하다. 괴뢰자는 수초를 따라 유랑했고,

남자들은 활과 말로 수렵생활을 했으며, 쌍칼을 던졌다가 받기, 일곱 개의 방울 받기, 괴뢰희(인형극), 환술 등의 연희도

행했다. 여자들은 춤과 노래로 공연하고 몸을 팔았다. 이 괴뢰희가 발전하여 근세 닌교조루리(人形淨琉璃)와 오늘날

분라쿠(文樂)와 같은 일본 전통 인형극의 모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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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에는 구구쓰(傀儡子)라는 유랑민 단체를 묘사하는데 北狄과 닮았다고 하며, 그들은 생존을

위해 궁술과 기마에 종사하고, 생존을 위해 사냥하고 쌍검과 공으로 즐겁게 놀고, 인형(木人)을

만들기도 하고 복숭아 나무 가지 인형(木人)을 매우 생생한 방식으로 춤추게 하거나 전투 한다고

한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오오에가 쓴 설명이 양수척에 대한 한국 기록에 나오는 설명과 밀접하게

일치한다는 점이다. “水草を追って移動する流浪の徒” 등의 묘사는 전근대 한국인의 양수척 (화척,

달단, 반인, 재안 등)에 대한 묘사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한일 유랑민의 목제품 (공예품)의 공통점이다. 한국 갈래와 일본 갈래 모두 목공예(한국에서는

특히 고리 버들 (버드나무, 楊) 세공으로 잘 알려졌했기 때문에 (일본은 복숭아 나무 세동), 고려

시기에 한국 북방인 후예 갈래에게 목각 인형극 문화가 있었다면, 한국 갈래의 인형극의 특징의

하나가 그 목재품성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물론 이를 지적한다고 해서 북방민족이 목각인형을 조선민족에게 도입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인형극 (인형놀이)은 신라시대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전에 --1933 년 김재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동일은 그 전승 방향을 거꾸로 바꾸지만 일단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이적 (李勣) 장군이 인형극(傀儡)을 도입했을 뿐 아니라199 이는 이후 그 기술이 다시

고구려에서 신라와 백제로 전해졌다고 설명한다.200 이 고대 인형은 당나라 장군에 의해 도입된

것이 <<北史>>에 언급된,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나무로 만든 의례적, 제의적 신상 (神像)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201 는 불확실하지만, 또 이사부가 울릉도 정복할 때 쓴 사자목우상 202 등이  

고려 시기의 괴뢰술의 ‘조상’이라고 볼 수있는지 그 답을 암시할 만큼 구체적으로 밝혀진 역사

자료는 없다. 문제는 조선시대 양수척이라는 북방인 후예 집단이 목각인형극을 고려인들에게

도입하여 제의식 (祭儀式) 정적 (靜的)인형에서 움직이는 동적 (動的) 인형으로의 문화적 전환을

촉진했는지 여부이다. 

                                        

199 김재철, <<조선연극사>>, 조선어문학회,1933 서론. <<海東繹史>> 제 22 권 (1814)에 인용된 송나라 <<文獻通考>>의

구절: “傀儡疊[并, 幷]越調夷賓曲 李勣破高麗所進也” (괴뢰들은 여러 차례 <월조 이빈곡>을 연주하여 이적 [장군]은

고구려가 들어오는 것을 압도하였다), <<海東繹史>>의 다른 곳에서 “按魁儡子卽傀儡而傀儡及越調本皆新羅樂也” (괴뢰자는

괴뢰이며, 괴뢰와 월조는 모두 신라악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200 김재철, <<조선연극사>> (인형극), 서론 참조.

201 大東韻 府群王 떼 “2 사당에 신상 모셔두고 섬김한 사당에 柳花夫人의 모습… 타 시조인 주몽의 모습을

나무인형으로 신상인형  제의식” 북사>>>, <東夷傳> <高句麗條> 참조.

202



141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시대 (중기) 인형극은 조선 후기 남사당패 꼭두각시 전통의 조상으로,

가무용 인형의 형태로 등장했다. <<海東繹史>> 권 22, <<樂舞條>>에서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각종 연희와 잔치에서 음악에 맞춰 인형을 춤추게 하여 즐기는 인형놀이… 인형을 만들고 놀리며 가무를 잘하도록

하는 것을 괴뢰자  “(악곡괴뢰).”

위와 비슷하게, <<文獻通考>> <樂考> 에서, “괴뢰자가 인형을 만들어 놀리며 노래와 춤울 잘

하였는데 본디 상가에서 비롯되었으니 좋은 잔치에서도 놀았다.”고 전되고 있으며, 이규보가

<<復答幷序>>에도 꼭두각시놀음의 建寺 거리에 해당하는 이형극을 노래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예능 인형' 문화가 고려 시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기록이

있다. 훨씬 뒤인 조선 시기의 1614 년 문헌이지만 <<芝峰類說>> (권 18 雜技條)에

‘傀儡木偶戱…高麗亦有之云, 蓋我國有此戱久矣’, 즉, 오래전부터 (고려시대부터) 傀儡木偶戱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역시 조선 시기의 <<芝峰類說>>에 언급된 ‘傀儡木偶戱’ 관련 언급, 그리고

고려 시기의 이규보의 <<復答幷序>>에 나오는 꼭두각시놀음의 建寺거리 관령 언급이 모두

주요 초기 참고 문헌인데,

한편으로 위 문헌에서 언급된 오락적 괴뢰 문화가 만석중 놀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만석중 놀이의 바닥이 나무로 된 몸체와 박 머리를 한 막대 인형이라고 하면,

‘문화 융합’의 관점에서 둘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 융합 규칙도 이후의

홍동지 형성 과정의 발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신라로 돌아가서 만석중놀이가 <<화암경>>의 한 구절에서 따온 이름인 신라 '無㝵舞'에서

유래했다는 이론을 검토해야 한다. 원효(617-686)가 박과 함께 춤을 추는 우인 (優人)을 보고,

대중에게 아미타 신앙을 가르치는 도구로 박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나중에 박은 꾸며져

장식되어203 잔존하는 기록에 따르면 박은 인형이 아니라 악기로, 특히 춤 공연에서 타악기처럼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인형의 머리가 가끔 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통 인형은 전통 ‘무애무’와, 이것이 북방의 후예에서 수용했는지 독립적으로

개발되었는지 간에 목각 인형 기술라는 ‘혁신’을 융합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박을 쓰는

인형놀이와 ‘무애무’의 연결은 또한 만석중놀이에서 보이는 ‘화청’이라는 주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뒷받침되는 듯하다. 즉, 승려들의 수행과 포교 활동과 관련하여 무애 ‘춤’이든, ‘괴뢰’든, 

                                        

203 李仁老의 <<破閑集>> (1260)에서도 무애의 생김새를 “목이 잘록한 호로曲項葫蘆”라 하거나, “배는 가을매미 같고,

목은 여름 자라 같아, 그 잘록함이 마치 사람을 닮았고, 그 빈 데는 물체를 채울 수 있다

腹若秋蟬, 頸如夏鼈, 其曲可以從人, 其虛可以容物.” 노래(무애가)와 춤사위(무애무)와 인간형 '무애' 박에 붙은 활동 (무애희,

무애가무)의 연관성은 기껏해야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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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욕망을 벗어 던지고 열반의 세계로 등장하는 과정이 만삭중놀이 공연에 수반된다는

갓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나무를 쓴 인형 기술은 박 타악기 방식에 대한 수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처음에는 인형놀이로 진화한 것으로, 처음인 제의적인 형식에서, 대중 인기를

추구하는 형태로, 팔관회, 얀등회/4 월초파일 등에서 금전적 기부를 늘리기 위해 발전했을 것이다. 

(이것이 이규보가 본 것이다.) 이 "발전된" 형태의 괴뢰술은 조정과 사원 문화 내에서 점점 더

일상적이고 유흥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후 사회, 경제적 격변의 시대에 불교공연예술가의

거리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인형극이 대중화되면서 하층민이 지배계급과 지도계급을 패러디할

가능성이 열렸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만석중)가 도덕 교육의 한 형태로서 교묘한 비판의

대상이었던 반면, 조선시대에는 유교에 대한 비판이 탈춤과 인형극의 화두가 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상류층이 사회의 남색 현상에 대해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이 꼭두각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외부인의 영향을 기록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과 결합하여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낼 신선하고 새로운 '개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멋 이론’은 먼 과거가 아닌 동시대의 문화 동력에서 ‘개혁’ (자극, 영감)을 찾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재인의 인형문화가 남사당패 인형극에게 미친 영향의 정도를 문헌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나, 재인 문화가 적어도 조선 후반기 인형극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론적으로, 임진왜란 후의 사회 조건 내에서 일상의 고난, 힘듦을 탈출하기 위해 오락이 어느

때보다 필요했던 시대에 204 특히 나례도감 금지 이후, 사회의 밑바닥, 길거리에서 불교와 재인

예술가들의 (아마도 간접적) 접촉을 통해, 조선 초기부터 그들의 구걸 활동을 특징짓는 귀신

쫒아냄, 굿, 가창, 무용 공연과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 목록을 더 대중화할 필요가 있었고

인형극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신연극' 열풍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사실 남사당패 인형극은 예능적인 측면에서 이국적이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 미타

무라 (三田村鳶魚)가 1930년대 구파발 인형극 전통의 일부로 홍동지가 스스로 목을 베는 모티브를

205
지적했다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는 홍동지 캐릭터가 순전히 한국 전통에 속하지 않았

던 '이국적' 인형극의 등장인물에서 발전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대문 '북방인' 공연

                                        

204 “금년에 몹시 가뭄이 들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두려워하고 조신해야 하는데, 도하(都下)에 성대한 향락의 거조가

기존에 비하여 더함이 있어서 인형(傀儡)의 놀음이나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놀이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마땅히 조속히

금단할 것을 명하여 재앙을 만나 수성(修省)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1734 년(영조 10)에 향락 풍조를 지적하며

인형극의 금지를 요청하는 김기석(金箕錫)의 상소문이다. 가뭄이 극심한 데도 불구하고 도성 일대에 인형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인형극이 민간의 호응 속에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허용호의 글에서 인용)

205 三田村鳶魚, <박첨지가 가르치는 인형 제작 과정>, <<꼭두각시놀이>>, 열화당, 1990, 124 쪽.



143

에서 두 귀신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모습이 남사당패 '꼭두각시'에서 박첨지와 그의 아내 (꼭두

각시)가 돌아다니며 길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그는 진실로 그가 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돌머

리집을 마주하도록 강요하자 첩이 아내를 계속해서 머리로 때리는 모습과 비슷하다. 단지 그 경

우에 캐릭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꼭두각시가 승녀가 되겠다고 말하고 금강산으로 간다.

특히 홍동지라는 등장인물의 토착화 후에도 북방민족적인 요소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론화할

수 있다. 즉, 홍동지는 소에 능한 능력, 죽음을 잘 다루는 ‘힘’, 맹렬한 ‘전사’를 겸비한 아웃사이더

의 동화(한국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의상 (衣裳)상으로 이국적이지 않은 캐릭터지만, 홍동지

는 오히려 의상이 없는데, 그의 벌거벗음은 야만성, 과잉 남성성을 함축하지만 정직함과 가식이

없음을 대표하기도 한다. 노동이나 용기가 필요할 때 이외에 진 (眞)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괴

한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고 또한 위협이다. ‘피조리거리’에는 박첨지의 딸과 아내인 두 피조리가

뒷산에 가서 채소를 따고 상좌중과 노는 장면에 홍동지는 알몸으로 나타나 그들을 쫓아내는 장면

은 그 첫 예이다. 이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화척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

방에 살았던 불교도 유랑민들이 동정, 존경할 만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평안마당마당’의 '매사

냥거리'에서 길을 닦는 일꾼, 수렵꾼, 소 몰이꾼, 관 지는 사람 등의 역할을 다하며, 평안 감사의

부임, 매사냥, 상례식과 관련되는, 양반을 섬기면서 평언감사의 악행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대표하

는 인문로 볼 수 있다.

사실 일부 한국 연극사 이론가들은 홍동지의 붉고 원시적인 모습을 북방인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 문화에의 적응 과정에서 남색 예술가들이 발상한 원시적이고 성적인 남성 형

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은 홍동지 (자신)이 그의 남성적인 벌거벗은 것뿐만 아니라 ‘꼭두각시’

의 일부 버전에서 관을 나르는 데 사용하는 성기에서도 나타나는 에로틱한 성격이라는 해석도 가

능하다. 무대를 지배하지만 풍자의 대상이 되는 부패하고 무능한 유교를 대표하는 박첨지와는 대

조적이인 인물로 이처럼 '외부'는 그의 거친 발랄함만큼이나 그의 유능함과 인형 제작자들의 에로

틱한 취향을 반영한 모습으로 풍자적으로 차용되어 한국 인형극에 도입, 정착화되었다.

전통의 쇠퇴

조선 시대의 남사당패의 모습으로, 여장을 한 무동, 날아 다니는 땋은 머리, 선배/동료들의 어깨에

높이 들어 올리는 곡예뿐만 아니라, 농부 일로 가득 찬 날날에서 탈출을 찾는, 모여 온 많은

관중의 눈에 띄려고 하는 모습 등 여러가지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준다. 힘들고 까다로운 삶을

살았던 전문적 광대들과 연기자들의 얼굴은 대부분 거칠게 생겼고, 소년들의 얼굴에는 열정이

없고 단호한 표정을 짖고 있다. 이 이미지에는 전 세계 서커스의 가난한 낭비자와 저급 또는

초라한 공연단에 대한 문학적 및 시각적 묘사에 대한 대응물이다. 일부는 수채화로 채색된

당대의 엽서에 보존된 이 임의의 시각적 기록은, 사진가의 스튜디오에서 무대로 펼쳐지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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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와 20 세기 초기 마을 생활의 작은 면을 보여준다. 이 시기 여성들은 주로 집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진에서는 때때로 극단이 대부분 남성 관중들과 함께 축제 및 기타 마을 행사에 참여한

많은 군중에 의해 사방으로 둘러싸인 공연 중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미지는 조선 후기 남색

전통을 심층적으로 다룬 최초의 근대 연구 중 하나인 1980 년대에 등장한 심성우의

<<남사당패>>까지 수십 년 동안 글에 상응하는 담론없이 유포되었다. “한국에는 민중사

(民衆史)가 없었다”고 한탄한 심우성의 연구에는 예쁜 소년의 미모에 극단의 인기가 달렸다는 것,

206 “남사당패거리 사이에는 …삐리의 쟁탈전이 치열하다는 것이었는데, 자기 몫의 암동무를 갖기

위한 방편도 되겠지만, 반반한 삐리가 많은 패거리가 일반적으로 인기도 좋은 것이어서 더욱

주요시되었다” (36)며, 남성 연기자들이 소위 ‘동성애 집단’이라는 것, 마을 남성들은 숫동무를 더

잘 먹이고 입히려고 다른 숫동무 대상과 경쟁하여 “숭강내기”로 싸웠다는 사실들에 대한 이전에

논의되지 않은 디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심우성이 설명했듯이 남사당패의 제도는 가난한 집에서 아동을 모집하는 관행과 이렇게 모집한

이들을 청소년들이 훈련하고 돌보는 체계적인 공연자 커뮤니티로 통합시켰다. 남사당패 문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심우성의 실증적 연구는 전근대 한국 남색 주지 (主題)에 대한

학술적 담론의 문을 열었지만, 극단의 ‘남색적’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면서도 자신의 현대적

관점을 덧붙여 이 요소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한다. 이것은 나중에 심우성의 연구 10 년

후에 등장한 남사당패 단체를 주제로 한 현대 문학과 평행을 이뤘다.

스님 혜범의 픽션 소설 <<남사당패>> (1 부) (2001)에서 한국 전쟁 이후 풍장패의 장구 명장

개코가 패의 최신 멤버인 소설의 주인공 덕배(10 세)에게 그의 고향인 전라도의 독특한 장구

리듬을 가르친다. 음악 공연 천재인 스승 개코는 '동성애자'다. 소설은 여기에서 '화랑'전통의

남색적 뿌리라고 부르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것을 오로지 과거로 옮기기 위해서이다. 웃는 덕배가

멘토의 지시에 따라 장고 연습 레슨을 받기 전에, 거친 매너, 말과 습관이 촌스러웠던 개코는

겁에 질린 덕배에게 바지를 벗고 음경이 침투하도록 폭력적으로 강요하려고 한다. 덕배가

부처처럼 되고 싶어 개코에게 복종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그 행위는 완성되지 않는다.

소설에서 덕배의 조숙한 추론은 개코의 무모한 욕망으로 묘사되는 것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개코가 다시는 그런 행동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장면은

생산적이고 재미있는 음악 수업으로 바뀐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묘사된 남색 욕망은 소년을

실제로 위협하기보다는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는 행위로 생산적으로 대체된다. 이 날카로운

도덕적 비판에 의해 재빨리 전달된 남성 어른과 소년 간의 성관계 문제는 한 번의 회상

(flashback)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이야기에서 일축 된다.

                                        

206 심우선,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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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한 폭력으로 남자와 소년 사이의 성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서사에 대한 다소 서투른 도덕적

척도 역할을 하는, 극단의 우두머리인 ‘땡초’ 스님 평안에 의해 소설에서 더욱 강화된다. 평안은

한때 여성 애인이 있었고, 여성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이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남사당의 이미지를 남색 이미지에서 멀어지게 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사실 평안은 죽은 여자

애인과 닮았기 때문에 극단의 덕배를 선택한다. 혜범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더구나 개코

아재의 그런 버릇을 최고 싫어하는 게 (우두머리) 스님이었다. 옛날에는 사당패라고 하면 의례

동성 연애자들이니 몸을 파는 창녀라고 했다지만, 스님은 그런 말만 나오면 질색팔색을 했던

것이다.”

1940 년대는 한국의 소년애 전통의 끝이었기에, 1940 년대의 평안의 소년애에 대한 태도는

역사적으로 적절하다. 동시에 이 소설의 내러티브 목소리는 연기자와 어린아이 사이의 성관계에

대한 비판에서 평안의 견해가 조선 농민 생활의 세계 속에서 남사당패의 원래 문화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인한다. 소설 작가가 소설 서사를 40 년대보다 2 세대 전으로 설정했다면

덕배는 단단하게 조직된 남색 사회에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2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혼하기 위해 극단을 떠나지 않은 한, 평생 극단에 머물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 시기 남색 문화를 재방문하는 것을 통해, 근대적인 아동 인권 개념 이전에 소년애가

도덕 범죄로 여겨 지기 전, 개코의 행동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게 될 만큼의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전근대 사회의

이러한 측면을 무시하고 시간 속에 묻어 두는 것은 20 세기 한국 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소년애와 그것이 가능한 사회 역사에 대한 지식을 잊혀진 과거에 맡기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전통이 지닐 수 있는 다른 가능한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쇠퇴는 거의 공개적인 사회 학적, 종교적, 심지어 성 학적 담론없이 일어났다. 러트가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한 1950 년대 무렵, 그 전통에 대한 주제가 우연히 언급되었을 때,

문화는 이미 크게 쇠퇴했다. 1964 년 그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조선 "미소년"의 관습에 대한 구두

증언이 포함된 <<Korean Works and Days: Notes from the Diary of a Country Priest>>을 단행본으로 출판했을

때,

얼마 전 나는 작은 교회의 대기실에 앉아 교회 감독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까지 나는 소년애 (pederasty)가 죄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겨우

40 년 전 [1920 년대] 마을에 종종 “예쁜 소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젊은 홀아비와 때로는 노인과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멋진 옷을 받고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위는

‘배척’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결혼 기회를 손상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회하는 연기자들 (무용가,

곡예사, 인형극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년애 (성행위), 남성 매춘, 정기적인 동성애 결혼 (때로는 여장)이 일반적이고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207

                                        

207 Not long ago, I was sitting in the retiring room of one of my smaller churches, chatting with the churchwarden…he

chuckled and said, “You know, I never realized paederasty was a sin till I read the Epistle to the Romans….” He sai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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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는 남색에 대한 오랜 침묵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가르침, 도시화와 근대 도시 생활의

변화하는 속도, 일본 경찰의 눈, 성 및 섹슈얼리티에 대한 과학 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후

현대화로의 추진은 한국의 의식에 남아 있는 전통적 성 체제의 의식적 기억을 지워 버리는

역할을 했다. 한국 전쟁과 외국인 군인들도 한국의 동성애 문화를 미국의 하위문화 기준에

맞추는 데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성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고 도시에 집중되어 하위 문화가

형성되었지만, 하위 문화의 은밀한 ‘풍류’의 영역에 남아 있었다. 이 과정 속에서 의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when he was a boy, only forty years ago, there were often “pretty boys” in a village. They were especially the favorites of

young widowers and sometimes of older and rich men. The boy would receive nice clothes and would be fairly

conspicuous. But his position would involve no ostracism and would not impair his chances of marriage. But among the

itinerant players—the dancers and acrobats and puppet show people—pederasty, male prostitution, and regular

homosexual marriages, sometimes with transvestitism, were common and well known.” (112-13)   -Richard Rutt,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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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식민지 시기의 동성애 의식

4.1 식민지 공간, 성정치의 ‘만세전’

조선 왕조의 정교 (正敎)와 임진왜란이 초래한 혼란과 빈곤이 풍류라는 풍선의 한쪽 끝을

부수고 다른 쪽 끝을 부풀리게 했다면, 근대성은 그 풍선의 수축을 의미했다. 오래된 남색 풍류

문화의 외형적 표현과 그에 특화된 미학이 무엇이든 간에 20 세기 초 개발도상국 도시 지역에서

크게 물러났다. 화랑의 잔재 문화는 오랜 세월 군사적, 의식적, 정치적 기능뿐만 아니라 신라

문화 잔재로서 성관계와 친밀감의 전통적 표현을 잃어버렸고, 사당(寺黨) 극단 전통은 점점

문화적 풍경에서 물러나면서 그 미적, 오락적 기능을 간신히 고수하고 있었다. ‘멋’ 이론에 따르면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서 잠복하거나 일상 생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멋’의 새로운 표현법은

문학에서 단기간 동안 발달하였다. 그러나 문학의 좁은 영역 외에는, 잃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잊혀진 것 (풍류 형식)을 대체할 문화의 전체적인 생산이 없었다. 하지만 그러나 표준과 근대성의

관습 아래에서 이 중 어느 것도 반드시 후회할 일이 아니었다.

이는 한국의 전통 성의식 (性意識), 특히 여기에서 3 단계 성질서라고 불리는 것이 무너지거나

대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대화에 접어

들면서도 전근대 시대부터 남색 활동에 대해 동일하게 침묵을 유지했다. 아직 뚜렷한 성 정체성

주체가 없었으므로 그러한 주체가 필요하지 않았다. 남사당패 (현대 무당(巫堂)은 예외 일 수

있음)와 같은 눈에 띄는 문화적 상징 없이 남색 욕망으로 행동한 한국인은 평범한 시민 수준에서

살았으며 익명성과 행동의 자유를 모두 누렸다. 사(私)적인 성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압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무고하게 살았다. 반란을 일으킬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일상적인 한국 사회의 외부, 위, 아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볼 수 없었다.

근대 초기에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가해진 많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3 단계 성질서와

남색 관계에 대한 큰 압력은 없었다. 남색 활동은 ‘질서’와 ‘풍류’의 조화 원칙을 존중하는

선호도의 두 번째 단계로 비판을 분석도 할 가치가 없는, 그냥 삶의 일부로 여겨졌다. 사회

질서와 풍류의 낡은 균형은 옛 남색 풍류가 멋 표정으로 거의 사라진 후에도 남아 있었다. 그

질서에 대한 압력은 아직 먼 미래에 있었지만 그 전에는 압력 위협이 있는 몇 가지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하는 것으로 주목 될 수 있다.

식민지 시기와 그 후 수십 년 동안 남색은 범죄 혐의 또는 범죄 실행과 관련이 있을 때에만

일반에 공개되었지만, 그 행위 자체는 결코 불법이 아니었다. 1899 년 혼마가 길에서 소년

성매매가 흔하다고 주장하는 한성(漢城)에서 그 해 초봄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서 (徐)

라는 사람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광화문 근처의 술집에 들렀다가 장작을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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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부터 장작을 구입하게 되었다. 서 (徐) 피고에 대해 檢事公訴를 보면, 그는 판매자를 한강

(漢江)으로 동행하도록 초대했고 그곳에서 나무 값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가는 길에 판매인

(아마도 젊은이)의 미모에 반해서 (其美貌를艶羡야) 그를 길에서 벗어난,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男色을一次行之고).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서씨는 나무

판매인을 살해하고 그의 소를 훔쳤지만, 한성부재판소 보고서에서 범죄 실행 과정에서 저지른

성행위는 기록에 있는 많은 세부 사항 중 하나에 불과했다.208

화랑 전통과 그 유산으로 인해 고대부터 있었던 남색 관계를 놓고 본다면, 만약 청군 (淸軍)이

중일 전쟁 (中日 戰爭)에서 승리했다면 이 법적 침묵은 변했을 것이다. 1883 년 청나라 고문

마건상이 고종왕에게 남색 관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개혁 (조치) 목록을 제안했다. 209 중일

전쟁의 발발은 개혁의 통과/제정을 막았고, 남색은 일본 문화의 영향 아래 한국에서 합법성을

계속 유지했다.210

그러나 화랑 전통을 중심으로 한 전통 제도에 대한 문화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러트의 제보자가 언급한 것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고대 중동 (中東) 레위법에서 이양된

남색금지를 표방한 기독교의 한국에서 대중화는 그러한 전통에서 ‘관대’하게 맏아들였던 성행위

금지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1920 년대에는 다소 기독교화된 북측에서)

함흥북도의 50 대 교사가 13 세 학생 (및 기타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체포된 1927 년

                                        

208 <質禀書> 第九十九號, 光武三年七月十八日(1899 년 07 월 18 일) /발송자 漢城府裁判所首班判事 金永準.

209 馬建常書上 十四條 “一, 切禁男色, 犯則一律事” (金衡圭, <<靑又日錄>>, <馬建常書上十四條>

한국사료총서(韓國史料叢書)』22, 국사편찬위원회, 1976. 기타 제안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금지가 포함되었다: 早婚,

奴婢爲世役, 爲刑問, 爲孥戮, 罪犯之人, 限十年赴役, 異其服色. 권장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었다: 罪人子孫, 許赴考試事,

京中假家, 限以春罷撤, 禁男色, 犯則一律, 寡婦與鱞婦作配, 勿禁改嫁事, 收用工技, 田制以井田變通, 若有勒奪寡婦, 則用律事,

傳曰, 自廟堂稟處, <<靑又日錄>> 기타 제국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이익과 조약, 국제법 및 현대 기술을 활용하는 동기를

부여받은 청나라는 스스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 일본 및 서구 열강과 동등한 “공격적이고 개입주의적 과정”을

추구했다. 이는 한국의 지역 및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의 통합/편입에 근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Kirk W. Larsen,

Tradition, Treaties, and Trade: Qing Imperialism and Chosŏn Korea, 1850-191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8). 마건상 주한 대사단에 포함된 독일인 고문이 동성애 금지 조항의 포함에 대한 영향의 정도는

불분명하지만, 청나라는 오래 전부터 남자와 청소년에 대한 강간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 소녀와 여성에 대한

강간에 대한 처벌과 동등 (Sommer). 일본의 유사한 개혁 시도에 대해서는 Pflugfelder 참조

210 식민지 조선에서 동성애적 표현을 금지한 유일한 법은 1938 년 일본 정부에서 나왔다. (情操 輕視의 小說, 동아 일보

38.9.14). 30 년대 말에 전쟁 동원이 강화되면서 일본과 조선에서는 공적인 글에서 동성애 욕망 표현, 순결을 무시하는

소설과 동성애 자살을 칭찬하는 소설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도 다음 해 식민지 시기 소설 중 동성애 테마를

가장 많이 나타낸 <<화분>> (1939)(이효석)이 발간되었다.



149

신문 기사가 이러한 사회 변화를 대변했다. 211 소년애에 대한 이러한 ‘냉각효과’는 기독교 교회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제정한 신교육 제도의 근대적 분위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1924 년 동아

일보에 실린 기사는 일본의 고등 교육 행정관 (와세다대 文學部長)이 남자 학생에게 키스 한

사실이 밝혀진 후 러시아로 도망쳤다고 보도했다. 212 키스를 기반으로 한 와세다 사건은 함흥

사건보다 더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만, 둘 다 소년애의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서 근대 개념으로의) 변화를 시사한다. 남자 교사와 남학생 사이의 성관계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겨졌다면 조선 시대에 일반적으로 용인되었다는 것이 박관수의 1940 년대 강원

마을 문화 연구에 힌트가 있다. 박관수의 연구에 따르면, 1940 년대 깊은 시골 마을에서 그러한

관계가 있었다고 전할뿐더러, 용인되고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교사가 조롱을 받게 될

정도였다. 213 현명한 노인 선생님과 뛰어난 학동의 성관계를 다룬 육용정 (1842-1917)의 소설

<<李聖先傳>>은 그러한 관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 훨씬 이전, 고려

시대의 이규보 장시 <<次韻空空上人贈 朴少年五十韻 >>에 비추어 학생과의 관계가 발각되자

가벼운 추문을 당했지만 처벌 받지 않았으며, 이규보는 그 관계를 긍정시하기까지 했었다. 근대

시기에도 1930 년대에 한국 동성애사 (同性愛史) 연구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고민’ (?)하던

李石薰은 해학스럽게 남색 관계의 예로 고전적인 노인과 소년의 고정 관념을 불러온다. 214 이는

                                        

211 “男色 先生 控訴 가르치는 애들과 동금-팔개월을 불복- (동아일보 1927.4.8). 함북회년군 용흥면세곡동 洪종팔 (57)

그 동리 漢文書堂 선생질을 하면서 “호라비” 로 적적하다하야 서당 어린아희들을 차례로 자기 침실로 다려다가 계간

(鷄姦)

을 하든 일이 탄로되야 어린아희들의 부모가 고소를 제기한 결과 청진지방법원회녕지청에서 징역 팔개월의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야 작칠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신립하여 왓다는데 그는 원래 충횡도사람으로 일즉상처를 하고 고적한

새ㅇ활을 계속하는 중 늙은 몸에도 색욕을 참지 못하였든지 작년 오월 경부터 자기가 가르치는 동리 姜某 (13) 를

비롯하야 여러 아이들을 자기방으로 불러서 그 갓치 계간을 한 것이라더라”.

212 “片上씨入露는 男色關係” (동아일보 1924.10.15)

213 근대성과 함께 크게는 사라진 관행들이다. 박관수의 80 대 노인과의 인터뷰에서 제보자들은 서당에서 학동을

숫동무로 선택한 선생님의 경우에도 다른 맥락에서와 마찬가지로 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그는 1 년 동안

그의 “훈료”였던 쌀 1.5 가마니를 받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또 다른 아이들보다 숫동무를 더 잘 가르쳤다. 숫동무는

학생이 많지 않고 한 명만 뽑았다. 다른 마을에서 초청 받은 훈장 (선생님)도 아내와 떨어져 사는 학동과 함께 잤다 등 등

박관수의 조선 시기 상황에 대한 많은 힌트를 준다. 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 사회는 그러한 관계가 생식과도 관계

없고 특히 전통 풍류 전통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합법성 또는 진지한 도덕성 문제로 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20 세기 (근현대) 한국의 성의식과 동성애에 대한 침묵/관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성 풍류 전통에

대한 고찰이 불가피하다. ‘미소년애’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boy"라는 용어가 고령의 성 파트너에게도

사용되었다는 보스웰의 관찰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박관수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214 “동성애만담 춘천” (동아일보 32.3.17) “남성이란 대체~ 여성에 비하야 보다 비위조코 렴치없고 배심조와서

여성들처럼 완사?안꼬 눈불을 졸졸싸며 정사까지는 하지 안키 때문에 남성간의 동성애는 暗黑面에 가리워 있을 뿐이다.

과연 사내끼리 A 가 B 를 두팔로 목을 꺼안고 여드름이 툭툭뵈여저나온 번?주그레한 뺨나? 뺨?을 부드치면서 “키스”의

“갤디쿠르치?를 演奏한다면 그에서 더혀?과 망츠?한 꼬락쓴이가 어데있스며 假令 더벙머리 老總角이 十四? 九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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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소년애 관계가 전통적으로 별 심각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무시되거나 대중에게 (중세

일본과 같이) 미덕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았다면, 소년애가 (중국 청나라와 같이) 여성과 관련된

유사한 행위와 동일한 수준 범죄로 취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선 시기까지 이어진

화랑 전통의 흔적, 구체적으로는 그 전통/흔적의 결과로 소년애에 대한 사회적 무시로 설명할 수

있다.

동성애사 (同性愛史)적 측면에서 식민지 시기는 전통적인 남색 풍류 문화가 크게 사라지는

중이나 사라진 채, 근대화, 도시화, 식민적 맥락에서 성적 주체 (sexual subject)가 문화적으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창의적으로 탐색할 기회가 많은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과정은 전근대 화랑 문화의 맥락보다 훨씬 더 원자화 되었으며 개인의 차원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

일상적인 식민적 맥락에서 이러한 새로운 문화 형성과 소통의 과정이 덕 (德), 인간형성을

중심으로 한 한건의 멋 등식 (전통-주체-개혁à 창조 [멋]) 의 조건을 만족시킬 것인지는 그들의 숨겨진

개인 차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수도 없다. 그러한 문화적 창작물이 멋 표현과 같은 것이든

아니든 그 당시 공개적인 맥락에서 나타나는 그 유일한 맥락은 범죄 및 범죄 보고서와 관련이

있었지만, 이 같은 보고서는 또한 일부 문화적 창작물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는지를 시사한다.

식민지 조선 시회의 지속적인 합법성, 침묵 및 관용에도 불구하고, 1919 년 삼일 운동 이후

총독부의 ‘문화 정책’ 아래 드러나기 시작한 남색 관련 공개 담론은 대부분 신문상의 범죄란,

범죄 의혹 또는 스캔들 보도에서만 나타났다. 여장남에게 관심을 기울인 자는 그러나 이전

시기때처럼 조선 관찰사나 포도청이 아니라, 한반도에 급격히 증가한, 동네 마다 설정한 민간

경찰 파출소였다. 신문에서 가끔 일본인으로 보도되는 이 경찰관들은 길을 걷고 있는 여성복

입은 남성이 있으면 그를 바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심문하거나 감옥에 옮겼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관의 국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인 경찰과 조선인 경찰의 여정남 취급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일본인과 조선인 경찰이 모두 행동한 일반적인 식민

감시 시스템을 참조하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이러한 경찰과의 만남에 대한 신문 보고는

조선인이 정리한 것이다. 어떠한 사건이든 당일, 다음날 혹은 며칠 후, 취재거리를 찾아보기 위해

파출소 혹은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다니는 조선인 기자에 의해 신문에서 공개했다. 심문

끝에 무죄로 판명되면 용의자는 금방 석방됨은 보통이지만, 말을 계속하는 이는 구금되어 공공의

방해로 기소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저항의 표시는 식민지 시기 경찰과 여장남의 만남과

                                                                                                                              
美童에게 혹딱반~하마 가슴을 태우며 “사랑하는 O 男이여! 나는 그대가 그리워 죽을 지경일세! 그대의 보등보등한 두 뺨,

그 샛벌가튼 두눈 그리고 붉고 생족한 익은 앵도가튼 입술!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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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 만남을 구별하는 새로운 상황일 것이다 215

1936 년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시내 臥龍町街上에서 매력적인 여성으로 분장한 20(또는 22)세

청년이 밤늦게 길을 걷다가 흰색 상의와 검은색 치마를 입는 것이 발각, 체포되었다. 여성 코트로

덮어 쓴 용의자의 얼굴은 여자처럼 보이도록 분가루를 바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기생식 이름

‘작란’이라고 불렀다. 그는 전라북도에서 서울로 올라와 嘉會町 (종로구) 일번지에 있는 하숙집에

살면서 라디오 방송국 기술자로 훈련받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짧게 잘랐고

하숙집 여인의 옷을 ‘빌려’ 작란의 이름으로 친구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는 종로 파출소

(서원)에서 남성으로 적발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큰 키의 인상은 얼른 보면

소름이 끼칠 만치 징그럽게 큰 사나이다” (조선 일보 36.12.23) (매일 신보 36.12.24)

근대적이 되고자 하는 용의자의 '밥' (단발) 헤어스타일과 패션보다는 흥미로운 점은 서문

주변에서 배회하던 사건의 여장남이 한곳에서 빈번히 출현하여 의심을 받고 심문을 받은 한편,

식민지적 맥락에서 여장남은 단지 도시 중심 길을 한번 걷는 것 때문에 의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도시이기 때문에 악령이 몸에 달라붙은 격정 따위는 없으며, 용의자가 범죄

의도가 없다는 것과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그렇게 입는 것뿐이라고 확인하면 그는 석방되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전근대와 동일한 태도를 보여준다.216

경찰과 달리 조선의 일반 시민은 도시든 시골이든 도난이나 사기꾼, 속은 파트너가 여장남의

진정한 정체성이 발각되면 그 여장남을 경찰에게 신고했다. 그러나 유죄 판단을 받으면, 처벌이

빠를 수 있다. 1935 년 봄, 전라북도에서 27 세 청년이 여자처럼 옷을 입고 얼굴에 분을 바르고

여자만 모이는 집에 무단 침입해 그 자리에 꽤 오랜 시간 여성들과 윷놀이를 같이 하고 있다가

발각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 결국 그 집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똥물을

마셔야 돼 고통스러워 신음하며 집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조선일보

(35.3.3)에서 ‘넌센스’ 이야기로 보도된 이 사건의 남자는 심문의 과정 없이 그의 의도와 무관계로

마을 사람들이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217 이 경우에도

근대 초기 조선에서 여장남에 대한 사회적 견해는 이전과 그리 변하지 않은 모양이다.

                                        

215 조선인 여장남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조선 시기부터 그리 변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으면, 덜 관대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다.

216 당국은 여성으로 변장한 남성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 우려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군인은 살인 현의를 피하기

위해 여장을 했고 (동아일보 26.5.28), 또는 일본으로의 이주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쉬웠다는 말을 듣고 여장을 하고

페리를 타려고 할 때 일본 당국에 잡힌 사례 (<동아일보> 28.1.20)를 들 수 있다.

217 이와는 대조적으로 식민 시기 내내 한국인의 소년애에 대한 범죄 보고는 한번도 안 보인다.



152

그러나, 당국 (경찰)과 평범한 조선인의 대조적인 태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생하게 묘사한

“화천지방에 여장남 어려서부터 녀자로 행세”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짧은 탐정 이야기의 어조로

쓰여진 이 기사는 화천에 있는 양복 가게 앞을 지나가는 두 명의 수상 쩍은 여성이

“소년이야?”라고 묻는 10 여 명의 어린 소년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대상인 17 세 춘천 출신 그 사람은 하얀 저고리, 검은 뚱치마를 입고 머리를 수건으로

감고 손에 하얀 파라솔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어릴 때부터 소년처럼

행동하지 않았지만 소녀처럼 행동했다. 여학생들과 놀았고 요리도 잘했고, 심부름 소년으로

일하는 여장을 입고 음식점을 돌았다. 1 년 전에 한 남자 학생이 그에게 반했다. 관계가 밝혀졌고

그는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그의 이웃 집 소녀는 부모님의 집을 방문하는 동안 함께 놀아가자고

그를 초대했다. 그는 화천 시청으로 소환되어 옷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튿날 남자 아이

옷을 입어야 해서 춘천으로 돌아 갔다. (동아일보 29.9.4, 조선일보 29.9.5)

위의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가정과 지역 사업장 모두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관용을 보였고, 여성복을 입고 공개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었으며, 그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손을 떼는’ 접근 방식을 그는 누렸다. 분명히 남학생과 은밀한 관계를 맺은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경찰의 심문을 받아 야단을 받고 여행 중 남성복을 입도록 강제되었지만,

그가 그 이전에 남학생 파트너가 학교에서 쫓겨난 스캔들 전과 (前科)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218 따라서 소년에 대한 공격적인 꾸짖음이 그의 범죄 기록과 무관하지 않다고

가정할 수 없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피험자가 저항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기소될 수 있다. 서대문에서는 여성 옷을 입어 일본 이름을 사용하는 (본명 金貞集)

24 세의 미남자가 체포되었다. 그는 봉래동 경찰서 앞을 지나가다가 의심스러워 보였다. 경찰은

즉시 그에게 불러

신원을 물었든 바 유창한 국어로 조선인 경관은 대체로 불량하며 친절치 안타고 도리어 호령을 함으로 취조하든 경관은

어떤 영문인지도 알 수 없으며 그의 모양의 일거일동이 수상함으로 이를 공안방해라는 죄명으로 동서에 인치하고 그의

사실을 추궁하였는데 양머리에 양장은 하고 채림이 신여성 같이 보이나 말하는 음성소리를 들으면 분명한 남자의

목소리이므로 그래도 과연 여자이냐? 남자이냐고 수차 물었으나 확답이 없고 다만 환자 밑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을 뿐이었다.”

‘조선 경찰이 나쁘고 불친절하다’고 말하자 공안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은 그가 보도에서 “괴미인”,

“괴물”로 묘사되는 일과 관계가 없지 않을 것이지만, 50 년대 한국 전쟁때까지는 거의 신문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그의 사진까지 보도와 같이 실린 것은 용의자의 말대꾸를 싫어하는 경찰의

                                        

218 1926 년 수원에서 일하는 한 집달리가 어느 날 저녁 여장을 입고 여관에 갔다는 신고가 나왔다. 그의 남성 신원이

밝혀지고 경찰이 연락을 받았다 (동아 일보, 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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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으로 읽을 수 있다. (동아일보, 38.2.1)

아마도 이러한 경우에는 예술계와 마찬가지로, 근대적 특징을 포함한 여장 (짧은 머리, 서양식

또는 일본식 복장, 일본 이름 사용 등)으로서의 근대적 정체성을 가능하게 한 외국 문화 (일본)를

통해 하급 도시 생활을 하는 젊은이의 에너지 (성적 감정 포함)와 일치하는 표현적 가능성 또는

탈출 수단을 제공하는 문화와의 연결 감각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년을 '괴인'이라고 부르는

기자에게 수사 결과를 신고한 경찰원이나 간수의 말을 반영하거나, 독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선정적인 용어로 서술을 하며 기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하거나. 그러나 길거리에서 춘천 여장남을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소년들의 조롱, 혹은 저항하는 용의자에 대한 경찰이나 기자의 모욕은

의심할 여지없이 항상 존재해 왔던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조전 사회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낙인과 법적 개입 측면에서 관대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방지와 비슷하지만 실제로 '중성'이라는 상태를 가진 근대 사례의 경우 1938 년

중성으로 판단되는 여장 미녀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1 월 3 일 전야 서대문에서 정체 불명의

여장을 한 낯선 남자가 공안 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署員)은 그의 주소를

찾았고, 조사를 하러간 후 신체 검사를 했다. 그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이었다.219 그는 어릴

때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가서 3 년 동안 머물렀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어렸을 때는 소년처럼

행동했고 고향인 함흥에서는 장교실의 심부름 (小使) 소년이었다. 현재 그는 용산의 특정

의원에서 여자처럼 행동하며 환자를 위해 심부름을 하고 있다. 그는 … 석방되었다. 이 사건은

아주 명백하게도 범죄가 없는 자리에서 조선인들은 모호한 ‘유전적 상태’에 대해 관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화랑 전통과 연계된 여장을 조선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범죄나 혐의가 없는 한

남색자체도 비슷하게 여겨졌을 모양이다. 기타 인간의 성생활과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남색은

사회적 예의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한 활동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지 않은

사회적 환경에서 그러한 활동을 위해 특정 장소가 지정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남색과 관련된 문화의 세련된 활동 중 일부는 제대로된 ‘풍류’였지만 성행위 자체가 (이성 관계와

마찬가지로) 항상 풍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도방 (都房)은 조선 시기 만남을 위해

                                        

219 남성을 수술하야 여성을 발견 외모두루 보아서는 녀자 같은 남자 수술을 하니 필경은 녀자의 조직

“…24 세된 남자학생으로 얼굴의 모양이나 말소리로 나 젖가슴이나 방동이 뼈나 수염난 것이나 어느 것으로 보던지

남자가 분명한데 일반남성 과 마찬가지로 원작환 (元직丸)과 부작환이 분명히 있으나 왼쪽 음랑에는 작환이 업고 그 대신

탈장 (뱉) 이 그 속에 들어 있음으로 그 내부를 북천박사가 수술하다가 뜻밖에 일반여성의 생식기인 자궁, 란소 라팔관의

세가지 기관을 발견하야 멀정하게 남자행세를 하든 사람이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의 구실을 하게 되였다는데 그는

방금 요도하렬증으로 경응대학피부비요과에 임원하고 있다는 바 전긔 두 박사 는 불?원에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세상에 발표하리라더라. (동아일보 38.2.2 참고). (비슷한 사례로는 동아일보 2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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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220 다시 박관수의 조사에서 나이 많은 제보자 중 한 명이 기억했던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에 가려면 걸어서 가야했는데 여행 길에 잠을 잘 수 있는 “복록방” [福祿房] 이라는 곳이 있었다. 복녹방에서

장사치들도 잠을 자고 먹을 음식을 가져왔다. 꽤 큰 방이었고 20-30 명이 함께 잤다. 그곳에서 어른들과 젊은이들은 어린

소년들을 괴롭히고 잠을 자곤했습니다.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도방에 갔던 ‘말도리를 가기’,‘넉동모리’, 윷노리

등을 했던 마을 사랑방이 있었어요. 오너 댁에서 밥을 모아 떡 추럼을 만들어요. 그래서 도방에는 온갖 종류의 게임이

있었다. …. 여기 도방에서는 남자와 숫동무가 몰래 빠져나와 밖에서 관계를 맺고 돌아 오곤 했다. 집처럼 침구가 좋지는

않았지만 남자 놀이방이라고 할 수있는 도방에서 10~20 명이 함께 잤고, 모퉁이로 가서 노인들은 남자 숫동무와 잠을

잤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뼉을 했다. 어린 아이들은 이웃 동네에서 놀러 가서 도방에서 자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박관수의 제보자들은 계속해서 도방이 지역 사회뿐 아니라 유랑, 여행하는 장삿꾼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방에서는 제보자 한 명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놀며 잠을 자고,

거기에서 자고 있는 필봉도 붓과 먹을 팔고 다녔다. 아이들은

“붓과 먹을 얻는 재미를 스스로 몸을 제공했다. 소년들은 마을에 들어가는 필봉이나 장사군에게 물건이나 음식을 위해

붓이나 먹물을 팔고 있을 수도 있다. 어린 아이들은 집을 떠나 도망쳐 돌아 다니며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여행하는

행상들은 그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들은 떠나기 전에 아이의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 아이들이 방황할 때 먹는

방식이다.”

라고 제보자 한 명이 덧붙였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남색 풍류 전통의 연장 일 뿐만

아니라 전쟁과 사회적 혼란으로 황폐화된 조선 후반에서 생존의 방법이라는 사실이다.221

‘장소’의 차원에서 조선 전근대부터 근대 조선에 이르기까지 다른 연속과 이른바 혁신이 있었다.

도방 문화는 기차역 근처의 특정 “특별한”여관과 시내, 특히 식민지 시기의 혼마치(本町)와 같은

북적거리는 지역에서 20 세기까지 계속되었다. 1913 년에 실제 경험에 대략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묘사에서 일본 기자가 서울에 살고 있는 남대문 지역에 일하는 일인 인력거꾼의 관점에서 (가상)

미소년 추구와 여관 상황을 묘사되었다. 묘사에서 인력거 끌어당기는 일인은 길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남자라도 빠질 미소년’을 본다. 청년이 연주를 마친 후

바이올린을 챙기고 인력거꾼이 그를 따라 橫町으로 이동하다가 남대문으로 간다. 또 다른

인력거가 청년이 남부서 (南部署)에 서 있는 곳에 도착하자 인력거에서 청년의 이름을 부르는

                                        

220 박관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성인과 소년의 관계는 일시적인 일회성과 장기적인 것, 두 가지 유형이었다. 첫 번째 경우

소년은 도방이나 봉놋방에 유인되어 마지 못해 강제되며 산이나 들판에서도 드물지 않은 관습이었다고 제보자가 전했다.

두 번째 경우는 도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파트너쉽을 형성하거나 중매인이 둘을 소개할 수도 있었다. 나이가 많은

파트너는 과자를 사 주거나 소년에게 돈을 써서 숫동무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노인에 의한 아동 괴롭힘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장기적인 관계는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사전에 논의하고 합의했다. 이미 숫동무 관계에 있는

남자들은 숫동무를 데리고 잠들었다.

221 중세 일본에는 子供屋라고 불리는 다소 유사한 장소가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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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권번의 유명한 미인이 타고 있다. 청년은 그녀를 보지 못하는 척 대답하지 않는다. 아이치

(愛知) 여관 앞에서 청년이 긴 배뇨를 하고 여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다. 인력거꾼은 회사로

돌아가서 서양복으로 갈아 입고 아이치 여관으로 돌아 간다. 문을 열고 일본 종의 ‘口上’에 ‘1 등

16 원, 2 등 14 원, 3 등 12 원, 4 등 10 원’이 적혀 있다. 그는 들어가서 몸을 굽히고 사다리를

올라가서 筆力雄健 하게 쓰여진 ‘人間萬事塞翁馬’의 낡은 병풍과 함께, 좋은 색의 3 畳와 5 畳

다다미를 본다. 청년은 3 畳 다다미에 눕고 있으며, 4 畳 다다미에 지쳐서 눕는 또 다른 청년은

청년을 부른다…222 공동 수면을 위한 일반 여관에 대한 흔한 묘사이지만, 1919 년대까지 남대문

지역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조선인 포함 남성들이 성인(成人)끼리 남색을 위해 만난 업소가 서울

중심지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일본 문화는 한국에 살고 있는 자국민을 위해 처음으로 수입했던

매춘 (공창) 제도와 연계된 새롭고 근대적인 흥정 산업을 조선에 가져왔으며, 이는 한국의 전통

술집 문화와 별도로 공존하거나 부분적으로 혼합했다. 위의 일본어 서술과 조선 신문 기사

보도에서 드러나는 카페와 기타 업소에서 여장남의 고용, 일본 이름을 사용하는 것 등 여장남과

‘남색’이 이러한 근대적 업소를 근대 초기부터 사용한 것을 함축한다. 이러한 시설은 한국

시설보다 "근대적인"(외국적이기 때문에) 환경을 제공했을 수 있다. 그러나 1930 년대까지만해도

한국에서 명시적으로 성적인 성격을 가진 시설은 대부분 일본어 잡지에 등장했다.

식민지 시대 동안 범죄 사례에 언급된 동성애 커플 중 나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 동성애 관련 보도는 주로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깊숙한 시골 지역 밖에서는 성인과 청소년

간의 성관계가 빠르게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기 시작해 20 세기 초 도시 풍경에서 급히 사라진

사실을 일반화할 수 있다. 1920 년대에는 소년애 관행이 도시에서는 매우 드물거나 사회의 그늘

속에 머물렀을 것이다. 비슷한 나이의 남성들 간의 동성애 (주로 ‘질투’) 살인 사례는 성관계는

주로 나이 비슷한 남성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223

1920 년대 동성애 범죄 관련 신문 기사에는 남성이 집중되고 이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환경의 예로 감옥 살인이 포함된다. 물론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 사이의 동성애 행위가 흔하고

범죄가 관련되지 않는 한 무시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1930 년 평양 교도소에서 24 세 한국인

수감자는 44 세 일본인 감방 동료와 동성 관계를 가졌고, 둘 다 다른 감방으로 옮겨져 더 이상

자유롭고 사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되자 우울증에 빠졌다. 그들은 이중 자살 (정사)을 맹세했다.

나이 든 죄수는 독약을 훔쳐서 마실 것을 파트너에게 주었다. 그는 따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살을 돕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동아일보 30.3.29) 1933 년 전주

                                        
222 <同性の愛に溺 れたる美少年の 告白> <<朝鮮公論>> 1913.12. 88-96 쪽,  

223 <20 대 중반 남은 20 대 중반 남을 칼로 찌른다> (동아일보, 193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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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에서 성적으로 좌절한 38 세의 수감자 3 명, 그의 어린 감방 동료, 젊은 수감자에게 성적인

접근을 한 세 번째 수감자가 관련된 '희귀 한' 동성 강간 살인 사건이 보고되었다. 분노에 찬

38 세는 자기 ‘오줌 냄비’ (변기)로 잠든 세 번째 죄수를 살해하여 6 년 징계를 받았다 (경성일보,

33.3.4)

군대에서, 동성애 행위의 또 다른 장소, 그러한 관계도 범죄와 관련될 때 알려지고 보고되었다.

1925 년 일본군 장교를 욕망하고 단검으로 찔렀던 한국군 병사가 체포되었다. 한때 한국 전통

극장에서 여성의 역할을 했던 병사는 '변태적 소도마이트' (변태적 남색한 –기사에서 인용)로

장교에 대한 욕망에 괴로워하며 결국 그를 찌르고 도망갔고 장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동아일보, 25.6.11). 이 글은 20 년대 중반, 벌써 한국 기자 중 일부가 한국의 전통 용어인

'남색한'과 현대 개념 '변태'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확인된다. 여기에서

한국의 동성 범죄 보도에서 ‘남색’/’남색한’ 표현은 살인 및 살인 미수 사건에만 사용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살인이 아닌 다른 경우에는 동성애, 동성연애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적게 논의된 공간은 근대 학교에 연결된 남학생

기숙사였다. 한국인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소녀 (여학생)들 간의 동성애는 식민지 시기 내내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특히 1920 년대에 새로운 외국 교육 문화와 교육과정을 갖춘

학교에 대한 사회의 여전한 의심 때문일 것이다. 일본에서 메이지 후기와 타이쇼 시대는 현대

남학교에서 잘 알려진 남색 문화의 장소였다. 앞서 언급한 1913 년 이야기에서 미청년은

학교에서 자신의 의향 없이 수동 파트너로 남학생 동료 사이 인기를 얻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서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오게 된 식으로 묘사된다. 성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묘사는 일본

학생의 남색 문화가 매우 거친 것이며 (‘硬派’라고 불리는) 상당히 공격적이며, 일본 중세 시기의

군사 문화의 전통과, 九州섬에서 유래한 (메이지 개혁에 이바지한 뒤 특히 러일 전쟁 후 교육

기관에서 전국으로 퍼진) 근대 해군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224

한국 근대 학교 (기숙사)에서 남성들 사이의 동성애에 대한 증언은 드물지만, 일본의 군사화된

청년 남색 문화가 조선 청년들의 기숙사 문화를 특징 짓는다는 증거는 없다. 두 가지 증언이

있는데, 둘 다 젊은 쌍 사이의 거의 슬픈 관계로 묘사되어 있다. 이에 대한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본고는 역시 더 이상 토속 전통이 없는 관계로 그러한 관계에 대한 흔한 구실은 대신

“외로움”이었음을 이론화 한다. 유사하게 구실을 제시한 ‘동정 이론’과 비슷하게 이러한 당대의

조선 인텔리 층의 경향은 이광수 자신의 동성애 욕망에 대한 정당화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김윤식의 이광수 동성 욕망 해석도 같은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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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방에는 P 라는 상급 학생이 잇섯습니다. …그는 나의 그러한 [외로운] 광경을 보고는 얼마나 동정을 하얏던지 일부러

차저와서 여러가지의 말로 위로를 하야주며 또 自己의 방으로 와서 가티 잇자고 하얏습니다. 나는 아모에게도 마음을

붓칠 곳이 없다가 그가 그와 가티 친절하게 굴어주니 얼마나 고마웟는지 알 수 업섯습니다. 그리하야 그는 나를

친동생가티 사랑하고 나는 그를 친형님가티밋고 또 사랑하얏습니다. 내가 몸이 압흐면 그가친이 藥을 지어다가다려주고

츨츨한때이면 떡이나 果實 같은 것을 사다주며 혹은 손수건 紙筆墨가튼 것도 사서 주엇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에

所謂同性愛겟지요. 그러나 잇전아닭인지 그는 나를 그럿케 사랑하야주건만은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것보다도

퍽무서워하얏습니다. 그의 얼골이라든지 몸모양이 그다지 밉게 생기지도 안코 나에게는 그外업는 사랑을

하야하야주건만은 다만 그의 손이 엇지나 보기에 무섭고 징글짓글하얏던지 밤에나낮에나 그의 손만보면 그만

몸살이가나고 무서워서 도모지 견듸지를 못하얏습니다. 밤에 가티 자다가도 그의 손이 갓차이만 오면 맛치 큰구렁이가

덤비는 것가튼 생각이나서 징그럽고 무서워 불불떠렷습니다. 只今도 그의 이약이를 하면 먼저 그 손 생각이납니다.

손발이 잘못생겨서 內外間에 情업는 사람도 잇다더니 참으로 그런가바요. 아이구참 그의 손! 活動寫眞이 나오는 惡魔의

손보다도 더무서운손 나의 사랑이라할지 무섬이라 할지! (생략)

요컨대, 근대성과 함께 한국의 남색 전통의 기초는 소년애가 특징인 전통 문화가 한국 전쟁까지,

아마도 새마을 운동까지 계속되는 외곽 농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졌다. 시골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도시적 성문화의 측면은 한인 마을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1920 년대까지 법적 성매매 (공창체제)는 이미 조선에서 결혼과 부부 성의 영역

"밖의" 성 중심으로서 벌써 몇 10 대 이전부터 확립되어 있었다. 조선의 동성애 활동은 ‘만남’의

장소로 편리한 기차역 근처의 여관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의 출현으로 21 세기까지 그 기본

형태를 유지한 도시의 업소와 여관에서도 이루어졌다고 상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선인들은

성인과 소년간 성관계를 갖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고, 이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낙담했으며, 그 당시의 문헌 (대부분 범죄 보고서)로 추론할 때, 도시와 마을에 거주하는 성인은

다른 성인과 성관계를 갖는 경향이 강하거나 전부였다. 이런 경우 5-7 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소년애는 단순히 무시되었을 수 있다. 신문에 실린 범죄는 드물지만 중국인

여행자들에 의한 것이다. 한국 신문에는 한국인의 아동 성범죄 사건이 없습니다

새로운 표현 방식을 추구하는 근대 동성 주체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본 장은 이제 이러한

모든 변화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혹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거나, 곧보도될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당시의 문학에서 동성애 주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동한다.

4.2 이광수 문학에서 동성애 테마인 “멋”

전통적 남색 문화에서 벗어난 초기 근대의 조선인들은 특히 도시 지역에서 이전의 전통적

표현방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시대의 새로운 욕구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을 때, 발견이나

창조의 형태로 새로운 표현을 했다. 종종 이러한 표현은 카페, 기숙사, 유흥 산업, 예술 분야, 유곽

문화 그리고 일본과 서양 예술의 형태로 수입된 일본이나 기타 문화와 관련하여 제작되었다.

개인 경험에 대한 한정된 정보로 인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상적인 수준으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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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의 멋 창조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범주인 ‘예술’이다. 식민지 조선의 광범위한

예술 활동 분야에서 전통과 개혁의 새로운 혼합은 조선인의 예술 작품을 열광적인 에너지로 크게

활성화하고 풍성하게 만들었지만, 한기언의 이론의 기준으로 모든 조선 예술 작품이 ‘멋’ 예술

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한기언이 지적했듯이, '멋'과, 멋의 표현으로서 풍류는 무엇보다도

교육적으로 중요한 ‘선함’ (goods, 덕)을 갖추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히 ‘정’ (情)이지만,

역사 의식과 같은 '선함’, 발달과 통정 과정, 한기언이 그의 ‘3 이상과 6 개념’에 포함된 인간 성격

등에 대해서도 구유해야 한다. 이러한 '선함'들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만, 멋 창조는 항상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심지어 중립적인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멋' 생산에는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 (예로, 전쟁에서 정부를 위한 관료적 활동에 이르기까지의 화랑 봉사)이 포함되기도

하고, 다른 맥락에서는 부패한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비판(판소리, 인형극, 탈춤으로 표현함)이

포함되기도 했다. 백성들의 광범위한 가치와 이익을 대표했기 때문이다. 멋은 개혁 지향적일 수

있다.

따라서 예술 차원에서 ‘멋 창조’의 초기 근대 사례를 정의할 때, 한기언이 묘사한 창의력/멋

창조, 즉, 전통 및 개혁을 융합하는 예술, 정, 역사적 의식,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덕성 있는

특성을 포함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물론 '남색적인 멋'은 더 넓은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독립적인 범주가 아니며, 그러한 분리는 초기 근대나 전근대에 존재하지 않았다. 멋의

표현만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남색 테마를 포함할 수 있었다. 멋의 남색적 표현은 멋의 ‘이성애적’

표현과 똑 같은 전통과 개혁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 표현, 여성 표현, 엘리트 표현, 농민

표현, 유교 표현, 불교 표현, 혼성 표현 — 이들 중 어느 것도 사회에서 독립적인 생산 범주가

아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룬 남색적 또는 동성애적 멋의 표현은 새로운 예술 중

소수의 문학 작품, 특히 이광수와 같은, 그리고 이효석의 문학 작품에서 미미하게 나타났다.

여러모로 이광수는 전근대와 근대를 잇는 다리였다. 그는 살아있는 조선 문화의 마지막 숨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완전한 근대화의 가장 초기에 성년이 되었다. 즉, 그의 삶은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성적인 관계가 침묵과 관용으로 취급되는 문화에서 그러한 관계가 해산되는

문화로의 전환에 걸쳐 있었다. 이광수 이후의 작가들은 화랑 에로(잔재) 문화의 모든 측면을

해체하는 새로운 근대 조선의 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광수의 문학에서 이광수의

‘동성애’ 욕망 표현은 매우 독특하고 반복될 수 없었다.

한기언의 멋 이론은 전통과 개혁의 융합으로 '멋' 생산을 이상론적으로 묘사(규정)하는 그의

등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민족 공동체의 최상위 버전의 덕목과 조화를 이루는 미덕을

동반한다. 동성애 테마가 현저하게 존재하는 이광수의 초기 3 작품을 살펴보면, <<무정>>

(1917)이 '멋' 창작에 대한 한기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 같지만, 동성애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의 대작인 <<문정>>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두 ‘옆구리’ 작품엔 멋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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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애국적이지는 않지만, 두 작품에서도 동성애 욕망은 더 큰 선 (善) (사회)을 위해

동원된다.

첫 번째 '옆구리'작품은 <사랑인가> (1909)"(あいか)이다. 이 단편 소설은 19 세의 이광수 (1892-

1950)가 도쿄 明治學院에서 공부를 마칠 때 일어로 쓴 놀라운 동성애 고백을 포함하고 있다.

1970 년대 문학 평론가 김윤식이 <<문학사상>>지에서 처음 한국어로 번역한 이 단편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문학계의 눈에 변칙적인 것으로 존재했다. <사랑인가>가 한국 근대 문학의

아버지의 처녀작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한때 이광수의 작품 전집들에

포함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여겨졌는데, 한편으로는 식민지 지배자의 언어로 쓰였으며, 일본에서

출판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외로운 청소년의 욕망을 묘사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광수 초기문장집 (2 권) (소나무, 2015) 과 같은 최근 전집에는 이광수의 학생 시절 도쿄 자료

(사진 및 기록)등과 새로 발견된 초기 문학 텍스트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포함했다.

1970 년대 '사랑인가' 한글판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을 때 김윤식은 이를 신중하게 다루었지만,

그 당시 한국의 문화적 조건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처음으로 빛을 발했다. 김윤식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청년들의 그리움을 비(非)성적 용어인 ‘동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은 확실히

서구의 동성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구의 종교적 죄의 개념, 정신장애로서의 동성애에

대한 오래된 성학적 담론, 또는 그 당시 서구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통에 대한 무기로서 동성애에

대한 자유주의적 개념에 대한 모든 언급을 잘라냈다. 이광수의 초기 문학에 대한 김윤식의 1970-

80 년대 연구는 동정과 같은 동성애 주제를 언급하는 것 외에도 정신의 문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고아 의식으로 규명했다

돌이켜 보면 당대 불가피했던 김윤식의 행동은 이광수의 초기 문학을 둘러싼 '동성애 문제'를 20

년 이상 유지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고아 이론은 몇 가지 편리함과 장점을 제공했다. 그것은

일본이 조선을 제국에 합병했을 때 1910 년에 종결된 국가/아버지의 상실에 대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야기를 집중시켜 놓았다. 그럼으로써 "사랑인가"(1909)에서 드러나는 욕망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동성애에 대한 언급 없이-비평가 김윤식이 최초로 '사랑인가'의 '개작'으로 이해한

<<윤광호>> (1918)와 마주보고 제기할 수 있는 편안한 맥락을 제공했고, 동성애에 대한 서양의

종교적 개념을 죄, 정신 장애/변태 또는 무기와 연관시키지 않고 Yi 의 동성 주제를 "설명"하는

수단을 제공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유해한 외부성으로부터 이광수의 초기 문학을

구(救)해준 김윤식의 이론은 오늘날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적 그리움을 동성애적

그리움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광수 자신이 나중에 주인공의 감정을 “동성애”적 갈망으로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동성애 매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했던 조선 토착 전통이 사라져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광수가 마치 20 세기 초

조선의 여장 남자와 혼마치의 뒷거리 여관을 수색하는 사람처럼 뚜렷한 전통 문화의 잔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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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그러한 조선식 ‘멋’의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외국 (일본) 문화에서 동성애적 감정의

새로운 근대적 표현 방식(탈출경로)으로 문학이 쓰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이전에 가능성을 알

수 없었다.

한기언의 멋 창조 등식을 떠올려 보겠다. (전통-주체- 개혁 à창조/멋). 등식의 중심에는

‘전통’과 ‘개혁’ 기능이 덕성 있는 다른 여러 요소와 함께 작용한다. 그런데 <사랑인가>와

<윤광호>는 개혁적인 사상 요소를 수용하면서도, <윤광호>는 한국 ‘전통’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 <사랑인가>의 동성애 테마는 일본의 남색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사랑인가>는 “멋성”을 포함할 수 있는가? <윤광호>는 민족 전통의 요소가 일제 생략된

상태인데 ‘멋’적인 작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광수의 대표작

<<무정>>은 한기언의 등식을 바탕으로 한 ‘멋’ 작품의 모든 기준을 갖춘다. <<무정>>에서

조선의 전통 (유교 문화)은 새로운 '개혁’ (계몽사상)과 융합되어 있으며, ‘정’의 덕목과 역사의식도

담아 내었고, 한기언의 ‘발전과 통정’ 과정과도 같은 발전주의를 추진한다. 그 안의 동성애 테마

또한 작품의 가치를 위해 작동한. 따라서 한기언의 등식을 엄격히 적용하면 이광수 초기 작품의

'멋'에 대한 논의에 <<무정>>만 포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정>>의 동성애 주제만이 멋

이론하에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작품의 특정 주제의 ‘멋성’을 다루기 전에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한기언의 멋 등식이 규정한 멋 이상을 충분히 구현해야 하는가?

이것이 멋 이론 사용의 한 가지 접근 방식이지만, 멋 이론의 좁은 응용은 본 연구에서

<<무정>>의 동성애 테마와 크게 유사하게 기능하는 <사랑인가>와 <윤광호>의 동성애 테마

(사용)을 무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멋 이론을 좁게 적용하면, 그 형태와 내용이 부분적으로

멋적인 작품에 대한 논의, 또는 그 자체가 멋적 또는 멋의 부분적 측면만 가질 수 있는 ‘부분적’

작품 속의 주제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멋’은 문학 창조 (제작, 생산)에 대한 좁은 규정 (‘전부 또는 전무’)이 아니라 작품이 더

가깝거나 덜 가까울 수 있는 예술에 대한 이상(理想)으로 인식된다. 한 사람이 어떤 이상 (理想)을

완벽하게 구현한다고 말할 수 없듯이,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멋을 구현할 수 없다.

이상 (理想)은 사람들과 예술이 자발적으로 그를 목적으로 하여 노력하거나 거부 또는 그로부터

탈출을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목표 또는 모범으로 사용해야 한다. 멋 이론은 10 년에 한 번 또는

한 세대에 몇 번 나타나는 예외적인 작품이나 예외적인 인물만을 지정하는 단순한 공식적인

규정보다 더 유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섹션에서는 세 작품인 사랑인가, 무정, 그리고 윤광호의

동성애 테마를 살펴보고 동성애 테마의 멋 이상과의 근접성 또는 거리를 파악하려 한다.

<사랑인가>의 경우

‘멋’은 예술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항상 교육과 ‘인간형성’에 뗄 수 없는 의미이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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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으로 확장되기 쉽다. ‘남색 풍류’ 즉 전근대 한국인들이 남색 욕망을 돌리던 전통 예술 형태

(사회의 ‘이익’을 위해 종종 기능했던 소년 매춘을 포함)가 근대화의 도래와 함께 대부분

사라졌고, 그 빈 자리에 근대 조선 주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적 형태를 사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동성애 표현을 모색, 발견 또는 생성했다. 이광수는 또한 동성애 욕망을 근대적 표현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봉사에도 적용하려 했다. <사랑인가>는 형태와 내용면에서 완전한 '멋'

작업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이야기에서 동성애 테마를 조선 민족도 생각해 사용한 것은

동성애 <<무정>>에서의 그 테마 사용과 동일하다. <<무정>>의 사전단계이자 보다 완전하게

실현된 멋 문학의 높은 목표를 향한 기초 단계로서, 그것의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불완전한

“멋”요소는 그 과정에서 유의미했다.  

<사랑인가>는 멋 이론 등식에서 발견되는 ‘전통’과 ‘개혁’의 조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통”요소의 관점에서 <사랑인가>에 보이는 동성애 전통은 조선의 것은 아니다. 서울 혼마치

(本町)에 있는 이광수의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같은 처지에 있었다. 조선의 전통 문화 형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공백이 생겨나자 그러한 본능과 욕망을 초기 근대 주체로 표현하는 수단은,

필연적으로 일본 문화로 그 부분이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광수는 일본 단쇼쿠 (男色)

문화의 한가운데에 처해 있었다. 메이지 후기와 타이쇼 시대의 일본 남성 기숙사 문화는

<사랑인가>의 쓰기에서 분리될 수 없는 배경이다. 이러한 맥락적 배경을 엿볼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는 위에서 인력꾼이 서울 혼마치 여관에서 미청년을 만났을 때 이어지는 1913 년의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이야기의 타임 라인에 따라 <사랑인가>를 읽어보면 당시 청년 단쇼쿠

문화에 대해 (분명히 과장된) 묘사를 제공한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인력거꾼이 미청년을 따라

아이치 여관으로 향하면, 인력거꾼은 그의 배경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한다. 동급생들의

성적인 관심, 여성의 ‘마구다의 독립’ 등에 지쳐서 조선으로 도망쳤다고 말한다. 러일 전쟁

포병소좌의 아들로, 아버지는 심각한 오입쟁이였고, 어머니는 매우 약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남편의 방치로 인해 그녀는 황폐해지고 그 태도에 상처를 입은

아들에게 차가워졌다. 군대에 자원 봉사를 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남색이 격렬한 것으로 잘

알려진 成城中學校에 들어간다

상급생의 이 사람 저 사람, 낯선 사람에게서 편지가 오거나 도중에 말이 걸어오거나 두세 사람이 놀러 오거나 밤에

공부하면 앞문으로부터 키무라 키무라 등이라고 말 걸기 위해 오거나 길거리에서 상급생을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나에게 차갑게 웃으며 행복하게 행동하거나 하곤 했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우에노의 연지 옆을 방황하고 있었다. 가스 등 아래에서 여름 벌레가 떼지어 달맞이꽃이 한밤중에

만개했다 (중략)… 갑자기 사이키라는 남자를 만났다. 사이키는 유도에 능숙했으며 이상한 모양의 모자를 썼다. 그의

얼굴은 항상 기름지고 얼굴은 여드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쿠로몬쭈키에 고요리의 형식으로 소바 가게에 가자, 소바

가게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내가 들어 주지 않으면 ‘나에게 각오가 있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기 때문에 나도 놀라서

시키는 대로 응했다. 나는 소바 가게도 처음 올라갈 양의 순진한 소년이었다. 예의 바르게 앉아서 “오카메” 한 그릇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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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바야 2 층 계약서-

잠시 후 사이키는 (말했다). “사실이야, 너에게 잠깐 용건이 있다. 그냥 들어줘요! 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사이키는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를 죽 바라보았다. 살벌의 피가 얼굴에 쏟아 사납게 보였다. 주머니에서 이따금 하얀 칼집이

나타났다. 사실은 너하고 형동생 관계 [兄弟分]가 되고 싶다. 이것에 피의 맹세 [血判]를 해줘! 그는 왼손으로 소매에서 흰

종이를 꺼냈다. 나는 코숨을 참으면서 그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계약서에는 “39 년 [1906 년] 9 월 25 일부터 사이키

토라노스케를 형으로 하여 모든 것을 맡길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사이키의 이름과 내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두 사람으로 피 서명을 했다.

“이렇게 하고 형제 되면 너를 이후 괴롭히려고 하는자가 있어도 내가 정벌할 것이다. 나는 후쿠시마나 스다보다

위대하다! 짐승의 욕망보다도 하등의 부자연스러운 욕망을 사이키는 그날 밤 6 1/2 다다미 방에서 수행했다. 아아 나는

너무 무서웠고 너무 슬펐다. 내 생애 처음으로 견딜 수 없는 모멸을 견디게 되었고 울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지울

수 없는 자국에 물들어 그냥 죽고 싶었다. 초가을 저녁에 조용한 기분이 들었고, 텅 빈 마음을 뒤져 보면 어딘가에서

슬프고 슬픈 멜로디가 전해왔다… (93-4)

청년은 사이키의 집에서 몇 밤을 보내고 더 많은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닛코 (日光)를

여행하던 중 여관에서 목욕을 마친 사이키의 친구 5 ~ 6 명이 자신이 묵고 있는 곳으로 와서

“순서대로 끔찍한 일을 하게 된다”. 그 후 동경으로 돌아온 후 사이키는 사건을 알게 되자 우에노

연지에 권총을 가져가 “적 몇 명과 격투”한다. 그 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온갖

부자연스러운 욕망을 부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했다. 그 결과 그는 기억력을 잃기

시작했고 체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위의 디테일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어이없게 보이지만 이들이 그 당시의 사실성에 가깝다는

것은 소설가 모리 오오가이 (森鷗外)의 저술과 같은 다른 당대 자료에서 확증된다.

<사랑인가>에서는 이러한 꼼꼼한 세부 사항을 찾을 수 없지만, 메이지 후기 일본 남학생들

사이에서 ‘동성 추구’의 개방성의 현실은 이광수가 인상 받기 쉬운 나이 (예민한 나이)에 동경에서

경험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후 이광수 일본인 급우들이 이광수가 어느 ‘예쁜 남학생’에게

끌렸다는 증언이나, 이광수 자신의 <사랑인가> 주인공 문길의 감정에 대한 묘사 (이광수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한)인 “동성애적 감정”으로, 그런 감정을 합리화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길의 감정이 단순히 국가의 상실로 해석될 수 있는지 또는 내면의 외로움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내용은 <사랑인가>의 '전통'요소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다. <사랑인가>의 “개혁” 요소는

‘교육’ 다시 말해 "각성"요소와 동일한데, 이는 학생시절 이광수의 다독—특히 톨스토이 (초 근대

일본과 한국에 영향을 미쳤음), 그 외에 소우세키, 칸트, 바이런, 그리고 하타노에 따르면 많은

다른 세계 작가들과의 만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광수가 자신의 문학 철학을 위해 취한

테마는 문학 창작에 필수적인 요소인 진정한 ‘감정’의 중요성이었다

<사랑인가> 이후의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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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가 유학생 시절에 썼던 개인 일기와 그 이후의 회상록에서 그가 동경에서 공부를

마치려는 때에 자신의 사유이 큰 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문학적 창작도

바로 이 변화의 시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즉, 의식이 재배치되는 순간부터 그는 일본에서

조선인 유학생으로 편입될 때부터 느꼈던 굴욕적인 상황, 그에 대한 개인적 저항과 행위성을

문학을 매체로 하여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광수의 문학에 멋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다. 그의 많은 문학 작품에서

이광수는 계몽 사상가로서 '전통'과 '개혁'의 요소를 결합했지만, 이것이 한기언의 개념에서 ‘멋’의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 요소는 한국의 땅과 국민의 “근본”과 연결되어야 하고, “개혁”

요소는 한국 사회의 미덕을 반영하거나 이로움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정’과 역사의식 및 기타

긍정적인 성격 요소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기언의 등식이 한국인이 아닌 전통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가 한국 ‘멋’의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한 그의 언급을 통해서

분명히 한국 전통이어야 함이 함축되고 있다. 등식에서 “주체”라는 용어는 마찬가지로 한국인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한국인’이라는 한정이 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멋 생산이 제로섬 (zero-sum) 분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이광수의

처녀작으로 인정되는 <사랑인가> (1909)에서는 이론화한 멋 이상 (理想)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일부 ‘멋’적인 특성을 담고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신 <사랑인가>는 문학적

이상인 <<무정>>으로 (나아)가는 길의 첫걸음으로 간주된다.

이광수가 유학생 시절에 썼던 개인 일기와 그 이후의 회상록에서 그가 동경에서 공부를

마치려는 때에 그가 내린 결정을 통해 큰 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문학적

창작도 바로 이 변화의 시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즉, 의식이 재배치되는 순간부터 그는

일본에서 조선인 유학생으로 편입될 때부터 느꼈던 굴욕적인 상황, 그에 대한 개인적 저항과

행위성을 문학을 매체로 하여 표현하기 시작했다.

<사랑인가>가 설정된 전통은 초기 근대 일본의 단쇼쿠 전통이다. 동경을 배경으로 하는 것

외에도 일본 전통에서 유래한 스토리의 모티프에는 동성애 파트너에 대한 추적 모티프, 편지

(러브 레터), 혈서, 자살 등이 있다. <사랑인가>의 집필과 같은 해 1909 년, 일본 작가 모리

오우가이(森鷗外)는 <<위타 섹수아리스 性生活>>라는 작품에서 자신의 학생 시절을 회상하는 데

기숙사에 같이 산 남학생의 동성애 활동에 대해 공공연히 서술한 바 있고, 일본 독자들 그 당시

일본 독자층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정부로부터 검열당한 바 있다. 기숙사의 남성의 대다수인

‘軟波’들(여성을 좋아하는 남 학생)에 대해, 소수인 ‘硬派’들(남성을 좋아하는 남 학생)의 구별이

있었고, 후자는 주로 구주인(九州) 출신이라고 鷗外가 기록하고, 그들이 덕천 시대의 若衆,

美少年을 다루는 소설을 애독하고, 동성애 관계를 활발히 맺었다고 전하였다. 오우가이가

지적했듯이 소위 ‘軟波’는 ‘경파’ 동료들처럼 소매를 움켜 쥐거나 어깨를 으쓱하지 않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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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기모노와 흰 양말 (타비)을 입어 여성의 호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모리는 <<성생활>>에서

‘硬派’들은 “이상한 畵는 안 봐. 平田三五郞이라는 少年의 것을 쓴 寫本이 있고, 그것을 서로

끌어당겨서 (引張り合って) 읽는 것이다. 鹿兒島의 塾같은 데에서 이것이 每年 元旦에 第一에

읽는 책이 된다는 것이다. 三五郞이라는 前髮(소년의 머리스타일-논자)과, 그의 兄分의

鉢鬢奴(남성 머리스타일의 일종—논자) 사이에서의 戀의歷史이며, 嫉妬가 있다. 鞘當가 있다.

末段에는 二人이 잇따라 (相踵いで) 戰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이것이 揷畵도 있으나,

그리 보기 어려운 것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기록하였다.225 흥미로운 것은 메이지 유신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규슈 남색 문화가 임진 전쟁 이후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조선에서

규슈섬으로 옮겨지고 남부 헤코 (兵兒) 문화를 위해 화랑 제도가 모델로 사용된 것이라는 비교적

최근의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단쇼쿠 문화 자체는 김부식의

역사서와 접하면서 그 자체의 전통과 '개혁'을 결합하여 새로운 청년 문화 형식을 창조한 일본의

특수 문화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랑인가> 창작의 '개혁' 요소는 이광수의 처녀작의 사상적 원동력이 되었지만, 아마추어 학생

작가에서 한국 근대 문학의 아버지가 될 문학 경력가로서의 첫걸음이라는 변혁적 순간에도

기여했다. "개혁"요소는 ‘정’, 어느 정도의 역사적 (적어도 정치적) 의식 226 있고, 애국주의 등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점에서 ‘멋’적인 요소와 대동소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에는 일본의 제국 이데올로기로 정의된 "미덕"에서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했다.

일본인 상급생 미사오가 방이 있는 하숙집으로 가는 도중인 학생인 주인공 문길(文吉)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문길은 그를 방문해 애정을 고백할 계획이다. <사랑인가>의 첫

구절들은 그리움, 공포, 행복, 불확실성, 자기 연민 사이의 문길의 영적 혼란, 즉 그의 당황한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문길이 미사오의 하숙집으로 가는 장면에서 설렘의 표현과 열정과

긴장감이 강하고, 미사오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장면에서 문길의 마음 상태는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과 희망이 넘쳐났다.” “그의 심장은 다급한 종을 울리는 듯…” ""그의 몸은 흔들렸다"등

미사오가 그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지만 미사오를 만날 수 없을 때 문길은 곧 실망과 절망에

빠졌다 (“그 특별한 희망과 행복이 봄에 눈처럼 사라졌다.”“마음에 긴장이 솟아오르고 있다”“그의

몸은 뜨거운 물을 부은 것 같았고 숨결이 더 거칠어지고 눈은 무시무시 해졌다”).

시부야 (渋谷)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문길은 희망에서 망설임, 망설임에서 두려움,

                                        

225 日本文學全集 4 森鷗外集(1). 集英社, 1967. 83-4 쪽.

226 이광수는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당장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소설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적으로

반복한다는 후기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1919 년 이전의 이광수 작품은 국가의 문제와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역사적, 정치적 의식으로 완전히 무장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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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에서 다시 기대, 다단계 감성 지층 등 그의 의지와는 분리된 무방비 상태에 빠진다. 그의

실망 이유는 짝사랑의 마지막 실망스러운 결말로 이어지는 문길의 그리움과 희망의 (과거)

시기를 회고하면서 설명된다. 실망, 슬픔, 분노가 그의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꼈을 때

그것은 마치 외로움에 빠진 것처럼 미쳐가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그는 기뻐할 수 없었다. 점차

공허한 적막의 슬픔이 싹트기 시작했다.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났지만 그에게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광수의 학생 생활의 작거나 큰 측면에서 이해할 때, 문길의 욕망에 대한 두터운

묘사는 (아래서 언급되겠지만) 아이러니를 물씬 풍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지 묘사의

측면만으로 볼 때 신라 때 미시랑을 갈망한 승려의 전설 이래 한국 문학사 어느 곳에서도 남성이

미청년을 갈망하는 솔직하게 묘사된 시나리오를 찾을 수 없음으로, 이광수가 이 직접적 방식으로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썼다는 사실은 자신의 고유한 서사 전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다는

시실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그는 미사오를 만나면 제왕의 앞에 끌려 나온 것 같이 얼굴도

들지도 못한다. 지극히 냉담한 체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는 또 그 이유도 모른다. 단지 본능적일

따름이다”[56-7].) 1909 년 겨울까지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적 ‘허위’를 강하게 의식하고

비판적이었던 이광수는 그 허위에 대한 수동적 공격을 위해 문학적 고백 양식을 이용했다. 이

공격은 미사오에 대한 문길의 고된 감정을 심층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수행한다.

“일월 이후의 일기에는 미사오의 일을 빼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고는 미사오의 얼굴을 보면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나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왜 그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인가?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는데’ 라는

것이 그의 일기의 일 절이다”

일기는 <사랑인가> 묘사에서 작은 자리를 차지하지만 이광수의 자칭 문학적 민족주의적

각성의 상징으로 ‘일기’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하타노 세츠코 (波田野節子)는 명치학원

(明治學院)에서 이광수의 유학 시절을 두 단계로 나눈다. 첫째 단계는 러시아 인본주의 작가

톨스토이와 기독교 사회주의 작가 木下尙江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는 이광수 자신의

말로는 그의 “착한 기독교 시기”--그리고 그가 말한 둘째 단계에서 "나는 많은 자연주의적 작품을

읽었고, 바이런에게 매료되었고, 술을 마시고, 요시하라 (吉原)를 방문하고, 나 자신을 타락시켰다,

즉"쾌락주의와 본능의 만족" 시기였다.

이광수의 자아 계시 (自我啓示)는 일본인 학생들의 모욕이라고 느꼈던 것을 견디고자 했던

그동안의 ‘착한’ 태도를 포기한 것에 대한 그의 문학적 합리화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졸업을

앞두고 그 뒤에는 빠른 귀국, 더 이상 욕설을 정중하게 견딜 이유가 없는 이광수는 조그마한

수동적인 복수를 공격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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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처녀작인 <사랑인가>를 지필하면서 직접 이어지는 후기 단계에 그 마음 상태를

표한하며, 이광수는 나중에 "내 영혼에 악마가 있었다"라고 썼다. 여기서 "악마"는 스스로 숨긴

"자기 진실" 또는 조선인 정체성의 새 발견과 함께, "천사로부터 악마로의 전환" 이후,

"불의"(不義)와 그동안의 무력한 공모를 극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랑인가> 집필 당시

이광수의 ‘뾰쪽한’ 여러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광수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자기 정의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열망했다. 일기에 첫 번째 항목은 일기를 쓰는 방법을 확립하고,

“...가장 확실하고 솔직한 방식으로, 내 마음 속에서 오거나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다양한

사건들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일일 개인 기록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다” 와 같이, 그는 “최근에

잃어버린” 그의 전 (前) "기독교인, 착한 일기"를 새롭고 현재의 일기, 그가 "악마 적"이고 무례한

것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대체될 것이라고 결심했다. 이는 그의 표현 매체로서

문학에 착수한 배경을 형성한, "자신의 정체성 확인"을 위해 잃어버린 자아, 순수하고 참된 기본

자아, 원래 자아를 드러내고, "외적인 것", "불필요한 것" "신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어떤 권력

투쟁 속에서도 "지배자의 것"을 제거해야 하며, 기본적이고 진실한 것만 남도록 축소하는 것이다.

이광수의 일기에 나오는 “개혁”은 <사랑인가>에서 보여준 강렬한 '내부 의식'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이광수의 학생 시절에 대한 하타노 세츠코의 연구에 따르면, 이 문체 스타일은

한편으로는 이광수가 톨스토이와 일본 자연주의 작가와 그 기타 작가에 대한 지(知)적 노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악마적’ 충동은 키무라 타카타로의 <<바이런 문계의

대마왕>>(『バイロン文界之大魔王』) 227 (1902))을 통해 바이런의 <<카인>>에 대한 이광수의

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즉각적인 정치적 배경에서는 이광수가 그의 일기에서

언급한 안중근 사건 2 주 후 새 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오야마 (靑山) 공동묘지에 대한 이광수의 발언에는 전쟁에서 '영웅'으로 사망한 일본

장군의 무의미한 죽음에 대한 조롱 등 정치적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나는 예배 시간이

싫다. 기도는 모두 신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대일 제국을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이토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소서. 정말 코미디! 정말 코미디!" (15 일). 이시기 이광수는 일본인 허위와 위선을

비판하는 태도가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아의 악마적인 목소리"는 생생한 욕망의 표현까지 포함하여 본능적인 자기표현

형태로 나타난다. 물론 그 욕망은 전적으로 은밀한 동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목적은

문길의 감정(이광수 자신의 것과 관련하여)을 일본 학생 독자층에 직접 전달하는 것 외에 그것은

                                        
227

이광수가 바이로니안 "악마"를 받아들인 것은 일본 제국주의 오만 (오트르)의 거만하고 신과도 같은 적에 저항하는

중요한 은유였다. 지옥에 내던진 루시퍼처럼, 무적의 "신"에 대항하여 동원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의 의지 또는

"욕망"의 힘이었다. 일기를 넘어 개인의 세계에 국한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루시퍼는 악마적인 "나"와 "권력"의 다리가

아닌 "소설"을 통해 자신의 도전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감이되었다. 따라서 악마주의는 저항의 장 (場)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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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사오(학교의 냉담한 태도와 관련하여)가 비판적 빛에 비추는 수단이기도 했다. 이광수가

일기에서 직접적인 감정 전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그 후의 글에서 동성애에 대한

더 이상 주제화가 없었다면, 이광수는 그의 호스트 학교의 무례한 학생들 228 을 비판하기 위해

남색 욕망 테마화를 단순히 날카로운 조롱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광수의 애정적 불만에 대한 주저하지 않는 표현은 "난 폭력적인 성적 욕망에 시달리고 있었어.

내가 악마를 당했는가? 내가 느끼는 성적 욕망의 충격이 내가 악마의 포로라는 뜻인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 ""11 월 16 일 (화요일).  맑은 하늘과 추위. 야구를 하면서 4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戀か"를 썼다…. “나는 [꿈에서] 아름다운 소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안고

키스했다. 하하"."나는 아름다운 소녀를 사랑한다" "이른 아침에 [성적] 욕망에 시달린다 (24 일)."

이것들은 많은 냉소적이고 짧게 표현된 코멘트 ("나는 지금 공부하는 것을 싫어한다") ( "나는

물리학 교사를 정말로 싫어한다"[12 월 6 일])와 함께 예의를 포기하고 새로 발견된 저항의

정신을 채택했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일기에서 ‘요시와라’에 대한 언급이나 아름다운 소녀에

대한 갈망에 대한 이광수의 진술은 나중에 추가되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229

이광수는 자신의 생생한 감정, 욕망을 일기에 적어 자신의 욕망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민족 운동가로서의 "각성"에 필요한 조건이었던 것 같다. 또한 자신의 욕망을 글을 통해 그대로의

재현은 이광수의 미래의 문학 창조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을 새롭게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민족운동가, 예술가들의 출현이 동시에 발생했다.

언뜻 보기에 문길의 미사오에 대한 그리움의 내용, 그에 대한 사랑은 악마의 원리와는

정반대인 것 같다. <사랑인가>"에서 "승자에게 져도 당신의 영혼에 사로 잡혀야 할 의무는 없다",

"신의 지배를 거부하고 복수를 계획하는 악마"라고 말하는 바이로니언 악마주의의 위대한 의지가

어디 있는가? 이광수가 일기에 새로운 악마적인 의지를 담은 시기에 왜 그는 '굴욕적인' 소설을

썼을까? 반 위선을 맹세했을 때, "현실"을 그대로 추구하는 "악마"에 대한 저항에 대해 맹세했을

때, 하물며 그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려는 상황에서 왜 그는 "자기 의심", "자기

연민"에 대한 소설을 제작했고 또한 이런 종류의 소설을 제작했는지. 물론 대답은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이광수의 초기 소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사랑인가>에서 "무기"나 "도구"로서의 욕망의

기능은 일기처럼 직접적인 저항의 표현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동원된 차원에서 열정적인 정을

                                        

228 이광수의 메이지 가쿠인 동창 야마자키 토시오 (山崎俊夫)의 소설 <<耶蘇聖誕祭前夜>> (예수 탄생제 전야)에서 일본

학생들이 조선 학생들에 대한 가혹한 차별 사실을 발견한 하타노 세츠코가 소설이 묘사하는 장면을 이광수가

메이지가쿠인에 다니던 시기를 충실하게 묘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당시 (러일 전쟁 이후) 조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만연했고 심지어 일반화되어 이광수의 학생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229 1930 년대 이광수 유학 시절의 일기가 공개되기 전에 저자가 추가한 것으로 이론화될 수도 있겠지만 1909 년 일본

성문화를 거론할 때, 오늘처럼 여색과 남색을 서로 배타적인 경험, 상반된 경험으로 보는 습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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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은 도덕적 약점의 영역에서 무정한 사회를 열렬히 비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여기에서 열정과 패토스는 수동적 공격의 무기로서 더 깊을수록 더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열정적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문길의 모습은 차갑고 조용한 미사오의 무관심한

태도와는 정반대 인 것 같기만 하다. 미사오는 냉대를 보여줌으로써 문길의 희망을 실망시키는

무정한 자로만 묘사된다. '천사의 미소'로 '생각하고 사모하고' 심지어 혈서까지 쓰는 문길, '차가운'

미사오, 황제처럼 숭배자인 미사오, 여기에서 미사오의 도덕적인 지위는 분명히 낮게 보일 수밖에

없다.

바이로니언 ‘개혁’을 채택한, 이 깨달음의 순간은 이광수 문학 경력의 후속 궤적의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중요하지만, 한국 학계에서는 여전히 과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편 소설

<윤광호> (1918)와 함께 이광수가 재혼 직전, 동성애의 주제화에 대한 종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윤광호>는 월간 예술지 <<청춘>> 4 월호 (13 권)에 집필됐다. 이 작품은 이광수가

<<무정>>을 신문 연재소설로 집필하기 시작했던 1917 년 1 월 11 일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윤광호>의 글이 실제로 <<무정>>의 글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이광수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11). 한승원은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등장인물보다는 윤광호가 “이광수의 상상력을 동원한 순수한 창조물”이라고 가정한다 (11, n.5).

한승원의 주장은 작가명 (李光洙)과 주인공 명 (尹光浩)의 발음과 한자형 사이의 유사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윤광호의 이야기가 이광수의 삶의 경험과 무관하다는

그의 주장은 김윤식의 <사랑인가>의 개작설”, 즉 “준 전기적인 작품’으로서의 <윤광호> 이론과도

모순된다.

1927 년 <<별건곤>> 제 3 호에 실린 수필 <無情·再生·幻戱·『탈춤』 其他 小說에 쓰인 人物은

누구들인가, 만히 닑혀진 小說의 『모델』 이약이>도 이 문제에 대한 도움을 준다. ‘심生’ 이라는

익명 저자는 본 논문의 테마와 관련하여 1) 무정에서 동성애 사실을 확인하고, 2) <<윤광호>>의

'전기적' 성격을 개인적인 지식를을 토대로 설명한다. (선형이라는 신여성 등장인물의 모델로

화가이자 작가인 나혜석을 꼽는 것도 흥미롭다).

….그러치만 無情의 주인공 「형식」이는 교사노릇도 하고 戀愛도 하고 동성애도 해보다가 바람이 마저서 東奔西走해

돌아다니는 것이 갈데업는 작자 자신을 모델 삼은 것이니 청년기의 前半生을 기록해논 것이오. 「선형」이는 그가 東京留學

시대에 그의 艶史의 한 페이지 쯤은 점령할 만한 羅무슨錫이라는 女子를 모델로 쓴 것이라 하나 똑똑이 안다고 할 수

업는 일이요. 「영채」라는 기생은 작자가 한창 풋熱氣에 띄여 斗酒도 사양치 안코 돌아다닐 때에 光文會나 每申축들과

얼녀서 놀러 다니든 엇던 기생이 그 모델인 것갓다. 그 중에 어리광대 모양으로 대패밥 모자를 쓰고 다니는 바람둥이

신문기자 「신우선」이는 그 당시 每申에서 잠시 文名을 날녀본 일이 잇고 자칭 天風이라고 號를 지어 허풍선이

酒中豪傑로 長安에 모를 사람이 업는 沈 00 을 고대로 떠다논 것이니 그의 일홈의 아래 우의 바침만 ㄴ으로 가러논 것을

보아도 분명할 것이다. 그러고 주인공 형식이가 교사 노릇을 할 때 유난스러히도 귀여워한 학생 즉 「리희경」이란

미소년은 바로 定州五山學校를 다니든 생도엿스니 장래를 생각해서 특히 일홈은 드러내지 안으나 사랑이 만흔 春園

先生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바덧든 것만은 사실인 듯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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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尹光浩-後에 「失戀」이라고 改題한 것 >에서는

「靑春」에 실녀서 猥褻한 작품이라고 問題가 되얏든 단편이니 *大學生 尹光浩가 同性愛를 지독히 하다가 면도칼로 자살을

한 것까지는 작자의 상상일 것이나 정말 그와 비슷한 사실이 잇섯다 한다. 작자와 거의 동기의 유학생인 徐 O 이란

친구가 그와 彷佛한 同性愛에 걸녀서 죽을뚱 살뚱하고 야단법석을 한 일이 잇섯다는데 작자는 前記 「리희경」이에게 대한

뼈압흔 경험이 잇는지라 짝을 일흔 외기럭이가 서로 그 쓸아린 정경을 동정해서 두 사람의 체험한 바를 함께 얼버무려논

것이 즉 이 소설의 내용이라 한다.

위를 모두 고려하면 본 연구는 한승원과 김윤식의 해석이 모두 본질적으로 옳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윤광호>에서의 동성애 주제화는 역시 <사랑인가>의 개작으로 이광수의 사생활과

분리할 수 없지만, <윤광호>의 주인공은 이광수의 상상력에서 나온 순수한 창작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 때, ‘창작물’은 이광수의 삶과는 무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결혼과 가정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는 그 욕망과 관련 한다고 봤던 여성스럽고 자기 몰두적인 행세와

행동을 포함한 동성애 성욕 추구에 대한 이론적 포기로서의 “창작물”이다. 이광수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살아있는 전통에서 욕망하는 주체를 분리시킨 채, 1910 년대 중반에 일본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잘 확립된 동성애 (homosexuality)에 대한 근대적인 성 이해의“개혁성”을 동원하여,

연구실과 같은 개념적 공간에서 그 욕망을 객관화하고 그 욕망의 임상적, 학문적 특성을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 <윤광호>이다. <사랑인가>와 <윤광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대조 사항

포함된다.    

<사랑인가> (1909)의 기본 가정                       <윤광호>  (1918)의 기본 가정

*적대자는 일본 / 제국주의의 대표인 미사오       * 적대자는 욕망 대상의 대표인 P

욕망의 원인은 외로움                               욕망의 원인은 심리적 결함

정은 아이러니하게 문제됨                         정은 과학적으로 심층적으로 검찰되고 최종

결론이 된다

일본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배치된 정               욕망 자체를 비판하기 위한 정à 경고

(문길의) 주관적 관점                              메타적 관점이 지배적임 (과학적 관점)

희망 없음                                         (실현되지 않은) 해결책은 여성의 손

‘통념’ 없음                                        크림, 옷, 돈, 외모 관심

사랑인가?                                         정상인가?

일본 비판                                         그리스 비판

윤광호가 경험하는 첫 고뇌는 김연배 남학생에 대한 짝사랑에 대한 고뇌이며, 그 희망 없는

열망은 그에게 육체적, 정서적 피해를 준다. 끊임없는 좌절감 속에서 윤광호는 기차를 탈 때도

어린 소년 소녀들을 그리워하며 그들과 촉각적인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품는다. 그가

나중에 다른 남자 P 를 만나면서 그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청소년에게 옮겨진다. 그가

느끼는 P 에 대한 매력은 곧 집착의 경계에 이르게 되며, 곧 더 심각한 짝사랑에 빠진다.

윤광호는 P 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손가락을 칼로 배어 상처에서 나온 피로

혈서를 쓴다. P 는 “돈, 미모, (사회적) 지위”가 그의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윤광호는 세 번째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P 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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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호에게 히스테리가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다.

다시 한승원은 <<윤광호>>에서 드러난 하위 플롯의 의미를 지적한다. 즉, 김연배는 윤광호를

만나기도 전에 또 다른 우수 학생의 사랑을 거부한 경험이 있다. 그 학생은 거부당하자 그의

인생을 파괴적인 알코올 중독에 빠뜨린 이 하위 플롯을 보며, 윤광호의 돈과 친절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윤광호의 육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로서의 김연배의 차가운 성격이

윤의 '결함'과 동등한 '문제'(원인)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가족,

자녀, 그리고 주류 사회의 사회적으로 승인된 깊은 유대가 없는 표면적인 아름다움과 단명한

물질적, 육체적 교류에 기반한 이광수의 동성애 관계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윤광호>에서 남성들 사이의 덧없는 공허한 얽힘과 그에 따른 실망은 동성애 관계

자체의 피상성, 즉 궁극적으로 동성애 자체의 덧없는 무의미 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당시

이광수의 처지와 비슷한 처지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윤광호에게 고통스러운 "훅"은

윤광호의 인상적인 학업 성취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남자 애인의 애정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단 두 명의 옴므파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을 뿐이다. 이것은 물론 얻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짝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주제를 동성애 맥락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 기반한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해서는 결혼과 가족이 분명한 대답이다. <사랑인가>에서 문길의 곤경과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

<사랑인가>는 일본 단쇼쿠 전통의 개혁 요소와 바이런식 악마성의 본성 (멋을 창조하는 첫

걸음)을 결합한 반면, <윤광호>는 <사랑인가>의 기본 시나리오를 살아 있는 전통에서 때어 놓고

윤광호의 "결함"에 대한 분석적, 심지어 과학적 이해의 '개혁'틀에 넣는다. <윤광호>의 혈서

주제나 단쇼쿠의 전형적인 미남 추구 테마는 일본의 살아 있는 문화가 아니라, <사랑인가>의

내용을 윤광호의 결함 분석과 동성애에 대한 최종 판단에 사용되는 피상적으로 이월한 것일

뿐이다. 그것들은 단순히 탈맥락화된 '소품'으로 차용된 것일 뿐이다.

<<무정>> (1917)은 위의 두 가지 단편과 대조적으로 거의 완성된 멋 문학의 모델로서

한기언의 교육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진심 어린 멋 이론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충족시킨

작품이다. <<무정>>에서 이광수의 조선 구여성의 '전통' (종조 이데올로기와 그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 포함)과 목적론적 계몽사상의 '개혁' (국가적, 개인적 진보의 기초로서 근대 지식 교육

추천)의 결합은 먼저 동성 주제를 분석하는 바깥 틀로만 제시, 지적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정>>의 동성애 테마가 <사랑인가>와 <윤광호>에서 동성에 테마가 작동하는 방식과

기능면에서 유사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광수의 문예 경력의 출발점인 <사랑인가>에서 동성애의 주제는 이광수가 자신의 솔직하고

내면의 개인적 욕망을 수동 공격적 (passive-aggressive) 복수 행위, '이별의 말' (parting shot)로 표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냉정한 일본 학도들에 대한 공격과 그의 진심 어린 불만과

무관심한 미사오의 이미지를 통해 제국 권력의 높은 지위에서 도덕적으로 과실(미사오의

냉정함은 문길의 자살의 원인이기에)이 있는 낮은 지위로 그들을 재배치한다. 여기서 개인적인

측면 (문길. 미사오)은 민족 (한국, 일본)이고 정치 (식민지적 관계)이다. 이광수의 초기 문학에서

동성애 욕망을 주제로 한 '마지막 페이지'인 <윤광호>에서, 윤광호는 그의 내면에 있는 사적인

욕망을 문길과 똑같은 실망과 불안감과 함께 표현하지만, 이는 치명적 사랑의 대상인 P 에 대한

수동-공격적인 복수와 같은 행위는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에 대한 구실(pretext)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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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pinnings)에 대한 철학적 거부이다. 자살 행위는 문길과 윤광호의 경우 비슷하게

“교육적”이지만 다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문길은 자살을 통한 정치적인 고발에서 자신과

조선인을 도덕적으로 옹호한다. 이와 달리 박애-특히 조선인 동포에 대한 그의 사랑과 무시와

함께, 헛된 육체적 추구의 선택을 한 윤광호에게 그의 마지막 행위는 ‘시적 정의’이자 아마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타인에 대한 경고로 판단된다.

<<무정>>의 동성애 테마화는 교육 목적으로도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사랑인가>, <윤광호>의

이야기와 달리, 전통과 개혁의 조합은 매우 분명한 이중성 (duality)으로 나타나며, 저자는 전통의

감수성과 폭력성, 개혁의 희망과 역동성 (개혁의 부정적인 측면은 소설에서 결여되어 있다)에

동등한 무게를 준다. 소설은 궁극적으로 유교적 보수주의보다 계몽주의의 진보성에 대한 수용을

권장하지만, 이러한 양면은 독자의 마음을 동등하게 움직인다. 이 조화스러운 혼합은

<<무정>>의 미적 매력이자 힘이라고 볼 수 있다. 기생 영채와 기생 월화의 '전근대' 결합

(pairing)은 230 매춘의 가혹한 세계 속에서 부드럽고 덧없는 불쌍한 관계로 간략하게 표현되며,

신여성 영채와 신여성 병욱의 후기 '근대적'결합 (pairing)과 대조를 이룬다. 조선인의 교육 준비를

위해 함께 일본에 갈 것이다. 두 결합의 교육적 기능은 하나가 외딴하고 불쌍하다면 다른 하나는

활기차고 희망적인 것이며, 이 차이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한다.

그러나 <<무정>>의 남자 캐릭터에 대한 한승옥의 '게이 감성’ 분석에는 문제가 있다. 231

<<무정>> 주인공 이형식의 과묵함, 우유부단함, 일반적인 수동적 성격은 동성애자에 대한 고정

관념이라기 보다는 이광수 자신의 개인적인 내러티브 의식에 의해 나타나는 특유한 성격으로,

이는 이광수 문학 전반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의 동정적인 캐릭터에서

작가 자신의 정신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측면이기도 하다.

평양 여관에서 일어나는 남색 행위에 대한 이형식의 혐오 (그는 최악의 모욕으로 그를 비난)는

스토리에 포함된 의미 없는 세부 사항이 아니다. 232 본 연구는 이것이 영채와 월화의 관계와

                                        
230 “그날 밤도 둘이 한자리에서 잤다. 둘은 얼굴을 마주 대고 서로 꼭 안았다. 그러나 나어린 영채는 어느덧 잠이 들었다.

월화는 숨소리 평안하게 잠이 든 영채의 얼굴을 이윽히 보고 있다가 힘껏 영채의 입술을 빨았 다. 영채는 잠이 깨지

아니한 채로 고운 팔로 월화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월화의 몸은 벌벌 떨린다. 월화는 가만히 일어나 장문을 열고

서랍에서 자기의 옥지환을 내어 자는 영채의 손에 끼우고 또 영채를 꼭 껴안았다.” <<이광수 전집>> 우신사, 제 1 권, 67-

8 쪽. 이 장면의 애처로운 분위기에 불구하고, 역시 기생(=매매춘)이라는 ‘구습’과 관련되어 병욱과 영채의 플라토낙한

근대 교양적 ‘신여성’풍 관계와의 이분법 구조 속에서 평가절하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이 장면 직후,

우리는 월화가 자살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무정>>, <<삼중전집>>, 1 권. 67-8 쪽.)

231
한승옥,. “동성애적 관점에서 본 무정”<<현대 소설 연구>> Hyeondae soseol yeon’gu,. 제 20 호. 2003.                   

232 “세 사람은 한참이나 다투더니 그 중에 제일 거무튀튀하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 웃고 형식을 안으며, “얘, 나하고 자자.

돈 줄게.” 하고 형식의 목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려 한다. 형식은 울면서 방 안에 둘러앉은십여 명을 보았다. 그러나

모두 벙글벙글 웃을 뿐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얘, 나하고 자자.” 하 며 자기 의 주머니에서 엽전을 한 줌 집어낸다.

형식은 반항하였다. 그러나 그 거무퇴퇴한 사람의 구린내나는 입이형식의 입에 닿았다. 형식은 머리로 그 사람의 면상을

깨어져라 하도록 들입다 받고 그 사람이 번쩍 고개 를 젖히는 틈을 타서 손에 들었던 목침으로 그 사람의 가슴을

때렸다.” … 이 놈! 이 짐긍놈!" 하고 발길로 찬다.”(위의 책, 10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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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을 이루는 남성을 포함한 전근대 전통의 표현으로 본다. 한국의 전근대 성문화는 지정된

만남의 장소나 대자연에서, 가끔 거칠고 비인격적인 성적 접촉의 형태로 이루어진 남성적인

행위 233 였기 때문에 <<무정>>의 이러한 묘사는 충분히 공정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방’ 전통은 다양한 근대적 형태의 하나로, 도시와 시골의 여관 문화를 통해 근대까지 이어져

왔다. <<무정>>에서 영채와 병욱의 근대적 결합에 해당하는 남자 결합은 이광수가 생각한

“계몽적” 형태로, 이현식과 그의 학생 이희춘 (이희철) 사이의 동성애 관계라고 봐야 된다. 두

개의 대조되는 남성 결합은 두 개의 대조되는 여성 결합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동성애

결합에서 무목적적인 육체성과 후자의 결합에는 영성 (靈性)에 기반한 애정의 성격이 더 강한다.

여관 손님의 무차별적인 성 행위에 비해, 교사-학생 관계는 이광수에 의해 선의(善意)로

제시되지만, 본 연구는 이광수가 <<무정>>에 동성애 테마를 포함시키는 동기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미개척 남성 욕망과 교사와 학생의 세련된 영적 사랑의 차이 (자신의 지적 개념에

따라)를 조선 대중에게 알리는 것만큼이나 자신과 그의 학도 이희철과의 실제 관계를 옹호하거나

합리화하려는 욕구에 있다고 생각해 본다.

본 연구는 1917-18 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음을

발견했다: 여관에서의 ‘야만적’인 성적 만남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계몽적 교사-학도 관계를

<<무정>>에 포함시킨 것; <윤광호>를 동성애 거부 사례로 쓴 글; 이광수의 신여성과의 재혼

(미혼이면서 자신의 동성애 경험을 신문에 공개적으로 고백 한), 그리고 몇 년 후 전 학생

이희철이 이제 기혼의 이광수에게 공개 편지의 발표 등 <<무정>>에 묘사된 계몽적 동성애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희철의 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광수와 이희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정>>의 내용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1920 년 <<창조>> 문예지에 ‘五山人’(희철)이 ‘K 先生’234 에게 바친 공(公)적

고백과 변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희철의 편지는 춘원에게 보낸 아름답고도 시적인 러브

레터의 성격을 띠는데 이는 오산 시절 젊은 나이의 춘원이 가졌던 사랑의 성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가 된다.

“K 先生! 나에게 對하야셔는 엇더케나 사랑스럽고 그립은 말인고. 이말을 듯기만하여도 나는 까닭 모를 눈물이 뺨에

흐르고는 한다. 말하자면 K 先生과 나와는 그 過去에 同性의 戀人이다. 이러케 말하니까 或은 異常이 생각할 이도

잇겠지만은 異常이 생각하는 사람은 人生의 太西洋 저편에 亞美利加 大陸이 있는 줄을 모르는 까닭이다. 콜놈보스가

新大陸을 向하여 돗을 달 때에 누가 저를 밋친 놈이라 아니하엿겟느냐….나는 K 先生을 사랑한다. 235

                                        

233 박관수, 위의 글.

234 K=孤丹. 춘원이 오산 시기에 쓰던 호명.

235 五山人, <K 先生을 생각함>, <<創造>>, 1920, 5 호. 89-96 쪽. 이는 춘원의 오산 시대 제자 이희길에 의해

쓰였음은 <<創造>> 1920, 7 호. 59-  쪽에서 실린 춘원의 답인 <H 君에게>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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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지가 현대인에게 주는 가치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편지를 통해 사제 관계의

흔적을 은밀하게나마 엿볼 수 있다. 둘째, <<K 先生을 생각함>>만큼 분명하게 1920 년대 근대적

동성애 담론이 끼친 심리적인 조절 (혹은 훼손)을 드러내는 문헌은 드물다는 점이다. 1920 년대

동성애 담론은 일부 조선인 지식인의 마음에 ‘변태 의심’ ‘감시의 눈초리’를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한 심리적 혼돈은 이 편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편지에는 분명한 균열을

보이는데, 첫 번째 층위에서는 사제간의 사랑의 깊이가 예찬되고, 순수하고 죄 없는 친근감을

다른 교원과 학생들의 비아냥 속에 유지했던 기억이 서술되며, 두 번째 층위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이제는 죄를 저지른 것인 듯 반성해야 하는 것이 되며, ‘이상한,’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여겨지게 된다. 편지에서 느껴지는 저자의 고민은 자신의 분명한 감정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변명’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느 날 K 先生은 十里나 거의 되는 곳에서 通學하는 내가 方今 가방을 들려메고 집에 도려가랴고 學校大門 밖을

나서랴 할 때에 다른 學生을 시키어 나를 自己의 房으로 暫間 오아 달라 한다. 나는 갓다. 나에게 대하야는 私私로이

先生에게 불님을 닙어 先生과 直接말을 부치게 된 것이 이것이 처음이다. 그리하야 多少부끄러운 氣色으로 K 先生님 압에

무릅을 끌고 앉았다. 나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다만 命令을 기다릴 껏뿐이다. 그러나 K 先生은 別로이 하랴는 말슴도

업는듯하다. 그리면 웨 나를 불녓을가? 勿論 나는 그 때에 直坐에서 그 緣故를 알 수 업섯다. 只今 나서 생각하니 그것이

即 사랑의 첫거름인줄을 깨다랏다. 한참 동안은 서로 아모말업시 치어다보기도 하고 或은 눈을 흘려보기도 하엿다.

K 先生은 겨우 입을 열어 말한다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시냐? 집에서는 무엇하나?> 이 두가지 問題이였다. 나는．．

別．로이．． 異常．．하게．． 생각지도．．．． 안코．． 다만 <예, 계십니다. 職業은 농사올시다> 대답하엿다. 그리고 나는 집에 도라갓다.”(90)  

[논자 강조표]       

여기서 긴장감이 느껴진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항상 멀지 않은 곳에 있는 “異常하다” 라는

단어가 병치되는데, 그 병치된 상황은 불안한 인접성을 불러 온다. 이 두 가지 양극적인 가치

사이를 방황했던 것은 비단 희철 혼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 . . 그 후로부터 나는 K 先生과 자조맛날 機會도 엇고 따라 사이도 漸漸 갓가와 지는것 갓핫다. 勿論갓가와 지는것이다.

나도 웬 까닭인지는 모르나 K 先生과 언제 든지 가치 잇엇으면 하는 생각과 하로라도 븨읍지못하면 크게 담이 寂寂함을

感하엿다. 아아. 이것이 웬일일가? 이것이 戀慕라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어렷을 때에 「사랑한다」던가

「그립어한다」던가 하는 것은 다만 男女사이에 잇는줄만 생각하엿다. 그런데 오

늘날 내가 K 先生이란 男性을 그립어 하는 것은 무슨．． 心理．． 作用．．을． 밧은．． 까닭일가．．．．.

．

K

．

先生．．으로．． 말． 할지라도．．．． 그． 亦． 엇더한．．．

動機．．로． 나라는．．． 男性．．을． 사랑하엿을가．．．．．．.

．

서로．． 男性．．이면서．．． 서로．． 戀愛．．한담이．．． 異常．．하다．．.

．

“戀愛에는 두 가지 길이 잇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이 누구나 다 생각하는 바요 말하는 바임으로 별로 累累이 쓸 필요가

업스나 적어도 K 선생과 나와의 관계가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빗최고 귀에 들닐것이면---나는 自己의 處地를

辯明하럄보다 샤랑을 要求하는 인생의 一部分에는 이러한 現像도 잇다함을 무릇 사람들에게 가라치고져하노라.”(90) [논자

감조표]

이미 근대화된 “두 가지의 길”(동성애, 이성애)에 봉착한 희철의 물음 “이것이 戀慕라는 것이

아닌가?”는 분명 1909 년 문길의 물음 ‘사랑인가?”와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대

과학에 의해 선택을 강요 받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희철은 실연(失戀)한 文吉보다 용감하고 확신에 찬 판단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미 과학화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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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길’로서의 사랑을 감수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길을 선택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합리화를 준비한 것을 보면 1917 년 춘원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희철이 자신의 동성애

감정에 대해 “사랑을 못 받았던 유년시절”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추정하는데 이는 <<무정>>에서

형식을 통해 주장한 춘원의 합리화와 매우 유사하다. 희철은 “…사랑이라는 것은 도무지 모르고

다만 썩어진 孔孟道만 崇尙하는 伯父의 家庭에서 枯木과 가치 자라날 것을 생각하니 어린 맘에

라도 한심하였고”, “어머님의 愛情도다시는 맛볼 수 없었”고, ..사랑의 餓鬼가 되어 버려” 236(93)기

때문에.

대개 내가 K 先生의 사랑을 要求하게 되고 또 나의 사랑을 K 先生에게 올리게 된 것은 우리 四母子가 집을 빼앗기고

伯父의 집에 몸을 붓치기 어너덧 一年半을 經過한 때이었다. 實로 나는 어머님과 아버지의 사랑을 일흔 대신 K 先生의

사랑을 얻었고—勿論 얻었기 까지는 꽤 고심하였다—아버지에게 밧칠 사랑을 밧치지 못하는 대신 K 先生에게 나의

사랑을 밧치게 되었다. 그러나 K 先生과 나는 나히가 겨우 五六年을 어그러진 只今으로 보면 다갓든 靑年이다. 다갓든

붉은피의 所有者다. 드대여 이러한 사랑은 여러가지로 變態되여 友情에 갓가와 가기도 한다. 말하자면 K 先生과 나와 의

사랑은 或友情이엿던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만 友情으로만도 생각지도 아니 한다. 母子의 情, 父子의 情, 友情이

셰 가지야말로 이러한 사랑의 要素가 되였을 것이다.”(92-3)     

희철의 편지는 이광수와 청년이 육체적, 영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충분히 암시해 준다.

그러나 희철의 ‘동성애’라는 용어의 순진하고 순결한 사용은 (이 시기 한국인의 무고한 용어

사용의 전형 인 것) 한면에서 조화를 이루지만, 다른 한면에서는 그의 공개 서한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대중적인 명성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문학 거인이 된다. 희철은 전 애인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을까, 그의 동기는 읽기 힘든 면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희철과 춘원

사이의 관계가 애인인지, 우정인지를 밝히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애정 혹은 우정을 합리화해야만

했는가에 있다. 1920 년대에 들어서 이광수는 이미 재혼을 했으며, 떳떳한 사회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918 년부터 “개성”을 버리고 “사회인”, “지도자”가 되어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감정을 “이성성”(이성애”, “진화”, “사회 지도)인 범주로 승화했다.

<<무정>> 이후의 춘원은 “비이성성”의 과거인 희철과의 사랑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

희철 편지에 대한 춘원의 답은 편지가 실린 <<창조>>의 다다음 호인 7 호에 실렸다. 그

글에서는 사랑의 ‘본능성’ 云云보다는 사랑의 ‘민족애’로의 승화된 형태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동성애에 대한 침묵도 암묵적으로 드러난다. 이광수의 답(答)에 대해 이정숙이 지적하듯 그

“서술 방식이나 태도에서 주의 깊은 독법을 요하며”, “<<K 先生을 생각함>>에 담긴 그들의

동성애에 대한 자의식을 일소할 만큼 민족애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다.237

나는 그 때에 그 五山의 보금자리에 자라나는 二百의 健兒로 우리 나라를 Heat 하는 Heater 가 되도록하여 保驥㔹

힘썼다. 二千年이나 되는 사람 중에 百의 Heater 가 무슨 그리 效力이 크랴마는 녯날 소돔城은 二十人의 義人이 업슴으로

                                        

236 위의 인용문의 앞부분은 “아버지가 가족을 소홀함으로 9 된 해에 가족이 집까지 잃고, 어머니와 3

형제와 같이 ‘嚴肅’한 백부의 집으로 간다. “이로부터는 …백부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다…”임.

237 이정숙, <‘동성애’ 모티프 소설에 대한 문화론적인 고찰> 서울대 발표문(미발간), 2005. 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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硫黃불에 滅亡을 當하엿스니 百人의 Heater 가 二千萬人의 血液의 結氷함을 막기나 할가 함이다. 그리하야 그 一百

健兒의 代表로 나는 君에게 Heater 라는 일흠을 들인것이다. 나도 Heater 되기를 自期한 것은 勿論이다”…그리고 우리의

살과 뼈와 기름과 나종에는 생면 까지 火爐에 집어너허 붌.길을 도아가면서 손에 溫度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

하쟈. 늙어가자. 죽자.238

이광수는 이 글에서 ‘희철’의 음(音)을 영어 단어인 히터(heater)로 바꾸고239 구약성서를 차용하여

‘죄악의 도시’인 소돔 주민들이 그들의 죄240인 소도미’, 즉 ‘동성애’로 인한 신(神)의 노여움으로

인해, 신성한 불길로 소멸의 운명을 받았다는 유태 신화를 제시한다. 이는 춘원이 계몽주의의

과제를 헌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다 바치겠다는 ‘무정’적인 결심을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광수는 희철과의 이별 후 결핵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희철의 소식에 대한 그의 반응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철에 대한 그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광수는 그들 과거에

대해 금욕적이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이광수는 단편 소설에서 청년의 죽음 이후 희철을

주제로 삼았다. 이광수의 단편 <<H 를 생각함-사랑은 안 죽는다>>(1924)에 따르면 이희철은

1924 년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의 비극적인 요절에 대해서 실제적 상황을 알 수

없으나, 1917 년 춘원이 집필한 <<東京에서 京城까지>>와 <<어린 벗에게>>의 서간식(書簡式)

소설의 상상되는 수신자/ ‘벗’ 이 바로 희철이었음을 생각한다면,241 <<H 를 생각함>>이 얼마나

이광수에게 마음 아픈 작품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42 그러나 1920 년대에는 자신과

희철의 동성애적 관계에 관해서 침묵과 부정만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침묵과 부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광수가 이희철에게 보내는 찬사에서 동성애와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희철과 그의 여자 친구라는 복잡한 이성애 관계에 대한 진술에서 멈춘다는 점이다. 이 스토리가

허구인지 사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춘원은 <<H 군을 생각하고>>에서, 희철의 요절

후에 쓰인 <<혈서>>에서는 <<사랑인가>>의 시절 243 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적 사실을

‘異性愛化’하였다.

                                        

238 춘원, <H 君에게>, <<創造>>, 1920, 7 호. 59-쪽.  

239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390 쪽.

240 천주교의 도덕주의 영향하에 생긴 개념. 각주 6 을 참조.

241 김윤식은 춘원이 학도 김종중이 자신에게 빨간 담요를 주고, 이는 상하이를 향하는 선상(船上)의 추운

날씨를 막았다고 하고, 또 희철은 출발전 은전 한푼을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어린

벗에게>>는 바로 이 상하이 시기를 배경으로한 소설이다(김윤식, 위의 책, 389 쪽),  

242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1), 솔 출판, 390 쪽.

243 <<혈서>>는 <<사랑인가>>의 훌륭한 반전(反轉)이다. 한편 김윤식은 <<혈서>>를 <<윤광호>>의 재판이라고보나,

이는 틀린 주장이다. <<사랑인가>>에서 문길은 냉대하는 일본 남성 미사오에게 혈서를 보내고 거절당하자 자살을

기도함과 정반대로, <<사랑인가>>와 같은 1909 년의 동경을 배경으로 하는 <<혈서>>에서는, 조선인 “나”는 일본 여성

N 의 절망적인 사랑을 거절하고, 그녀가 병들고 죽는다. 죽기 전에 혈서를 “나”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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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향은, 이광수의 후기 소설의 젠더 ‘승화’의 문제와 아울러, 조선 사회에 도입된

의료화된 동성애 담론이 학계에서 더욱 더 ‘자연화’되어 가는 1930 년대에 일어난 이광수의 망각,

즉 자신의 처녀작에 대한 회상 불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무정>>에서 나타나는

이형식과 이희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왜 동성애에 대한 합리화가 1917 년 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동성애의 매력과 관련된 내면 감정과 욕구에 대한 깊은 물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답은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그 당시

이광수의 삶의 사건, 구체적으로는 희철과의 과거에 작별을 고하고, 허영숙과의 미래에 안부를

전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정>>의 교사-학생 관계는 희철이 1920 년대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훨씬 이전에 등장한 내용인 바, 미래의 발전적이고

근대화되는 조선을 향한 길을 보여주는 가르침의 순간과 더불어 이광수는 오산 학교의 동료

교사들로부터 그의 ‘혐의’에 대해 그의 사적 관계에 대한 합리화로 이 두 가지 주제를 확실히

(방어적으로) 도입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물론 교사라면 누구나 어린 학생을 귀엽게 여길 것이며 학생과 부자, 혹은 모자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춘원의 사랑은 춘원과 학생 이희경(이희철)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말썽이 일어난 7 년 후에도 장편 <<무정>>에 등장하는 형식의 목소리를

통해 그 분노를 드러낼 만큼 강렬한 것이었다. <<무정>>의 본문에서 형식은 “어린 학생들의

코도 씻어주고 구두끈과 옷고름도 매어주었”고, “뜨거운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라고 기술하였다.

“어떤 교사들은 형식이 이렇게 함을 비웃기도 하고, 심지어 형식이가 학생들을 끔직이 사랑하는 것을 좋지 못한

뜻으로까지 해석하였다. 더구나 형식이가 이희경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필연 희경의 얼굴을 탐내어 그러는 것이라

하며, 어떤 자는 형식과 희경의 더러운 관계를 확실히 아노라고 장담하는 자도 있었다. 그래서 형식도 어떤 친구에게

충고를 받는 일도 있었고, 희경도 동창들 사이에 좋지 못한 조롱을 받은 일도 있으며, 희경이가 우등을 하는 것은 형식의

작간이라고 험구를 하는 자도 있었다.”(121)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끔직한 사랑”, “더러운 사랑”이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랑’을 더럽게 여기던 동료 교원들의 질투와 희롱에 대해서, 이광수가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자신과 희경의 관계가 타당함을 역설한 부분이다. “만일 학생들 중에 사람의 피를 마셔야

살아나리라 하는 병인이 있다 하면 형식은 달게 자기의 동맥을 끊으리라고 까지 생각하였다. 그

중에도 이희경 같은 몇 사람에게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대해 가지는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깨달았다”는 자신들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 굽히려 하지 않는 자세와, <<무정>> 68 장에서 희춘,

학생들과 사제간의 친근한 사랑 관계를 비교적 자세히, 그리고 상당히 심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자신의 사랑의 타당성을 믿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1917 년 이광수에게 “더러운

관계”로서의 동성애에 대한 불안감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

물론 이광수는 낡고 조잡한 남색 문화 (그 당시 벌써 침묵화된 문화)와 ‘변태’와 같은 개념을

다루는 새로운 의학화 담론이라는 두 가지 길만 존재하는 시대에서 자신을 ‘남색가’ 또는

‘동성애자’라고 부르는 일은 결코 없었다. 오히려 이광수의 저서들은 ‘조숙’, ‘외로움’, ‘지나치게

극단적인 지성’, ‘동정’, 심지어 ‘종교적 억압의 결과’ (<<혈서> 참조) 등의 개념을 결합하여 자신의

요망에 대한 합리화를 발명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소위 ‘남색’이나 ‘비역’이 낙인이 찍히지 않은

사회적 관습으로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전근대 시대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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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는 결혼 후 동성애를 소설의 주제로서 그만두고 침묵을 지키게 된 한편, 그의 초기작

<사랑인가>에서 드러난 “동성애” 테마에 대해 가끔씩 수필에서 계속 언급했고, 1936-7 년

늦게까지 <<그의 自敍傳 >>를 통해서 유학 가기 이전에 동성애적인 경험을 가졌음을 밝히면서,

그에 대한 “합리화”를 다시 끌어들인 논리를 명시했다.

“심태섭이란 아이는 나보다 열 살이나 위이다. 열 육칠세는 되었을 것이다. 전반같이 머리를 땋아 늘이고 아주 얼굴이

동탕하게 잘 생기고 그리고도 점잖았다… 나는 태섭이 곁에 앉고 싶었지만은, 글 정도를 따라서 그 담담에 앉았다. 그러니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해 주는 줄을 느꼈다. 그가 나를 보고 빙그레 웃을 때면 나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형도 없고 누나도 없는 쓸쓸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때문이었을까. 나는 어려서부터 퍽 고적을 느꼈는데 내 고적한

혼을 만져 주기 위하여 처음 나타난 사람이 이 심태섭이었다.

…오늘이야말로 나는 실컷 태섭의 곁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깎아드린 비탈길을 태섭의 손에 매달려 오를 때에

행복 그 물건인 듯하였다. 그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하였다. [거기*]에서 나는 처음으로 애정의 경험을 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소나기를 만났을 때에 태섭은 바위 밑에서 나를 꼭 껴안아 주어서 젖지 않고 춥지 않게 해 주고, 그리고 소나기가

그치고 볕이 나서 우리가 바위 밑에서 나올 때 태섭은 내 목을 꼭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입의

향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것은 그의 마음의 향기였을는지도 모른다.” 244  (자신의 소년 시대를 회상하는 <<그의

자서전>>, 37 세)

궁극적으로 이광수는 동성애 욕망에 대한 개인적인 합리화를 고수하면서, 유교적 경멸, 과학

담론, 종교 담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 이광수는 두 세계 사이에서 찢겨 진 듯한 식민지

시기의 조선을 그려 내며 흥미로움과 동정심, 그리고 해결책까지 담은 그 모습을 <<무정>>으로

표현하며, 유교 사상과 계몽 사상이 혼합된 모습을 표현했다. 궁극적으로 이광수는 자신의 결의

(계몽사상 추진)에 따라 사회가 권장하는 이상으로 영적 동성애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부정을 표방했는데, <사랑인가>와 <윤광호> 사이의 차이성은 다른 무엇보다 이러한

이념적인 간격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광수는 재혼하고 자녀를 낳는 일에서 동성애 욕망을

뒤로하고 조선 사회에서 남성의 합당한 삶이라고 판단되는 역할로서 주류 사회 생활에

들어서면서, 그는 시기의 요구에 맞게 그에게 기대되는 책임을 또한 ‘멋’적인 인생경로 판단한다.

4.3 이광수를 애독한 백악 김환과 ‘동정’

이광수의 동성애의 문학적 테마화에 있어서 다양한 합리화는 金煥(백악)의 1920 년 소설

<<同情의 淚>>과 연결되어 있다. 1920 년대 근대적 ‘동성애’의 등장 이래, 남성 간의 감정적인

사랑을 "동성애"라는 낙인과 분리시키기 위해 그것을 "동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학에서는

일찍이 백악 김환이 그의 중편 <동정의 누> (<<학지광>>, 19 호, 21 호)에서 그 예를 보여준 바 있다.

‘동성애’라는 신조어가 종래의 가혹한 표현인 '남색'의 '부드러운' 대체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20 년대 초 그 당시의 지식인의 태도의 예로서, 1924 년 도시 기자가 전라도 시골 기차역에서

동성 커플과의 우연한 만남에 대한 그의 인상으로 들 수 있다.  한국에서 “동성애”라는 용어가

                                        
244 (<<그의 自敍傳>>, <<우신사 전집>> 제 6 권, 309-310 참조. [* =”이 거룩한 성 [城]—산 꼭대기 하늘 가까운 곳에

있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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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최초의 문헌 기록 중 하나이다.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南道 男子들이 同性愛를 잘 한다는 평이 自來로 잇지마는 나는 금번 전북에 가슬때에 실지로 본 일이 잇다. 바로

井邑驛이다. 金提行 차를 타랴고 정차장으로 갓섯는데 엇던 털풍헌의 노동자와 더벙머리 총각 두 사람을 수십 인이

에워싸고 섯다. 나도 역시 무엇인가 하고 보닛가 그 노동자는 총각의 북두 갈구랑이 가튼 손목을 쥐고서 그저 가지를

말나고 哀乞伏乞하며 또 갈터이거던 제발 하루 밤만 더 놀다가라고 한다. 나는 벌서 그 두 친구가 同性愛하는 사람으로

짐작하엿다. 그러면서도 호기심으로 그 노동자를 불너서 왜 그러더냐고 무르닛가 그 노동자는 또 서슴지 안코 말하되 저

아희가 나의 美童인데 3 년을 가티 지내다가 지금 타향으로 간다해서 작별하러 온 길이라 한다. 나는 구만 우슴이 나서

아모 말도 못하고 혼자 생각에 참 可怪한 일도 만타 하다가 다시 貧窮한 노동자가 年近 40 여에 부자놈처럼 佳妓, 美妾의

향내는 못 맛틀지언뎡 총각 친구의 x 냄새나마 그리워하는 것은 참 불상한 일이라 생각하엿다. 이런 일이 엇지 그

사람뿐이랴. 조선의 貧窮한 노동자 특히 남의 집 雇用農軍은 일생에 異性愛를 한 번도 잘 못하고 그저 그런데에나 愛를

부친다. 참으로 이 세상은 不公平하다. 八仙女 九仙女의 愛妾을 둔 富豪 놈과 그 貧農民을 비해 볼 때에 과연 엇더한

차별이 잇는가. 245

기자는 대중적 소비를 위해 인쇄로 옮겨진 그의 반응이 주로 교육받은 독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합의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언설은 1924 년 ‘동성애’에 대한

조선의 대중적 견해와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만남에 대한 기자의

간략한 묘사는 전근대와 초기 근대 조선에서 남색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성격에 대해 많이

암시한다. 당연히 기자의 약간 악의적인 의견은, 젊은 파트너 (미동)를 배웅하는 사람들의 지지와

관심, 그리고 기자에게 슬프고 우스꽝스럽고 심지어 역겹게 보이는 커플의 이별의 진심 어린

감정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자의 말에 따르면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묘사되는 ‘비역’에 대한 전통적인 개방적 인식과 관용, 즉 여기서 ‘씹, 뼉, 용’의 전통적인 성질서

(性秩序)에서 두 번째 용어— 무엇보다 ‘불쌍히 여김’에 근거한 관용, 즉 비역 행위자들이 이성

(異姓) 관계의 완전한 성적 경험을 못 이룬다는 아쉬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성 관계 밖의 모든 것,

즉 ‘뼉’과 ‘용’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했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했을 것이다. 요컨대, 20 세기 초 조선

사회와 풍속을 관찰한 어떤 미국 선교사의 말에 따르면, “아내 없는 남자는 모든 사람에게 불쌍해

하며 남자 중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246 비역이 사회 입장에서는 슬픈 사실이었지만

참여자 입장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이것은 위의 어설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전통적인

관용성에 대한 변화는 기독교를 통해 대중 사이에서, 성욕학은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도입되었다. 소년애가 금지되었지만, 조선 전통에는 편협에 대한 개념적 공간이 없었다. 기자의

입을 통해 표현된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동성애 감정을 동정심을 받을 만한 것으로 이광수

자신의 합리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식민지 시기의 주요 합리화 방어책 중 하나는 '동정' 개념일 듯싶다. 19 세기말

Homosexualitaet 의 일역으로 새로운 근대적 용어인 '同性愛'의 의료화된 의미에 대한 방어책으로

                                        
245 차상찬, 전라북도답사기, 개벽, 제 64 호, 1925.12.01. 108-9 쪽. 연구원의 인터뷰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1920 년대에

살았던 강진 지역의 일부 원주민들은 소년의 사랑을 “추접 접속”, “부끄럽고 나쁜 짓”이라고 언급했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246 Moose, Robert. <Village Life in Korea>. Nashville, M.E. Church, South. 1911. 11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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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의 사용은 백악 김환의 단편 소설 <<동정의 누>>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47 이는

1920 년대 이광수의 오산 학교 시기, 이광수와 이희철의 동성애 관계를 다루는 이희철의 편지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나 단언할 수 없다.

김환에 대한 개인론은 그동안 드물었다. 김윤식은 주로 김환의 중요성을 <<창조>> 잡지

스태프의 비즈니스맨 역할을 중심으로 그를 언급한다. 김환의 소수의 작품은 크게 무시당해

왔지만 백악은 이광수의 찬사를 많이 하고, 이광수와 비슷하게 자신의 감정을 옹호한 인물이다.

김환은 이광수처럼 동성애에 대한 글만 그리고 이성애에 대한 글만 쓰는 것이 아니지만

동성애라는 맥락에서 가장 깊은 감정을 드러내며 이념적, 예술적 기교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東道의 길>> (고향 평양에서 일본으로 가는 동안 기록한 백악의 기행문)에서는

김환의 자기중심적인 작가 입장에서 나는 놀라운 (?) 내용을 보게 된다. 고향에 머무는 동안

C 라는 친구를 찾지 못한 그는 사과 (赦過)의 표시를 하면서 C 와의 ‘실연’을 감탄하다. C 는 한때

김환을 사랑했으나, 김환은 C 의 사랑이 “거즛” “空穀”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김환은 그 자신 보다

더 사랑할 사람을 찾아 가 버린 C 를 고발, 독자에게 호소를 한다. 자신이 C 에게 다만 “精神上 靈

的 神聖한 사랑”을 구했을 뿐이요, 그 밖에는 ‘더’ 원하지 않았으나, C 는 ‘나’를 理解하지 못 해

‘나’의 精神上에 큰 傷處를 주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내가 世上을 떠나는 마즈막 숨을 쉴 그 瞬

間까지는 비록 華佗 扁鵲이 다시 잇다 하여도 傷處를 治癒하기에는 벌서 時期가 지내엇다” 고

비탄한다. (8)

화자의 경박한 성격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과 감정의 얽힘 이후 김환은 동성 관계로

분명히 추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묘사법으로 ‘동정’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러케 苦痛과 煩悶하는 것을 同情은 못하여 줄지연정 다만 네 自身의 現在 物質的 滿足만 엇으려고 努力하는 君이여!

한번 남의 心理도 미리워 생각하기를 바란다. 언제한번은 내가 君의게向하여 “一生獨身으로 살면서 나의 精神上安慰를

달다”고 請한때에 “저는 一生에 兄으로 섬기고 사랑하갯스나 獨身生活은…” 말을 채우지 못하고 얼골이 불거지던 그 瞬間

에 그의 눈의 表情이야말노 美의 神! 愛의 엔젤 이라고 부르지 안을 수업섯다. 그러나 나의 품에서 떠난 現在의 그는 내

눈에 惡마와 갓치 보인다. 아! 나의 精神에 慰安을 주던 君이여! 平和롭고 사랑이만은 따뜻한 君의 가슴에 안기엿든 흰뫼

나는 봄과갓흔 君의 게버림을 밧으니 오직 홀노외롭고 젹막하기 끄지업시되엿다. 다만 남아잇는 것은 차듸찬 白雲뿐이다.”

(8) 12

‘나’의 기대를 저버린 C 는 그러므로 ‘무정’ ‘무심’하다며, 김환의 과도(過度)한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자신이 차 밖에서 서양의 유화처럼 보인 “장관”이라는 객관성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 볼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광수와 유사하게 정의 전달이지만, 김환의 경우, 억제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이 분출하듯 넘치고 “장관” 그것이 되어 버린다.

“아! 나의 精 神 上 愛人 이엿든 = 將 次 남의 物 質 上 愛 人 이되려는 君 이여! 君 은 君自 身 以 外 에 남의 生 覺 은 죠곰도

                                        

247 그의 글에서 김환은 남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 용어를 거의 '강박적'으로 사용했다. (‘동정’이 나오는 횟수

(작품별: <<神秘의 幕>> (이성애) 8 회, <<故鄕의 길>> (동성애) 7 회, <<東渡의 길>> (동성애) 5 회, <<同情의 淚>>

(동성애) 18 회, <<自然의 自覺>> (동성애) 2 회, <<RT 兩兄에게>>(---) 2 회, <<惡魔의 詛呪>> (이성애) 5 회 ,<<나의 묵은

日記>> (---),  <<懺悔>> (이성애) 0 회, <<復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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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안느냐? 사랑이니 안방이니 精神的이니, 靈的이니하여도 一時 動物의 本能的 滿足을 엇는 그것이 나을 줄아느냐?

그맛分別은 할만한 修養도 잇고 나희로말하여도 人情世態를 알만한 君이 그러케도 沒常識한 行動을 하리라고는 뜻하지

안아섯다.’

자신에 대해 “옛날 전부터 신경이 과민” (<<東渡의 길>> 51)하다고 고백한 김환은 특히 ‘동정’이라는

말을 글에서 거리낌 없이 묘사되고 있다. 김환의 중요 ‘동성애’ 작품 <<同情의 淚>>에서 그의

‘이성애’소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동정의 깊이가 나타나고, 자연의 미와 인간의 미가 ‘동정’의

미학으로서 자연과 동성간 사랑의 뒤얽힘이 제일 조화롭게 드러난다.

한편, <<同情의 淚>> (20.1.5)은 조선인 동경 유학생의 동인지인 <<學之光>>에 실린 작품으로

낭만적 서정적인 동성간의 ‘러브스토리’임과 동시에, 1920 년부터 조선에 소개된 ‘동성애’ 담론의

대중적 보급에 대한 한 작가의 공적인 도전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나’ (오산 학교의 교원 K 교사)는 하학 후 울적한 기분을

이기려고 혼자 帝釋山을 올라 가려는 중, 11 세된 신랑과 18 세 ‘색시’의 조혼 커플을 길에서 보고

이런 ‘죄’는 아이들의 부모님과, ‘악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선 사회의 죄라 울분한다. 한때 K 가

사랑한 헌신 깊고 ‘義로운’ 벗의 무덤 옆에서 그 벗의 훌륭한 인격을 생각을 하며 운다. 산 위로

가서 B 라는 18 세 학생을 만나게 된다. 둘이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같이 누리면서 K 는 B 의

비극적인 어린 인생의 경험을 듣게 된다. B 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고아 생활을 해 왔다.

돌아간 아버지의 친구인 O 학교 C 선생이 돌아기신 친구의 외아들을 돌보는데 그는 자신의

딸에게 데릴사위로 추천할 때 B 가 무드를 타고 찬성한 다음 곧 예식을 올린다. B 는 나이를

들면서 이를 후회한다. K 와 B 는 서로 형제 관계를 맺어 사랑하게 된다. 주위에서 이를

“동성애”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두 사람의 사랑의 정은 깊고, ‘나’는 원래 오산의 일년

계약이지만 B 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3 년동안 계속 가르치기로 한다. R 이라는 학생도 K 의

사랑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B 가 질투하지만 이러한 ‘경쟁적 사랑 때문에 K 는 자신을 스스로 ‘참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유럽이나 미국, 아니면 일본에 가서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K 는 결국 오산 학교를 떠나기로 하고 B 와 헤어진다.

<동정의 루>는 그 이야기의 시간, 장소, 상황, 인간 관계 등의 배경 설치에서 오산 시기 이광수,

그리고 이광수와 희경의 관계와 얼마 정도의 연관성이 있을 듯싶다. 줄거리에는 이광수의 생애

경력과 유사한 데가 많고 (부모의 죽음, 일본 유학중 경제적 문제로 일해 퇴학한 경험, 1910 년대

3 년간 오산 학교의 교사로 취직하다가 사퇴한 상황, 봉건적인 조혼 (早婚)에 대한 화자(話者)의

반감적 태도, 어린 벗 B 에 대한 사랑, 사제 간의 ‘동성애’ 관계에 대해 바깥세상의 고발, 오산

학교 사직 후 서양으로 갈 화자 ( 話 者 )의 계획) 이러한 공통점은 전부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여기서 이 공통점을 검토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면서도 창작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이희철의 편지를 간략하게 살피기로 하겠다. <<동정의 누>>의 영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희철 (李熙喆)이 이광수에게 바친 위에서 본 편지 <<K 先

生을 생각함>>이다. 그 공적 (公的) 편지는 김환이 동인 (同人)으로 일하던 <<創造>>지의 3 월호

( [통권 5 호], 1920.3.1)의 ‘감상’란에 실린 것이며, <<同情의 淚>>가 <<學之光>>13 19 호

(1920.1.26) (上)와 20 호 (1920.5.13) (下)인데, <<동정의 누>>의 ‘上部’가 << K 先生을 생각함>>이

나오기 한달 반 전에 나 왔으나, 김환이 편지가 실제로 출판되기 전에 편집 단계에서 읽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것은 “단단한”이론은 아니지만, 편지와 소설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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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할 정도로 충분히 유사하다. 여기서는 이 관계를 가정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묘사된 이광수의 계몽주의에 대한 강한 집착은 특히 재혼 후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오산 시기의 소위 ‘同性의 戀人 ’ 관계를 오로지 이데올로기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를 억압할 만큼 과학에 信義를 맡겨 조선의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책임감’의 극단성을 잘

보여 준다. 춘원의 사상적인 전개, 연령도 관계가 있겠으나, <사랑인가>와 <H 군에게> 사이의

차이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15-1918 년 이광수의 일본 제 2 차 유학 시절의 ‘과학과의

만남’이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며, 상당한 내면적인 갈등과

합리화를 요구했을 것이다 (<<윤광호>>).

김환의 문학은 이광수의 <사랑인가>처럼 비록 매우 ‘미숙’한 데가 있다고 평가받더라도,

동성애가 테마가 존재하는 한국 식민지 시대 문학에서 몇 가지 밖에 없는 중,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는 것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김환의 개성있고 자유로운 감정 표현과 굳은 자기

중심주의만이 의료화된 “동성애” 담론과의 대립을 가능했다 볼 수 있다. <사랑인가> <운광호>의

짝사랑 이야기와 달리, <동정의 루>는 동성간의 완만한 사랑을 묘사하는 소설이며, 20 세기 한국

문학의 어느 작품보다 이를 “정답게” 그려지는 작품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세 가지 포인트 1)

계몽의 사상과 2) “동정”의 의미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구 사상과 신 사상 사이에 헤매는

<<무정>>과 같은 계몽주의 소설을 연상시켜 주는 소설 <<동정의 루>>는 유교사상의 구습인

조혼 (早婚 )과 무정/무동정한 사회 사이에 갇힌 사제 (師弟 )간의 깊은 사랑의 표현을 중심으로

하고,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완만하게 발전한다.

스토리는 유교적 “악습관”의 하나인 조혼에 대한 반감을 사상적 배경으로 한다. 이 반감을 우선

“나”는 산을 올라 가는 중에 11 살의 신랑과 18 살의 신부를 봉우함을 통해 (71), 그리고 더

자세히 묘사되는 B 의 비참한 일생을 통해 표현한다. 바로 이 B 에서 반(反) 유교 사상과 동성애적

감정이라는 두 가지 감정적 트라젝토리가 만나게 된다.

이야기의 도덕적 어조 (tone)를 설정하는 캐릭터는 T 학교에서의 편안한 일을 거부하고 시골

학교에서 가르치기로 한 고인 R 이다. 그의 좌우명은“人格 修養”, “世上에는 自己 個人의 名譽 만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사람이 땀 흘리지 않고 먹으면 게을 너서 못 씁니다” 이다. “홍익을

위하야 몸을 밧치고 처자를 불원 하엿다”는 이 영웅적 ‘義人 R 은 익사하고 아마도 그의 신사상

때문에 살해당했다고 ‘나’는 믿는다. ‘나’가 B 를 만나는 것은 R 의 무덤에서 울고 나서 그 때이다.

계몽주의적 영웅의 설치, 그리고 그 이전에 “나”의 조혼에 대한 비판은 독자로 하여금 B 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시키는데 충분한 준비적 배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작가의 희망은 ‘나’가

B 에게 제공하는 애정과 “동정”을 B 에게 주면, 작가는 의심 할 여지없이 “나”가 제공하는 모든

애정과 “동정”을 B 가 얻을 만한 사람이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계몽주의 사상은

동성애 욕망에 대한 합리화, 즉 유교라는 비극성으로 빚어지는 자연적인 “결과”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춘원이 유아 시절에 사랑을 못 받았다는 식의 자신의 욕망에 대한 “합리화”가 필요했고,

또 이희철이 엄격한 백부 아래서의 불행한 유아 시절을 통해 “합리화”를 필요로 했듯이, 김환도

유교적 “악습”의 피해자임에서 찾니진 “합리화”를 필요로 했다. 성욕학적 담론의 등장과 아울러

동성애에 대한 허가도 찾기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합리화”가 필요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수많은 조선인이 반드시 이러한 식으로 “합리화”했을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화자인 ‘나’는 구체적인 디테일로 소년인 B 와의 감정적 육체적 만남, 즉 다른 “이성애” 소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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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오히려 그의 “기행문”과 유사한 자유로움과 친근감으로 ‘나’의 순수하고 힘세고

본능적인 사랑을 묘사한다.

B 의 무릅 우에 노혀잇는 살빗죠은 손을 꼭 잡을 때 내가슴에는 B 를 사랑하고 同情하는 맘이 생겼다. B 의 姿態와 擧動이

썩엡부게 보인다. 내눈에 비잇는 지금 B 는 異性보다도 더욱. 나의 맘을 끄는 美적, 무엇이 잇는 듯 하다. B 는 내가 잡은

손을 뽑으려고도 안이하고 다만 말 때이울기만하다. 나는 순간에 갑재기 몸에 스름이 쭉끼치고 맘에는 무섭고 두려움이

생겨서 잡앗던 B 의 손을 얼른 노코 다시 고개를 숙엿다. 나는 나와 B 의 未來 社會와 나 B 두사람의 관계를 헤아려

보왓다. (上, 75)

B 쪽은 또한 “나는 네가 동정한다”248 라는 구절을 되풀이 하기만 하는 K 선생에 대한 순진한 감탄 으로 압도되고, 여기에

B 는 “同情이 많으십니다..先生님은 果然 天使시요, 人間 사람이 아님이다. 世上에 先生 갓은 이가 잇다하면 한분 밧게는

업슬 것이올시다….아마 녯날 孔子, 釋迦, 基督을 모르지만그후에는 선생님갓은이가 쉽지안을줄암니다.” (上, 75). 선생님이

한 번도 못 받던 ‘동정’을 주시니 B 가 감동하여 (여기서 C 의 친절함을 잊어 버린 것 같음): “저도 선생님과 갓은 兄님이나

한분게셔도 요러케 외롭지는 인으련마만은….”(上, 76)

물론 성 정체성 이전의 시기의 동성애에 관한 조선의 담론에서 우리는 남성간의 “배타적인 사랑” 이라는 가설을 기대할

수 없다. B 가 C 의 딸과 조혼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인정한다: “내가 그 때에 戀 愛 를 하였구나……그야말노 참말

풋사랑이다….異性사이에 사랑이 생김은 自然의 法則이요 동물의 本能이다…더구나 어린 사람들은 맘이 純潔함으로 그들의

사랑도 單調할 것이다….너도 그 때에는 썩 자미있엇셋다…” (下, 76) , 그러나 둘의 사랑의 계약의 ‘무드’는 이성 (異性)간의

그것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다.

“여보게 B 군! 군의 과거한 니야기는 자미있게 동정하는 맘으로 잘 들엇네…나는 君을 衷心으로 同情하네…..이제붇어는

내가 君을 同生과 갇이 認定할 터이니 君도 나를 兄과 갇이 알아주게….내가 비록 資格은 업지만은…”

“先生님! 그게 무슨 말슴야요? 資格이 없다니….果然 제가 先生님의 同生이 될만한 資格이 업음니다…” [. . .] 말을 그치고

내가 잡은 손을 B 도 한번 꼭 쥐였섯다. 나와 B 두 사람 사이에는 無形한 사랑의 電流가 서로 感應됨이 있엇다.”

[…] “…先生님! 저도 그런 행복을 가졋든가요? 先生님…先生님 끠서 힘없고 어린 아희를 버리시지 안으시면 저는 永遠히

몸과맘을 先生님끠 바치겟음니다….저는 十六年 동안을 어름갇이 차듸찬 世上에서 외롭게 떨고 있엇음니다. 제 자신의

기름자 [*그림자] 外 에는 저를 따르고 同 情 하는 이가 없엇서요! 그러나 이제붇어는 따뜻한 先 生 님! 兄 님의 가슴에

안기겟음니다. 先生님! 버리시지마르소서………兄…… 님………..” (二, 78)

해가 지면서, “淸川江下流에 보이는 “一雙漁船”과 쳐량하게 들리는 “한쌍죵달새”의 이미지가 두 사람의 정신적 합결을

아름답게 반영한다.

‘나’는 둘의 사랑을 다소 낭만적인 표현으로 말하지만, 그는 그것을 ‘동성애’가 아닌 것으로 금방 주장한다.

“사랑은 사람을 기뿌게도 하며 슬프게도 한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도하며 죽게도 한다. 사람이 니즈려 하나 니즐수 없고

생각을 안이하려하나 안이할 수 없는 것은 사랑의 힘이다. 한번 사랑의 捕虜가 되면 누구나 自己의 맘을 자기가 支配할

수 없이 되는 法 이다. 나와 B 와의 두 사람사이에도 사랑의 인력이 생기여 서로 精 神 上 위안을 상대자에게서 밧게

되엿었다. 하로만 서로 보지못하여도 보고십픈 생각이 간절하며 공연히 心思이 散亂하다고 말한다. 나는 다만 B 의 處地를

불상이녀겨서 同情할뿐이라고하며 B 는 내가 自己를 同情하고 사랑하니까 나의 同情과 사랑을 밧는 自己도 自然이 나를

사랑하는 맘이 생긴다고 單純하게 생각하지만은 第三者의 눈으로 觀察하면 두사람의 關係를 所謂 “同性戀愛”라는 名稱을

부칠 수 밧게 없이듸엿섯다. 녜로붇어 조흔일은 魔가 많은 법이라.” (二, 79)

요약해서 말하면, ‘동정’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유교적, 성학적, 종교적 낙인의 위협으로부터 동성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1920 년대에 필요했다고 본다. <동정의 루> 스토리에서 “同情”이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것은 작가 자신이 느끼는 B 에 대한 사랑을 근대적 “ 同 性 愛 ”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K 에게>에 대한 분명한 후속

변호/방어책으로 ‘나’는 자신과 독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진실하게 여겨 ‘동성애’가 아닌 감정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 자신이, 떠오르는 근대 담론에 괴로워 했고, 이 기간 동안 동성

                                        

248 박관수의 연구에서 언급되는, 마을 도방에서 수동무를 유혹하는 어른의 말 “네가 좋다”와 과연 얼마나 다른가?-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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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근대적 담론의 잠재적인 위협을 말하면서 그들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김환이 거의 모든 작품에서 사용한 단어이며, ‘동성애’ 관계를 묘사하는 이외, 남녀 간의

관계, 사제 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등, 그 사용법이 ‘동성애’의 관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물론, ‘동정’은 대개의 경우 동성애의 관계에서 쓰는 일이 제일 많고, 그리고 <동정의 루>에서는

다른 작품보다는 위와 같은 ‘합리화’로서의 개념으로서 중요하다.

김환은 이광수처럼 그의 감정의 순수함을 옹호하는 데 고집을 쳤다. 이의 경우 <<무정>>에서

그의 동성애 욕망에 대한 합리화는 그의 전통적인 구여성과의 첫 결혼을 포기한 초기 경험과

같은 몇 가지 합리화의 하나뿐이었다. 이러한 초기 경험, 이혼 및 동성애 욕망 자체가 이광수의

일본과 서양 자유주의의 상대적 개방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유교 관습을 공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며, 친일 행위 등의 화제 적인 다른 측면에 대한 방어력으로도 그를 무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친일 활동 같은 삶. 이러한 합리화는 이혼 (간접적으로 형식과 영체의 관계 (이별)를

통해)과 동성애 (이형식과 그의 학생의 관계를 통해)의 주제를 문학에 접목시키는 동시에 잘

만들어진 멋 적인 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에도 기여했을 것이다.

근대적 용어인 '동성애'에서 동성관계를 변호하려는 김환의 시도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뒤, 성(性)

과 욕망의 언어가 변하면서 쉽게 성공할 수 없었다.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전반 (全般)에 걸

쳐 '동성애'는 동성 관계에 대한 부드러운 지정으로 계속 등장했다. 1930년에는 동성 파트너와 함

께 유명 문학 및 사회적인 인물을 상상하지만 "동성애"라는 레이블에서 그들을 옹호하는 가벼운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 1930년에는 저명한 문인과 사회인과 그 동료들 사이에서 동성 파트너를

짝짓는 것을 상상하는 가벼운 기사가 나올 수 있었으나 (‘동성애’라는 꼬리표에서 이들을 변호하

면서) (<<別乾坤>> 제26호 ‘假想夫婦 誌上 大披露宴’) 신문의 범죄보고에 등장하는 '변태'와 '도착

'이라는 가혹한 성욕학 용어가 대중화되면서 동성관계에 대한 가벼운 주제화는 줄어들었다. 이 용

어들은 또한 매우 가혹하여 폄하의 용어로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된 전통적인 용어인 '남색'과는 다

른 어조를 가지고 있었다.

단어 사용은 범죄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필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같은 사건

을 보도할 때 한 기자는 ‘동성애’를, 다른 기자는 ‘변태’를, 또 다른 기자는 이들을 조합할 수 있다. 

'동성애'는 성적인 용어와 결합되면 어두운 면목을 일신하다. 예를 들어 ‘同性愛變態的嫉妬 장자든

相對亂刺凶行 자기를 버리고 여자에게로 갓다하야 水原서 생긴 異色情痴慘變 (매일신보 37.3.26). 

이 기사에서는 22세 연인이 결혼을 위해 버리고 간 '변태성욕자'로 묘사된 24세 수원 여성을 찾

아가 대화 중 목을 찔렀다. ‘변태의 질투’로 묘사되는 이 사건은 두 남자 사이에 유사한 수원 살인

미수를 한 달 전에 일어났으며 이는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래에 언급된 인천의 두

명의 여성 비서가 연루된 동성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조선일보>>가 사건에 대한 초기의 다소

객관적인 보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도 흥미롭다. 첫 보도가 있은 다음 날, 신문에는 팔짱

을 끼고 있는 두 여성의 그림이 포함된 “정신병한의 “메쓰”로 갈러 본 살인삼각애사건”이라는 제

목의 후속 기사가 실렸다 (조선일보 39.7.12). 기사의 저자의 말로는, 애인의 투쟁과 욕망의 전쟁

은 모든 사회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지만, <질투로 돌변한 동성애> 라는 제하 (題下)에 보도된

기사는 “단순히 애욕의 질투라든지 사랑의 갈등이란 거기에만 끗첬다고 볼 수 없는, 더 큰 인간악

적 정신의 비상한 변태 작용임에 틀림 없’다는 것이다”며, 그런 다음 그는 독자들에게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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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라고 지시한다 (“정신병학의 대가인 明柱完 박사249의 정신병학의 입장에 나린 비판을 듣기로

합니다”). 저자가 동성애 성격의 살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물론 ‘변태’라는 용어는 비연인이나

이성애 연인과 관련된 유사한 범죄에 적용되지 않았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아래에서 살펴보겠

지만, 동성애 욕망의 병리화는 Dessoir/Moll 이론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환경 및 아동기 발달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잘 관찰하지 않으면 동성애 성욕이 성인 단

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유해한 어린 시절의 경험과 더불어 -- 의학이 동성애를 사회적 문제로 해

결하는 길로 보았다는 이론이기도 하며, 이는 왕래의 종교적인 자위 남색금지 (onanie-sodomitical 

proscription, 앞으로는 ‘OSP’)에 과학의 시선을 접목한 개념이기도 하다. 비슷하게도 ‘도착’은 학술, (성

욕학, 심리학 연구) 와 아울러 법률, 정부 (사법, 경찰관계자를 위한 성범죄보고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였다 (예를 들어, “性의 倒錯도 朝鮮에 있으며, 男色이 많”[다]고 보도되어 있다 (8쪽) (伊

藤憲郞, 조선성욕범죄판결집, 경성, 수이당인쇄소, 1931.) (여기에 남색범죄사건도 보도되어 있음).

따라서 1920년대 동성애 관련 담론의 어느 정도 경박하거나 어색한 것은 조선시대의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문제로서의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요구되면서 더

욱 진지하게 자리 잡았다. 1927년, 김동인은 ‘변태’라는 유행어와 동성애 범죄가 폭력적이고 변태

이라는 이유에 대한 혼란에 주저하지 않고 유머를 주입했다.

…무서운 박해를 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벌써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고 어찌할 수 없는 변질일 것입니다. 하여튼 이

러한 변질자나 혹은 변태 생욕자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과 별다른 위치에 잇지 안흠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사회로부터 특

별한 지적을 밧게 되고 감시를 밧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위나 환경의 간접적인 영향이 여간 만치 안타는 것을 아러두

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자미를 가진 일반 가정의 부형은 물론 사춘기의 여성을 가장 만히 판활하고 있는 고등

대학교의 선생님된 책임이야 말로 진실히 무겁고 또한 크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 성범죄 보도로 인해 대중의 충격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유머가 가득한 기사에서250 동인은

특히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적 압

력으로 그러한 사건의 원인을 큰 책임의 무게 아래 두는 데 어느 정도 지혜를 보여준다. 동인은

동인이 특히 동성애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큰 책임의 무게를 지고 있는 사회의 누구에

게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는 환경적 압력에 그러한 사건의 원인을 두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지혜를 보여준다. 동인의 동성애살인을 더 큰 사회적 장면으로 맥락화하려는 약간의 시도와 동인

                                        

249 1920 년대 후반 일본의 강사들에게 프로이트 이론이 매우 일반적이고 깊이가 없이 가르쳤을 때 경성제국의 의학부에

있는 극히 소수의 한국인 학생 중 한 사람으로 그는 1934 년부터 38 년까지 신경정신의학을 연구했다. 그는 병원을

설립하고 프로이트 정신 분석에 기초하여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조두영, <한국 정신 분석운동의 여명기와 명주완>

<<정신분석>> 제 22 호 63-66.

250 김동인, <變態性慾> <<現代評論>> 제 1 권, 제 8 호, 9 월호, 1927. 27-30 쪽. 농담식으로 동인은, ‘女性美라는 것은 모도

性的快感이 나은 不具的 觀念으로서, 참 사람으로서의 美는, 다만, 완전한 톄격을 가진 사내에서만

볼수잇는것이외다….여성은 남성보다 추하니까… 다만 우리가 美라고 생각하엿던 것은, 개벽 以來로 우리는 (한 사람도

빼이지 안코) 變態性慾者이엇든 까닭이외다”고 여성을 비꼬는 것이지만, 글의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 성욕망의 소위 비

(非)논리성, 취미의 상대성에 대한 깨다름이 담겨 있어서 도덕적 실용주의적, 계몽적 인도주의보다 다른 데가 없지 않다고

평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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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김환의 친구로서 그의 성향을 잘 알고 있던 -은 그 자체가 ‘멋화’ 행위는 아니지만, 한국 작가

들이 이를 감상화, 미화, 또한 승화 등 부드럽게 하려는 시도들과도 일치한다. 1920년대 동성애담

론의 일차적 맥락은 여학생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맥락의 장소인 학교기숙사는 늦게 1950년이

되서야 제대로 된 문학적 취급을 받았지만, 1920년대 동성애 주제을 평가하는 데 여학생의 경험

이 불가결하다.

4.4 1920년대의 시대상황

조선 말에 태어난 이광수는 조선의 전통 시회에서 자라나면서, 일본 단쇼쿠 문화와 접근하고나

서부터 조선식 신여성과 아울러 미소년애의 전통과 다소 유사한 관계를 근대 계몽주의 원리와 결

합하여 국가를 개선하기 위해 '멋'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소설을 창작했다. 1918년 이광수

가 동성연애담론에서 탈퇴하면서 3·1운동, 이에 따른 문화정책, 본격적인 한글 언론사, 가장 중요

하게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설립이 크게 뒤따랐다. 이 신문들은 크게 일본 신문을 모델

로 하여 동성애 관계와 관련된 동기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보도하게 되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인들은 활자 기술을 이용하여 최고 지식을 보존·전승하고 지방에 정령을 전파

하였으나,251 19세기 후반 <<獨立新聞>> 등을 기점으로 한 뉴스의 민주화는 교육, 민족주의, 계

몽주의에 봉사하는 것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소비주의적인 보도로 변화한 것이다. 특히, 1919년

이후 범죄나 정치인, 시민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신문의 보도는 이전 시대에는 수세기 동안 말로

전하고, 귀로 들었지만 직접 활자로 보도되지 못했던, 인간 및 사회적 관심의 모든 영역에 대한

대중적 홍보를 제공했다. 즉, 정부와 공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정적이고 신문을 판매하는 데 효

과적인 세간의 흥미 이야기- 질투, 사기, 살인, 절망 및 슬픔도 이제 경제적으로 유익해졌다. 범죄

뉴스의 적극적 매매 상업은 또한 ‘동성애’에 대한 관심과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옛부터 사회 및 사적 화제의 일부였으나 결코 역사에 길이 남지 못했다는 사건들, 그

에 대한 일상적인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1924년의 가십 기사에는 1910년대에 남자들과 동침하여

궁궐에서 일하게 한 것 (소위 ‘이왕직’)으로 알려진 “채무왕” (빚더미의 왕) 민택영 후작의 경우가

언급되어 있다.252 단순히 지나가는 일화이지만 1924년에 언급된 민 후작의 사생활뿐 아니라, 세

                                        

251 이 주제에 대해 가장 잘 연구된 연구 중 하나로는 남권희, <<한국 금속활자 발달사>> 경북대학교출판부, 2018.

252 인용: “그러면 年前에 집 가지고 초란이 作亂을 하다가 자기 집도 긴이지 못하고 安洞에 新日本村만 맨들어 노코

京城內 如干 貸金業者는 一網打盡에 다 망해준 후 中國으로 휙 뺀 澤榮대감은 엇더한가. 그는 본래 똥물 오입장인 까닭에

첩은 별로 업고 그 대신 男妾이 만타. 今日 李王職 속에 잇는 金某 李某도 다 前日에 대감 밋헤서 된 가님씨던 덕분에

要位를 모도 다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 대감이 敗家하고 도망을 하되 日本이나 西洋에로 가지 안코 특히 中國에 간 것은

그 나라가 男色을 崇尙한다는 말을 듯고 야심이 잇서 갓는지도 모르겟다. 허허 드럽다”. (8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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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어느 곳에서나처험 조선에서도 사회적 또는 직업적 지위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성’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통하여 드러났다. 물론 전근대 조선에서 -여기에서 개괄하려고 하는 ‘화랑 전

통’ 내에서-- 이런 후작의 배치가 근대적 맥락에서처럼 반드시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작의 성행활에 대한 모욕인 '똥물 오입장'은 한국에서 '비역'이라는 일상 용어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입신 출세 전략의 결과로 법적 또는 사회적 스캔들에 대

한 역사적 증거가 부족한 이상, 모욕은 조선인이 이 관행에 대해 취한 가장 가혹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동성애 범죄 보도는 처음에 국제 뉴스에서 나왔다. 동성애 스캔들로 인해 와세다 대학

의 교직원이 러시아로 도주했다는 사건은 조선에서 최초의 “동성애” 관련 범죄 보도 사례 중 하

나인데, 이 때 Homosexualitaet에서 부드러운 일본어 번역어를 사용하여 공공 인쇄 출판물을 통

해 근대 섹슈얼리티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나타낸다.253 그러나 여기에서는 19세기

말에 더 부드러운 표현인 '’연애'가 직역인 '성욕'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번역보다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254 한국의 동성애 사건 보도가 ‘변태’ 같은 성욕학 용어로 시작했다

면, 붓 (활자)와 그림에서 남색에 대한 일본 문화의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관대로운 태도 즉, 그

공개적으로 남색 관계를 미덕으로 볼 수 있는 전통- 그 것이 ‘남색’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 묵인적

관용이 근대에서 계속 표현되는 능력을 제한했을 수도 있다. 1920년대 조선에서는 번역어 ‘동성애’

가 대중의 저항 없이 수입되었지만, 교육, 특히 여아 교육의 영역에서 이 용어의 도입, 순응, 유통

및 적용의 초기 기간이 있었다. 이와 동시에 신문에서는 여러 용례가 혼재되어 범죄의 유형과 기

자의 태도에 따라 극악 살인을 부정적인 '남색'(한)으로 지칭하기도 했고 ‘동성연애’는 일본에서처

럼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 사용되었다

1920년대 현대 여성 교육과 학생 기숙사 생활이 확산되면서 동성애에 대한 대중적 담론은 외

로움(이광수의 논리를 반영), 젊은 사랑, 타고난 호르몬 충동을 극복하는 여학생들의 경험을 중심

으로 전개되었다. "동성애"라는 용어로 보도된 이러한 근대 미디어 사건들은 한국인의 사고가 공

                                        

253 유의미하게도 한국에서는 함경도 체포 사건 후부터는 교사와 학생, 성인과 청소년 사이에 스캔들이 발생한 사례가

없어 보인다. 1919 년 이전에 한글판 신문에 중국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또한 동성접촉으로

청소년을 살해한 사건도 국내에서 없었으며, 한국에서 보고된 유일한 사건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의한 살인이었다.

1920 년대에 이르러 소년 사랑은 모든 곳에서 사라지지 않았지만 크게 쇠퇴한 것이 확실하며,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극심한 폭력으로 특징지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254 새로운 임상 용어와 오래된 <성경> 기반 용어에 불만을 느껴 일부 19 세기 후반 Karl Heinrich Ulrich 은

Mannmaennliche Liebe(“남성남성사랑”) (남남적 사랑) 이외에 Urnings, Uranian 등 독창적인 용어를 만들었다. 따라서

가혹한 임상 용어에 대해 더 부드러운 말의 고안은 일본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과 달리, 이 완곡법은 일본

문화 전반에 걸쳐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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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영역에서 근대 "동성애"를 수용하도록 도왔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범죄 보고가 이러한 담론

의 대부분을 구성했을 것이다. 담론적 수준에서, 동성 사랑의 여성 사례는 근대 일반화된 용어인

'동성애' (그리고 곧 '변태')로 남성 사례와 새로 연결되었으나 이러한 보고는 '동성애'를 대중의 마

음에서 청소년기 소녀들의 순진한 경험과 더 관련이 있게 만들었다.255

1920년대 여학생들 사이의 청춘기 로맨틱 관심이 대중의 주목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성적인 문

제로 주목받지 않았다. 부모의 용돈을 친구에게 줄 선물에 모두 쓰는 것 (학생 일부는 교비생이었

고, 학교의 재정적 도움을 받았다), 편지 쓰기에 귀중한 공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조선 부모와

학교 행정가의 눈에는 "범죄"였다. 대중의 큰 일부가 ‘신여자’의 개방적인 행태는256 중 최악의 경

                                        

255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가 여성의 성적 관계에 대해 극도로 관대했다는 것은 자명하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동성 관계 (행위)는 원칙적으로 성별로 구분된 가정에서 한적한 안채 ( 가 보고함), 궁전의 한적한 궁녀가 사는

구중궁궐의 깊숙한 곳, 그리고 (남성들과 유사하게) 사찰 (本間九介의 <<朝鮮雜記>>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한국의 근대적

여학생 유형은 언젠가는 실질적으로 어쩌면 이전 시대와 연결될 수 있을 것같지만, 한국 남성과 마찬가지로 근대 주체가

전통에서 크게 단절됨에 따라 근대 한국 여성의 동성 표현도 자신의 전통의 측면을 창의적으로 근대로 계승한 근대

일본에서 그 "개혁" 모델을 찾았다. (예를 들어, 미소연의 모습은 일본 문학과 예술에서 긍정적으로 주제화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다카라즈카 (寶塚) 극단은 새로운 남장여 연극 '전통'과 같은 것을 창조했는데 비하여 한국에서는 남색,

벤데질, 비역 등이 생산적으로 근대화할 수 있는 관행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 되지 않았다).

256 예를 들어, 1920 년대 여성 잡지와 기타 대중 잡지의 기사 중, 교육 받은 여성 (“신여성)에대 해, 여성의 발육기

(<處女讀本 第一課: 處女期의 煩悶>) (a), 패션 (<各女學校學生의 特色雜評 머리, 의복, 단장, 맵시도 알고 보면 가지각색>)

(b), (<男女討論: 女子斷髮이 可한가否한가>) (c), 젊은이의 현대 소비적 생활, (<男女兩性美와 그 盛衰>) (d),

(<女學生諸君에게>) (e), 신여성의 도덕적 문제, (<당신에게 <자기 번민>이 잇슴니가—신여성의 恥辱生活, 罪惡生活>) (f),

그들에게 여성의 전통적인 가정 역할, (<新女子들에게 懇告함니다>) (g), 그 역할릐 강화 (<烈女를 論하야—먼저 女性의

存在를 차지라>) (h), 신지식과 애국심의 마땅한 관계성 (<서울로류학간딸에게—시골의 늙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i),

여성의 ‘비 (非)이지적’ 혹은 ‘감상적’인 심리 구조, (<誌上講座-心理學上으로본 女子—模倣性과 感情에 대하여>) ( j), “천한”

기생과의 비교로써 여성의 정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 (<學生論壇>) (k), (<妓生-모다가동정뿐>)(l), 신여자의 “해방,”

“교육” “평등” “자유”를 비판하는 글 (<現代女性의 修養-過去의 모든것을불살너버리라>) (m), 성적 모랄을 중시하는 외국

사상가의 신여성관, 신연애관을 소개하는 글 (<女性運動의 제일인자 엘렌 케이>) (n)13 등에서 보이듯, 여학생의 동성애적

관계 문제 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의 모든 면이 그 당시 지식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교육 받은 여성의 잡지, 신문

독서 생활도 생기게 되고 14 거기서 나오는 언론의 주장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청년의 성생활도 교육의 범위

안에 속하기 시작 된 시기었다.15 그러나 남녀, 특히 소위 ‘모던 뽀이’와 ‘모던껄’ 의 성격이 사회적 이슈가 심화되었을 때,

전자보다도 후자에 관한 사회 비판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16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화도 하나의 지배 수단으로도 나타난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는 위에서와 볼 수 있듯, 여성의 도덕, 정조가 관찰의 대상, 더 나나가 지배의 수단이 되었다.

그럼으로 아무리 여성 잡지에 실린 기사이더라도, 1920 년대 동성애 문제는 남성의 문제보다는 가족 제도의 기둥이 되는

여성의 문제, 특히 젊은 여학생의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 모든 걱종은 “집”이라는 환경의 밖에서 교육받는 조선 젊은

여자의 새로운 ‘자유’ 때문에 나타났을 것이다. 새로운 담론은 단순히 그 사회적 관심에 다 하나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을

뿐이다. 이 때 남성 학교에서의 남성간의 감정이나 성행위가 별 관심을 블러 이르키지 않았다면, 이것은 남성이 원하는

대로 성적으로 자유롭고 여성이 순종, 가정, 순결을 강조한다는 오래된 이중 잣대와 관련이 있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만은 오래된 견해는 소녀 교육에 직접적인 도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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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남성과의 성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동성애의 위험성도 일부 지적했지

만 옳바른 이성애로의 경로 위에 동성애는 위험하지 않은 준비 과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특

히 서구식 학교의 보다 민주적인 기독교적 영향은 학생들을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였다.

많은 신체 운동(棍棒體操)(134-5)과 근대적인 형태의 "자기 표현” 격려 등은 학생들에게 때로는

유교적 기준으로 보아 무모함의 분위기로 이끌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엘리트 의식을 주입하기까

지 했다257 1920년대 여성잡지에서 자유주의 개혁가 엘렌 케이의 한역 기사나 입센의 연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선 부모들은 여전히 자기 딸들의 근대 교육에 반대했다258 1886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은 한국 민족주의에 민감한 서양식 교육과정을 잘 계획하고 전문

적으로 운영했다. 1886년에 설립된 여자 교육의 대표 학교인 이화 학당은 조선의 민족주의를 촉

진하기 위해 잘 노력하면서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근대식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었다. 서양식 인

테리어로 꾸며진 이화대학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259 1896년에는 서양식 건물

이기도 한 기숙사가 캠퍼스에 증축되었다. 기숙사가 있어 시골 양반의 딸들이 학교 감독하에 서

울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134). 기숙사 음식은 맛있다는 소문이 났지만 늘 기숙사 자리가 부족

했다. 5-6명의 소녀들은 한 작은 방에서 잤고 공기는 신선하지 않았다. 비좁은 기숙사는 1910년대

에 이화 교육 프로그램이 고등 교육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악화되어 갔다. 1911년 조선교육령 등

일본 정부의 지시는 공립학교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1915년부터 개정사립학

교규칙과 함께 사립학교는 종교를 더 이상 가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일본인 교사

가 조선 학교에 고용되었다. 1922년의 교육령은 다시 개정되어, 그 당시 이화 재학생은 400명이

었다. 

일제 강점기 36년동안 부정적이고 양면적인 식민지 통치 영향이 무엇이든 간에, 학교의 점진적

인 일본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교육을 조선인에게 더 흡수하게 만들었고, 일본 문화는 근

대 소녀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모델이었다. 이화의 경우 1904년 중급과정

                                        

257 국가 강화를 위한 ‘뉴휴먼’의 필요성과 함께, 여학교의 가장 좋은 홍보는 숫자의 증가였다. 1890 년대에는 서울에

2 개의 여학교가 추가로 설립되었고 평양, 동래, 인천등의 도시에, 1900 년대 초반에는 전주, 평양, 원산, 목포, 선천, 광주,

대구에 설립되었으며, 1890 년대에는 서울에 2 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00 년대 초반에는 6 개의 사립

여학교와 이원 (시골)에 1 개의 여학교가 있었다. 1908 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서울에는 29 개 이상의 여학교가 있었다.

한편 한국 남성은 여성 교육의 허가자이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여성의 필연성과 바람직함에 익숙해졌다. 많은

신입학자들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공부하는 남성의 아내였다. 초기에 근대 교육을 받은 한국 지식인들은 교육받은

파트너로서 아내를 원했다 (이화백년사, 이화여자고등학교, 1994. 130-2).

258 <<신여성-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  

259 <<이화백년사>> 이화여자고등학교, 1994. 134- 135. Hwal-lan Kim, <<Grace Sufficient: The Story of Helen Kim>>

Upper Room, 3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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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설되고 4년제 중학교가 개설되어 1909년부터 1910년까지 대학과정이 개설되면서 이화 교육

을 마친 조선 여성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는 여학교나 미국에 유학 가고 자주 돌아와서 학

당에서 가르쳤다. 이것은 예를 들어 S 문화260 즉 동성 로맨스 놀이261와 같은 일본 문화 경향에

대한 조선 근대 학교의 지속적인 노출을 제공했다. 근대화하는 새로운 젊은 세대에 대한 미디어

와 사회적 관심은 이 문화를 여학생 문제를 다루는 잡지의 사소한 관심 주제로 만들었지만, 그렇

게 함으로써 중요하게도 조선인에게 새로운 용어인 ‘동성애’를 배치할 순진 또는 유치한 맥락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선에서 이러한 S 문화에 대한 언급에는 일어 기관지에서 보도된 기사에서는

조선의 ‘S 문화를 두고 ‘동성애’라는 말을 쓴다. 

“여학교의 교사한테 들었는데, 학교 내에서 동성애에 빠지는 사람이 매우 많다 (非常に多い). 동성애라고 해도 그냥 친구

정도이지만, 누구씨에게는 누구씨, 누구씨의 언니는 누구라고할 按排에, 自他 아울러 받아들인다. (自他共に許している). 이

連中이 빈번히 (盛んに) 연애 편지 ? 를 교환한다. 그 편지가 아주 잘 훔쳐지더라고 그렇다. 잘 훔쳐질 수 있던 것에는 幸

福이 이루어진다는 迷信도 있을 것 같으나 그것보다 根本의 原因은 嫉妬일 것이라고 한다. 이 S 언니-동생 (‘姉妹’의 뜻이

지요) (この Sさん [シスタ-の意味であらう]) 에게 보내어진 편지에는 情緖纏綿스러운 것이 있으나, 정말이지 一方이 卒業

할 경우 등, 애정을 받은 여자는 慟哭하더라고 한다….19 [번역은 논자]

일본의 S문화는 조선에서의 초기 여성 교육의 발전과 동시에 보급되었다. 이 당시의 여학생들물

론 바깥 사회 지식인, 교육자들의 걱정과 별 상관 없이, 모임과 의식 (상급생과 신입생의 소개 혹

은 중매), 관계 성립, 기념 사진, 빈번한 편지 왕래와 선물 교환, 다과피로연 등의 행사, 이러한 활

동에 너무 빠져들어서 학교 규율 문제가 되기까지 했다. “편지질하기에 공부할 시간이 적고, 또…

                                        

260 일본에서는 남성 학교의 남성 단쇼쿠 문화와 달리 근대 여자 학교는 동성 놀이의 용어에 외국의 정서나 허식을

혼합한 것 같다. 명치 시대에 이광수가 경험했던 일본 남성 기숙사에서 동성애적 문화 생활의 근데적 지속에 주목을

했지만, 20 세기 초 일본 여성 학교에서 그와 병행하는 (parallel) 현상이 보이게 된다. Pflugfelder 는 일본 S 문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른바 ‘S 문화’는 20 세기 초에 일본 여학교 문화로부터 시작했고, 이것이 조선 여학교로 수입되고

조선화된 형태라고 봐야 한다. 1910 년대 일본의 신문 기사들에서 여학교에서 여학생간의 ‘열애’ (‘오네쯔’ ‘御熱’): ‘오신유우’

(御親友), ‘오하이 카라’ (御+하이칼라), ‘오메’ (雌雄[?]), ‘오데야’ (御+‘dear’)18 등의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다. Pflugfelder 는 각

말에 전치사 ‘御’ (경어, 즉 ‘높임말’을 가리킴)가 붙어 있는 것은 여성적—특히 상류 계급적인 풍미가 느껴지고, 또한 high

collar 나 dear 와 같은 영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단어들의 ‘문화적 자본’ ‘사회 경제적 특권’을 의미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S’라는, 영어의 sister 의 생략어는 일본에서도 1920-30 년대에 들어서야 표준홛되었고, 다른 말 대신에

전체적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261 趙白萩, <<신여성>> 제 4 권 4 호 1926.4

31. <기숙사생활의 이 모양 저 모양> <<신여성>> 26.3 <여성평론> (‘一記者’)

33 letters and homosx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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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손해가 여간 심한 것이 아니”라고 회상한 여성의 증언으로 알 수 있듯, “바로 말하면 학생

과 학생간에 질두 (嫉妬)와 시긔가 생겨서 일반의 원만성 (圓滿性)을 일허버리고 부모에게어든 귀

한 학비를 서로 물품교환하는데 업서해버[린다]”는 부모의 입장도 잡지에서 제시되었다.

학생 시절의 동성애 관계가 상당한 심도 있게 체험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1930년의 ‘연애 험담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女流名士의 同姓戀愛記>에서는 그 당시의 이름난 여성들 황신덕, 허영

숙, 류Ο준, 이덕희 4인이 솔직, 검소하게 자신의 학교 시대의 ‘동성연애’ 경험을 솔직히 회상한다. 

황신덕은,

“女學生時代에 同性戀愛를 안해 본 사람은 별로 업습니다. 나도…여러 차례의 경험도 업지는 인습니다만은…지금 생각해

보면..崇義學校잇슬때에 …동모하고 퍽 친하게 지낸일이 잇습니다. 그 동모는 부모도 업는 퍽불상한 사람인데 처음의 動機

는 아마 同情에서부터 이러낫든 모양이지요. 집에서 맛난 음식기 잇스면 반드시 기숙사에 있는 그 동모를 데려내다가 가

히 먹어야 마음이 편하고 아침에 학교에 갈 때는 그 동모의 얼골 볼 것은 생각하면 발거름이 빨너지며 마음이 깃버졌습

니다. 그러다가 겨울 방학이 되여 공모가 고향으로 가게되엿슬 때에 일주일동안박게 아안이 되건만 그동안젼될일이 란처

하엿습니다. 그래 어디케서롭든지 정거장에서 막붓잡고 두리서울엇지요. 목소리가 놉하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한참울다나

닛가 구경군이 쭉 둘너섯겟지요…이 것이 나의 최초의 同性戀愛인가 봅니다. 그 후로도 만흔 동무를 親햇지마는 그때적가

티 純全한감정으로만 사랑해 본적이 업습니다. (120) 262

이런 맥락에서 여학생의 동성 사랑에 대한 허영숙의 회상이 나온다. 강점기 조선인의 일반적인

태도로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솔직한 회상은 1920년대 신문기사의 분위기처럼 ‘동성애’

문화를 '청년 문제'로 인식한 데서 기인한다. 허영숙의 이러한 고백(?)과 다른 현장 소보고 (小 報

告)들은, 1930년대에 점점 더 등장한 심리학적 변태의 hard한 담론에 의해 기인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十四五歲때에 進明학교를 단니면서 同性戀愛를 만히 하엿습니다. 별로남에게뒤지지안케 만히하엿슬걸요! 지금 中央高普

某先生의 夫人 金경희氏가 培花女高에 잇슬 때에 자미잇게 지냇지요. 그이는 기숙사에 잇섯고 …학교도 서로 다르기 때문

에 一週日에 한번 禮拜堂에 가서만 맛나 보는데 이 七日間이 어떠케도 멀든지요 기다리고 기다러서 가맛나서는 넘우 반

가워서 껴안도는 무슨말이 그러케 만힛는지요. 그리고 해여질때에는 반드시 다만손수건한개라도 주고야 왓슴니다. 培花女

高에서는 매일 列을 지여서 禮拜堂에를 갓섯습니다. 그때나는 우리집대문뒤에 숨어서 내다보다가 인물잘나고 머리조흔 내

사랑하는 金氏가 석겨가면 빨리 문을 열고 나섬니다. 그러면 그도 선생들의 눈을 속혀서 몰내 빠저 드러오면 이에서 더깃

뿐일이 어대잇겟습니가.” (120-1)

감정이 매우 순수하지만 열렬해질 수도 있었다. (“그러케 사랑하든 언니가 다른 사람과 사랑한

다는 말이 들니갯지요. 너무 성이 나서 하로는 그 언니를 붓잡고 마음것을고는 그사람을 거절하

지안흐면 죽겠다고 그런일이 잇서섯지요.”) 허영숙은 또 하나의 연애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녀

는 사랑의 대상에게 다른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질투심을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이

절친한 친구를 잃는 충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성적 욕망이나 심지어 성적 경험에 대한 (언

                                        

262 <女流名士의 同姓戀愛記>, <<별건곤>>, 1930 년, 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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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지 않은) 문제는 뒤에서 나오는 Dessoir/Moll 의 청춘 발전단계이론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조건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同性愛戀愛記> 기사의 이러한 목소리들은 1920년대 조선 여학교의 '동성애 문제’에 대해, 내부

자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려줄 것 같다. S-문화의 참가자들의 열정을 인정하면

서도, Homosexualitaet, homosexuality 에 대한 "hard"한 임상 담론과 뚜렷한 관련 없이, S문화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부드러운' 번역인 '동성애'의 적용을 보여준다. 그 밖에, 전통적으로 범죄와

무관한 동성관계를 사회 현상으로 무시해 온 조선의 역사263에 뿌리를 둔 순수함과, 마지막으로

류Ο준은,

“…이웃방에는 P라는 상급 학생이 잇섯습니다. …그는 나의 그러한 [외로운] 광경을 보고는 얼마나 동정을 하얏던지 일부러

차저와서 여러가지의 말로 위로를 하야주며 또 自己의 방으로 와서 가티 잇자고 하얏습니다. 나는 아모에게도 마음을 붓

칠 곳이 없다가 그가 그와 가티 친절하게 굴어주니 얼마나 고마웟는지 알 수 업섯습니다. 그리하야 그는 나를 친동생가티

사랑하고 나는 그를 친형님가티밋고 또 사랑하얏습니다. 내가 몸이 압흐면 그가친이 藥을 지어다가다려주고 츨츨한때이면

떡이나 果實 같은 것을 사다주며 혹은 손수건 紙筆墨가튼 것도 사서 주엇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에 所謂同性愛겟

지요. 그러나 잇전아닭인지 그는 나를 그럿케 사랑하야주건만은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것보다도 퍽무서워하얏습니다. 그

의 얼골이라든지 몸모양이 그다지 밉게 생기지도 안코 나에게는 그外업는 사랑을 하야하야주건만은 다만 그의 손이 엇지

나 보기에 무섭고 징글짓글하얏던지 밤에나낮에나 그의 손만보면 그만 몸살이가나고 무서워서 도모지 견듸지를 못하얏습

니다. 밤에 가티 자다가도 그의 손이 갓차이만 오면 맛치 큰구렁이가 덤비는 것가튼 생각이나서 징그럽고 무서워 불불떠

렷습니다. 只今도 그의 이약이를 하면 먼저 그 손 생각이납니다. 손발이 잘못생겨서 內外間에 情업는 사람도 잇다더니 참

으로 그런가바요. 아이구참 그의 손! 活動寫眞이 나오는 惡魔의 손보다도 더무서운손 나의 사랑이라할지 무섬이라 할지! 

류Ο준의 회상이 지닌 유머와 애절함과는 별개로, 혹은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그녀의 회상은

조선 전통 사회가 동성끼리의 애정 (그 표현방식이 무엇이든간에) 자체에 대해 언급할 가치도 없

고 어리석고 천진난만하다는, 깊은 관심이 지속적으로 없다는 점을 반영하는 가치가 있다. 그러나

외부 정치적, 사회적 맥락으로 인해 1920년대에 시작된 사소하고 거의 무시할 만한 "동성애 문제

" 는 1910년대에 이르러 여성 교육을 둘러싼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빠르게

사라지게 되었다 (일찍이 이화 학생들은 그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미국인 교사들의 명령을 무시하

고, 3·1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캠퍼스를 떠나, 사상자도 낸 것으로 유명해서 이 시기부터 특히) 계

몽주의 이상 --1910년대 내내 신소설 등이 표방했듯-- 특히 일본 식민 통치에 대한 반응으로 온

사회에 확산되면서 여학교 초기부터 서양 교사에 의해 학생들에게 심어진 독립심이 더 높다는 개

념으로 합리화되었다.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조선 여성의 근대 교육이 필요했다. 

분명히 이광수의 <<무정>> 이후 한국 민족담론의 최고 프로젝트에 여성의 동성애를 주제로

끌어올 문학적 시도는 없었지만, 두 개의 가벼운 최정희 작품에서 일제강점기 여학생의 동성애

주제에 대한 애절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도 여성의 근현대적 경험이 더 많은 관심을 받

                                        

263 BAK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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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시기에 <<끝없는 낭만>>에서 소위 ‘양갈보’의 경험 등 여성으로서의 고충 등 여성의 '비

합리적' 범법행위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여성 경험에 대한 깊은 탐구로 알려진 최정희가

결국 동성애 문제를 다룬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264 이광수가 그의 대표 계몽주의 소설에서 동

성애를 사용한 것처럼, 예를 들어 3·1운동 때 여학생들 경험을 주제로 하여 ‘멋’ 문학 작품이 만들

어지지 않은 것은 어쩌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운동이 성공으

로 끝나고 조선이 갈망했던 민족 독립을 달성했다면, 문학적으로 재능 있는 신여자 한 명쯤이 동

성애와 애국심 모두를 포함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운동이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조선의 희망을 낙담케하고, 궁극적으로는 낙관주의와 계몽주의보다 비

관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호감이 커지면서 그런 러브스토리, 특히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되기 위

한 조건, 단순히 거기에 없었다. 대신 일류 작가의 손에 의해 여학생들의 S-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해방 후 5 년이 지났다.

한기언의 이상주의적 등식의 관점에서 완전한 ‘멋화’로 쉽게 분석될 수 없지만, 최정희의 단편

<<봄>>(1950)은 뒤에서 볼 이효석의 <<화분>>(1939)에서 동성애의 변형과 밀접하게 비교되는

전통적 이미지와 자연적 연상의 사용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근대적 경험(특히 위에서 설명한 개

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을 변형시키는 멋화와 같은 측면에서 중요하다 볼 수 있다. 

거의 주목을 못받은 단편인데, <<봄>>은 여성만이 같이 생활하는 기숙사 생활을 배경으로 기숙

사 ‘구관’ (舊館)에 있는 두 여성과 같이 사는 방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남자다운 상급생 윤동순과

의 불쾌한 동성애 관계로부터, 신관 (新館)에 사는 스포티한 상급생 ‘차순’과의 기쁜 관계, 그리고

동성애 관계를 포기하고 가까운 남학생 학교의 남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을

두루 묘사한다. <<봄>>에서는 최정희는 1920년대 조선인의 감각에 충실하게 두 가지 동성 관계

를 꽃의 향기로 비유한다. 

“심미는 하얀 송이를 똑 잘라 코에 댔었다. 몰칵 몰칵 풍기는 냄새를 진하게 맡아보고저 함에서였다. 그런데 냄새

를 마터 볼작정으로 꺾어 쥔 꽃송이를 코에 가저 가다 말고, 심미는 그것을 두손바닥으로 부스부벼 던졌다. 냄새가

너무 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그렇게 송긋송긋 작은 꽃송이가 정답기만 하든 것이 금새로 손끝에 오는 감촉까지

이상했다. 꼭 윤동숙의 감촉과 같은 늑신 늑신한 것이렀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가는 풋사랑의 동성애 관계를—비록 그것이 불쾌해진 관계이더라도—자연과

긴밀히 연관시킨다. “몸이 으스러지게 껴안는 위에 입을 맞춘다, 뺨을 핥는다…사람을 못 살게 구

는” 윤동숙과 처음 이불을 같이 한 때가 기뻤지만 사흘째 되는 밤부터 싫고 무섭기 때문에 정다

움이 사라져 불쾌한 느낌만 들게 되는 심미는 차순을 만나게 되면 그녀의 “낙화와 같은 유니폼”

과 (이쁘기 보다는) 잘 생긴 얼굴 (“감으스레한 얼굴, 오뚝한 코, 진한 눈썹 아레 꼭 백인 깜앟고

빛나는 눈)을 볼 때, 불쾌감이 없어져 손을 잡자, 새로운 사랑의 길이 열어진다. 여기에 새로운 사

                                        
264 정영자, <최정희 소설 연구>, <<한국여성소설연구>>, 세종출판사, 2002. 94 쪽. 이에 관련하여 정현백 (Hyun-back

Chung, “Together and Separately: “The New Women’s Movement’ after the 1980s in South Korea.” Asian Women, Fall 1997

vol. 5, 2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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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을 위해 여주인공의 배신을 묘사하는데 단순히 '진정한 사랑'만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며 칭송

받을 만하고, '거짓사랑'은 줄기처럼 부러졌다고 해서 덜 자연스러워서가 아니다. 차별 없이, 최씨

에게 있어 사랑과 욕망을 둘러싼 모든 충동, 인상, 감각적 반응은 모두 같은 향기로운 본성에 속

한다고 볼 수 있는 듯하다. “그 때 심미는 이상한 것을 느꼈다. 이제껏 두 손 바닥으로 모질게 모

질게 부벼 버린 꽃송이의 감촉과 같은 것을 차순의 손에서 느꼈다. 꽃 송이의 감촉은 그 늑씬 늑

씬한 윤동숙의 감촉은 절대로 아니었다. 틀림 없이 그 것은 차순의 것과 같은 것이었다.” (110) 이

꽃에서 다른 꽃으로 떠돌아다니는 나비나 벌처럼, 또한 심미와 차순이 같이 잘 때 월광 (月光)과

하얀 꽃의 이미지가 다시 그려진다.

“밤이 얼마나 깊었든지 남쪽 창에 올린 나팔꽃 포기를 헤치고 들이 민 달이 꼭 차순이만 비처 주겠다는 듯이 차순의 얼

굴과 몸위에서 출넝거렸다. 낮에는 감으스레하든 얼굴이 출넝거리는 달빛속에선 뽀오얗기만 했다. 차순은 달빛이 무겁기

라도 하듯이 잠간씩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하는데 그러는데 옷섭이 버러지며 가슴이 내여 놓이는 것이였다. 얼굴보디

히고 봉긋이 부프러 올른 가슴, 심미는 한참 드려다 보고 있다가 그 우에 손을 덥석 가져 갔다. 정말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했다. 손은 가만 있지 않고 봉긋이 부프러 올른 부분을 만졌다. 만지기만할 뿐 아니라 주물르기도 하고 손 바닥으

로 부비기도 하고 그래도 시원치 않아서 상반신을 이르켜 앉은 후 두 손바닥 사이에 그것을 집어 넣고 쌔게 쌔게 부벼

버리기도 했다. 지난 봄 어느 일요일 낮에 …꽃 밭에서 하얗고 이름모를 적은 꽃송이를 부스 비벼 버리듯 그렇게 정신을

잃고 비볐다. “ (115)     

  유쾌든 불쾌든 동성애 둘 다 자연 (꽃)으로 상징시키는 것은 그러나 여주인공의 이성애로의 “발

전” 과정과 대조적이다. 이 과정은 주인공이 병이 들기부터 시작하고, 꽃같은 자연보다는 인위적

이고 눈부시는 불쾌한 광선으로 상징된다.

“…마치 문 열기를 기다리고나 있는듯이 마즌편 E 중학교 [남학교-논자]학생들은 “여어여어” 소리는 치며 쓰레받기

를 두다린다 빗자루를 흔든다 하는 외에 이와 동시에 햇볕에 반사되는 강렬한 광선의 기인 꼬리를 이쪽으로 또 뻐

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게 뭐야?” 차순은 눈이 부시어 한 손으로 가리우며…” (117)    

<<봄>>에서는 작가는 동성애를 자연스럽고 좋게 (꽃, 달빛), 이성애를 불자연스럽고 약간은 싫게

(거울, 눈 부신 광선) 그려놓고 있다. 비록 동성애를 포기하고 이성애로의 관심이 이야기의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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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져도, <<봄>>에 등장하는 이 같은 각성은 절대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265 남성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피하지 않은 전후 '페미니스트' 입장의 동요를 반영하는 듯하지만, 최정희

는 자신(아마도) 또는 타인의 어린 시절의 기억과 경험을 신선함과 순수함의 문제로 이야기에 담

는다. 그러나 6·25전쟁 첫 해의 작품에서 남성비판의 경향은 더욱 깊어졌다. <<봄>>의 개작에 해

당하는 장편 <<녹색의 문>>(1953)은 기숙사 방을 같이 하는 유보화와 도영혜, 두 여학생이 같은

남자에 반한다는 이야기이다. <<봄>>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진 처녀의 동성애 관계로부터 이성애

관계로의 과정을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히 그려놓고 있다. 그런데 <<녹색의 문>>에서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남자는 나무 위의 동물, 짐승과 같다. 두 여자가 서로의 팔에 나누는 친밀감과 사뭇

다른 형태의 사랑이다. 최정희가 말하는 '愛憎交錯'에서 '자연의 부름'은 여주인공들을 서로 갈라

놓고 경쟁자로 만든다. '원숭이'의 이미지는 남성의 잔혹함과 그들의 손에 가해지는 여성의 고통에

대한 엷은 베일에 가려진 비판인 것 같다.266 따라서 동성애를 젊고 변덕스럽고 성장 과정의 일부

로 묘사하는 최씨의 묘사는 청소년 동성애에 대한 정체성 이전 (以前)의 인식과 다소 일치하지만,

궁극적인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순수하고 과도기적인 준비 단계이다. 이성과의 건강한 관계에

                                        

265 <<벼갯모>>(1947), <<꽃피는 季節>> (1948),과 같은 그녀의 많은 단편 소설에서 젊은 여성성은 변덕스러운 '특권'과

일종의 여성적인 ‘놀라움의 힘’인 바람기를 갖고 있다. (전혜자, <母權에의 유토피아 지향>, <<김동인과 오스커리즘>>,

국학자료원, 2003. 113-115). 다소 도발적일 뿐만 아니라 영리함을 제시하는 것을 즐기는 작가에게 동성애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듯 싶다.. <<봄>>에서 그녀의 첫 번째 연인 ‘차순’의 이름은 섹슈얼리티의 이러한 전환 특성을

암시하는 것 같다.. 단지 성인 여성(예: <<인간의 연가>> 및 <<인맥>>에서)이 그러한 변덕을 보이면 문제가 발생한다

(정영아, <최정희 소설연구>, <<한국여성소설연구>> 세종출판사, 2002.  93- 138 쪽).  그러나, 전혜자가 <<봄>>의

동성애적인 요소에 대한 논의는 여간 놀라운 것은 아니다. <<봄>>, <<벼갯모>> 등의 최정희 소설의 동성애적인 테마를

다루는데 식민지 시기라는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서의 동성애를 고려하려 하지 않고, 지리/시간 착오적으로 서양 문화

속에서 매우 비 (非)논리적으로 서로 극적인 입장을 도입하기부터 논의한다. 1)<<조세핀 도노번의 페미니즘 이론>>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도 한 업적에서 인용하는 폭력적 (레즈비언) 래디컬리스트파 (波) (이를 설명하지도 않은 채

부인하고 넘어 간다)와 2)초기적인 페미니스트로 알려지는, 남녀가 서로 양성의 젠더를 같이 공유하는 미래의 유토피아를

예언한 미국 초월주의자 풀러 (Margaret Fuller, 1810-1850)에서의 추상적인 인용은 그것이다. (전혜자는 또한 동성애라는

현실을 거부하며, “동성애 사이에 이성애” 를 가진다고 주장한다“위의 세 작품에서 동성 사이에 이성애를 가진다거나

남성화된 여성에게 친교를 갖는 것은 풀러가 지적하듯 신이 천부적으로 준 조화롭고 총체적인 세계에의 귀환의식이

표출된 것이라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추장할 수 있다…동물과 무생물이 영혼을 사유한다고 생각하는 애니미즘적인

자연친화 즉 자연과 정신의 통일을 주장하는 부루노式의 르네상스철학과도 同軌라고 볼 수 있다. <<봄>>에서 차순과의

접촉을 꽃송이 감촉에 비유하거나 <<꽃피는 계절>>에서 바재 넘어 핀 강낭꽃 때문에 두 소년 소녀사이에 시비가

벌어지고, <<봄>>에서 달이 인간처럼 생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징조 . . . 낭만주의의 주요 특성인 유기체 설과도

관련을 지을 수 있다. 또한 이런 지표단위의 반복은 인간의 원초적인 형태 즉 원형의식에의 귀환의지로 그것을 갈망하는

잠재의식의 발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15) 동물, 비동물의 차원들의 결합에 대한 전혜진의 해석은 자연 이미지를

다루는데 적절하나, 자신이 거론하려는 “레즈비언이즘” 문제를 설명하는데 동문서답식으로 거리가 많다. <<봄>>에서는 성

(性)은 추상화된 것은 아니되, “미화된” 것이라 하겠다. 전혜자의 분석은 동성애를 전략적으로 추상화하며, 자신이 거론하려

하는 문제를 직면하기를 면하고 피하기에 이를 뿐이다. 전혜자, <<김동인과 오스커리즘>, 국학자료원, 2003. 특히 112-

118 쪽 참고.  

266 최정희, <<녹색의 문>>, <<한국대표문학전집>>, 4 권. 삼중당,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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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합병증 및 고통을 동반하며 때로는 여성의 변덕스러운 심리학에 의해

스스로 유발된다. 최정희의 이야기로는 성인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남녀 관계를 항상 부드러운 달빛의 키스와도 같은 것이 아닌, 불가피한 "비극", 잔혹한 본성으로

보는 것 같다. 

이광수의 동성애 주제화의 메아리와 함께 최정희 단편소설의 이러한 측면은 조선 사상을 관통하

는 실(絲)이라고 볼 수 있는 “성숙 과정의 한 단계로서의 동성애”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동성애

의 화랑화(이론적으로 그 시작된 시점이 무엇이든), 아마도 한반도의 남해안 어업 문화 내에서 화

랑 이전의 ‘남색’ 관계 사례에 더 일찍 뿌리를 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조선사상의 진정성은 위

에서 언급한 학생들의 개인적인 증언과 행정적, 부모적 관점도 일치하는 면이 많은, 독일 성학 이

론에 근거된 청춘 동성애기에 대한 조선인의 이론 선호 또는 선택에 의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  

근대 조선인들이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암시는 그들이 가장 동의할

수 있는 성 이론, 즉 스스로의 문화관에 가장 적합한 이론이 무엇인지, 그들이 강조하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을 알아냄으로써 유추할 수 있다. 일본을 통해 유입된 유럽의 의학화된 성담론

을 접한 한국 지식인들은 사회의 틀에 맞는 이론을 선택하여 한국 대중에게 제시했다. 그 예로서, 

玄淚影이라는 남성 지식인이 <<여학생과 동성연애>>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신여성>> 기사

(1924.12) 267 를 들 수 있다. 이 기사는 Albert Moll의 <<어린이의 성 생활>>268 성 발달 이론, 즉

性慾 3期 즉 중성기 (12세이전), 무차별기 (13-16세), 차별기 (17세 이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실제 사례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를 조선의 사회적 조건과 일치시켜 놓고 있다.

첫째 그 당시의 사회 표준으로 있던 남녀의 이중표준이라는 문화적 상황을 몰의 이론269의 과학

적 언어를 통해 정당화할 수가 있으나, 기사에서 나오는 소위 ‘여성의 성의식의 결여’에 대한 이

야기는 서양 이론에는 없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無差別性慾期’, ‘성의식의 결여’와 같은 개념을 통

해, 그가 여성의 순수성을 부각시키면서, 남성의 동성애를 문제시하기를 피하게 된다. 기사의 필

자의 성욕 삼기 중의 ‘무차별기’에 대한 설명은 원 텍스트에서 거의 그대로 옯긴 것이어서 우연한

착오는 전혀 없는 것 같으나, 여성에만 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오로지 조선 당시의 문화적인

원인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즉 여성에만 기사의 집중이 되는 것은, “元來 男子는 社會의 制度나

行身이 比較的 自由이고 또는 放散적임”에 비하여, 남자를 “여자와 가티 準一치를 못할 뿐아니라,

                                        
267 玄淚影, <女學生과 同性戀愛問題>, <<新女性>>, 1924, 12. 20-25 쪽. 이 기사는 의료화의 초기 예입니다. 저자는

13 세에서 16 세 사이의 소녀로 토론을 제한한다.

268 원문: Albert Moll, Sexual Life of the Child: Mental and physical differences. trans German Dr. Elen Paul [(Das

Sexualleben des Kindes) 1909.] 1912 MacMillan Company. 62-3.

269 몰, 데쏘아 (Max Dessoir/Albert Moll (둘 다 ‘유아 성발달론’을 개발했다)등의 이론은 식민지 때 많은 기사에서

인용되었다. 그러나 특정한 인용된 이론가가 없는 경우에도 작가가 성학 (性學)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한국

고유의 성 발달 개념에 근거한 주장인지, 아니면 그 혼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로, <중외일보> 29.11.3

<성교육으로 본 동성애의 弊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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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子는 男子와 달나서 原始的으로 성적羞耻心이 마음으로 그 行動이 至極히 深曲할 뿐아니라

非常한 偏狹性을 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남자와 달나서 性慾을 意識하는 것이 안이고 다만 성

욕의 原動卽原因만 이슬뿐이요 意識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강조 논자] 몰의 이론에서 나

온 이러한 사상은 1920년대 마치 여성의 동성애가 사회 이슈가 되는 조선의 상황과 맞아떨어졌

다.

둘째, 몰의 이론은 본 연구에서 조선의 전통문화에서 '자연적'이라고 이론화되는 전제, 즉 성 발

달 전이나 중 동성에게 끌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일치한다.

인간의 성욕 발달 과정의 세 시기를 설정한다. 그 세 단계 중 특히 2번째 단계, 소위 ‘난잡한 시

기’, 청소년 앞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성욕의 방향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가설은 한국의 사고

와 맛물리기 쉽다. 몰에 따르면 이 기간은 동성애 경험이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다.

셋째, 청소년의 동성애 성욕은 자연스러운 반면, 성적 발달 후에 그러한 끌림(성적 관계)은 문제

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도 한국인의 유교 사상과 가깝고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이다. 세 번

째 단계는 보통 이성을 향하는 단계이다. 최종기에서는 동성애가 식어가고 어째서인지 이성을 좋

아하기 시작한다. 단지 이 때, 한국 전통과 낯선 게념으로 저자는 과학적 용어를 인용하여 성인간

의 성관계를 대고 ‘男性間 顚倒性慾’ 및 ‘女性間顚倒性慾’를 쓰지만, 성인간 동성애 관계를 -조선

문화에 맞게- 주목을 주지 않다. 현누영은 짧게 3단계에도 동성 욕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가 부상을 당하고 어린이의 미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즉 기간 2 동안 어린이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몰의 경고와 동의한다. 따라서 가장 중

요한 단계는 취약한 두 번째 단계라고 가정한다. 

예술 (창작)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애국하는 경향은 여기에서 성과학 이론에 접근하는 데 상

응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교육자, 애국자로서 기사의 저자는 물론 성욕학의 의료화된 용어를 통해

미래의 민족을 재생산할 여성이 관심의 중심이 된다. (人類가 一個의 生物로서, 性의 生物學的事象

으로 創造가 생기고 次代가 繼續되는 生의 本能이 飢餓보다도 더 一層 意識的이라고 하면, 미래

의 민족을 양성하는 교육가로써 사실은 사실로써 확연이 잇는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를 泛然이 볼

수 없”다). 성인 동성애에서 시선을 돌리거나 빼어 놓은 것도 같은 논리에서 나온다. 다른 한편으

로 기사에서 그는 뒤에서볼 영국 사회학자이었던 카펜터 (Edward Carpenter)의 <<The 

Intermediary Sex>> (中性) (1906) 에서도 인용하고 있다. 이 책은 1919년에 처음으로 일본어로 번

역되었다. 이 책은 사회의 개량을 위해 동성애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글로 잘 알려져 있다. 저

자가 카펜터의 이론서를 실제 읽었다면, 이런 동성애 긍정론을 무시하고 오히려 조선 문화에 맞

게, ‘男性顚倒性慾’이나 ‘女性顚倒性慾’이 성욕의 인식이 ‘確實한 後에도 繼續하는 것’임을 인정하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젊은 여성을 제3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變態性慾…인 顚倒的 同性愛性

慾’이라는 ‘變態的作用’을 오로지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았던 것이다. 기사의 결론으로서 단지 “이

성욕무차별기에 잘못하면 장래에 다시 곳치지 못할 만치 마음에 상처를 남게 되는 것” 때문에, 교

육자, 부모 등 젊은 여성의 ‘책임자’에게 깊이 주의하도록 충고한다. 따라서 Moll의 개념은 한국의

문화 지식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는 데 유용했다. 즉 범죄 또는 직업적 또는 사회적 평판, 또는 정

상적인 결혼 및 번식 과정의 침해와 관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동성애 관계에 낙인을 찍지 않은

지식을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근대 초기 한국인이 몰의 이론과 문화적 동일시점을 찾았다면 몰/데소아르의 이론은 한국의 성

에 대한 전통적 태도를 암시하는 몇 안 되는 솔직한 교훈 (혹은 처세훈) 중 하나인 3단계 성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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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도 상당한 일치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며, 이는 화랑 전통의 잔재 문화에서 비롯되거나 상

응되는 것으로 여기에서 이론화된다. 몰 이론 체계와 한국 전통 체계의 유사점은 이성간 관계는

선호도의 암시적 사다리에서 성적 및 사회적 성취의 정점이며, 자위는 가장 만족스럽지 않으며, 

동성간 관계는 둘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 역할 (중간 단계)로써, 파트너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성 단계의 요소를 지니며, 비(非)생식 행위로서의 자위의 요소도 지닌다. 두 체계의 차이

점은 자위를 극히 위험한 것으로, 동성애 행위를 계속하는 성인을 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태적

것으로 ("도착성욕") 규정하는 성욕학의 관념들이다. 그러한 관념은 생식을 하지 않는 성행위를

죄(罪)로 보는 체계가 서양 성체계에 귀화한 오나니에-소도미아적 도덕에서 비롯되었다. 초기 성

욕학계에서 이 규정은 과학적으로 피해야 할 질병으로, 그리고 결국 "치료"될 수 있는 잘못된 관

행으로 해석되었다. 몰의 이론은 남색적인 도덕을 과학으로 번역하려고 시도하면서 자위를 동성

애의 원인, 즉 그 자체로 병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부모와 자기 훈련을 통해 철저하게 피해야 하

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서적 도덕성과 프로이트 사이의 중간 단계로서, 청춘의 무차별기 단

계에 대한 몰의 이론은 청소년 동성애를 그 자체로 명백히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 오랜 관념에 대

한 거부를 제공했다는 점에 인정해야 한다. 이 점은 그를 한국의 성 질서와 조금 더 가깝게 한

것이다. 그러나 초기 한국 논평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상황에 맞게 몰의 이론을 더 수정했다. 일

찍 1924년 위의 글에서, 현누영은 한국 역사에서 결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자위와 성인 동성

애의 부정적인 측면에 특별히 초점을 맞출 필요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청소녀 동성간 사랑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춘 최정희의 시선은 현누영의 초점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는

아마도 한국 전통 및 초기 현대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로 외삽될 수 있다. 

성이론이 한국 대중에게 실제로 미친 영향을 정확히 아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지만, 

1929년에 동성애의 위험성(“아모리 동성애라도 생리적으로 진행하면 방임하여서는 못 쓴다”)에 대

해 사회에 경고하는 새로운 종류의 기사가 등장했다. 못”), 현누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270 그것은 병리 ([생리적 동성애는]…”일종 변태의 성적 교착 상태 [이며]… 몸

에 해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결함의 의미에서 지식인에 의해 병리와 동성애의 심화된 연관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 발달의 개념은 한국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관점을 성

급히 악용할 수 없으며, 이전 기사들보다 어조가 더 극단적이지만 현누영도 그랬지만 저자의 긴

급성은 주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어린 소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성인으로서의 미래 행복을 보

장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었음에 틀림 없다. 

몰의 이론은 한국의 전통적 상식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나 지식은

사회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표준 성 발달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문제

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저자가 가정했으며, 이를 위해 성교육을 중요하게 간주했다. 그러

나 그의 논리에 따르면 일부 지식인과 대중은 동성애 살인 및 자살을 포함한 기타 동성애 범죄를

동성애 욕망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수 있다는 일종의 ‘증거’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일종

의 편협성을 일으키기 쉽지만, 한국에서는 이는 흔하지 않은 것 같다. 1920년대 후반 일부 한국

지식인들은 급변하는 사회를 진단하기 위해 변태, 도착 등의 개념을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때, 일본 학자들은 본격적으로 프로이트의 저작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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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의 이론은 Onanie-sodomitical 금지 (OSP)로부터 Moll/Dessoir 의 초기 "무차별기" 이론

을 더 하여, 자위 (自爲)를 인간 성장의 길의 한 단계로 이론적으로 "정상화"하여, 어느 정도까지

는 모든 인간이 그들 안에 타고난 양성애 경향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OSP에서 동성애까지 해방

시켰다.271 . 프로이트에게 성적 억압은 종종 인간의 고통과 창의성의 원천이었지만, 이 매우 추상

적이고 쉽게 가단할 수 있는 "개혁" 개념은 만연하고 고의적인 악용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유럽인

들에게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 후반, 1927년에 새로 설립된 경성제

국대학에서 공부하는 소수의 한국인 의학 및 철학 학생들만이 일본 교수들에 의해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만 프로이트의 이론을 접하게 되었다. (cite) 앞서 언급한 명왕주의 진지하지만 한정된 그의

초기 정신분석학자로서의 경력은 그 당시 조선에서 의학 이론과 임상실습으로서 정신분석학의 가

장 높은 발전을 나타냈다. 아래에서 검토할 듯 프로이트 이론은 특히 D.H. 로렌스의 저술을 통해

한국 작가들에 의해 가장 생산적으로 수입되고 발전되었다. 나머지 강점기 기간 동안 의학적 성

이론은 대부분 Moll과 Dessoir의 초기 성욕학 이론의 패러다임 안에 남아 있었다.

4.5 1930년대의 소비주의 문화

세계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지 몇 년 만에 1931년 일본의 만주로의 군사 확장으로 한국은 대

륙의 관문이자 군사 작전 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졌다. 더 많은 군사 시설과 공장뿐만 아

니라 모든 것, 특히 제품뿐만 아니라 소비주의와 근대 트렌드, 잡지, 문학 등 인쇄물 및 시각 매

체도 증가하여 패션에 대한 취향을 고취하고 근대적인 ‘전망’을 판매했다. 농촌의 농장이 무너지

면서 새로운 상업주의가 소비되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도시

생활과 도시 문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은 전통적인 농업 생활과 가치에서 멀어져 국제 자본주

의 경제 체제로 접어드렀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1930년대 정보의 양과 질에 있었다. 넘쳐나는 소비재, 광고, 오락, 정보

가운데 일본과 상하이의 에로 자료가 넘쳐났다. 이것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주로 소비했

지만 한국인도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에로 이미지의 대부분은 일본의 매춘 문화를 조장했지만 최

신 서구 동향과 이미지도 홍보했다. 1930년대에 미국은 경제 위기의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

로 세계공황이 가져온 경제적 및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할리우드에 의해 대중에게 제안되었으

며 평균 영화관 관객 수는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할리우드는 1920년대 다이쇼 민주주의와 자유주

의 시대에 이미 크게 자유화되었던 일본 대중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노마타는 일본 국민적 청

춘이었던 명치, 대정 시대에 “바다의 건너편으로부터 처음에 영화가 건너 왔을 때 일본의 청춘은

민감하게 그에 반응했어요. 즙이 많은 과일처럼 그는 신선한 냄새와 맛을 똑똑 떨어지게 했기 때

문이다. 금방 열열한 팬이 생겨, 늘어났다. 서양의 영화가 일본의 청춘을 사로잡는 것은 매우 쉬

운 일이었어요. 일본에도 즉시로 활동사진이 탄생, 많은 젊은 재능이 영화를 만들어 냈어요. 그러

나 직접 바다를 건너온 서양 영화의 신선성, 기발함의 앞에서 항상 우리의 활동사진은 신파비극

의 재탕, 모방 정도밖에 없었다. 일본의 진보적인 청년이 일본영화를 ‘패스’하고 강하게 서양영화

                                        

271 Sauerteig, Lutz D.H. “Loss of Innocence: Albert Moll, Sigmund Freud and the Invention of Childhood Sexuality around

1900”. Med. Hist. (2012) vol. 56(2) pp. 156-18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온라인에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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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력을 느낀 것도 무리도 아니었다.”272

1930년대에 세계가 Hollywood에 속박되면서 대공황은 영화에서 에로틱한 내용을 극대화하기 위

한 근거를 제공했다. 영화 산업은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점점 더 화려함과 에로티시즘을 이용

하여 일상 생활의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지만 이윤 추구에서는 공중 도덕 표준을 고갈시킬 위협

을 가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소비자와 도덕적 힘에 대응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품위 기준을 시행

하는 데 개입했다. 미국에서는 1934년에 Hays Code가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욕설, 외설적 누

드, 노골적이거나 사실적인 폭력, 성적 유인 및 강간이 금지되었으며, 조직된 종교(특히 가톨릭) 

공동체가 영화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경제와 문화적 지배를 유지하는 동안 미국에서 시행되

었다.273 이것은 1920년대 (코드 이전)에 더 수용되었던 누드와 자유주의적 묘사가 계속해서 청중

을 양성하기 위해 영화 품위 조건을 겨우 충족하는 관능적이고 에로틱한 글래머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했다. 은행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영화 스튜디오의 창의적인 결과물은 전 세계적으로

큰 수요가 있었다. '대중 스펙터클이자 도피로서의 영화'는 수익성이 매우 높아 할리우드는 점차

미국 전통 사회와 평행 사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종교 중심적인 사회가 조직되는 오랜 서구

규범에 도전하는 음악, 패션, 이미지를 통해 전통적인 기성 사회를 능가하고자 했으며, , 할리우드

와 은행이 원하는 외국 전쟁에 미국인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애국심을 호소하기 위해 영

화에서 메시지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Mind control) 193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

오는 이미지는 수십 년 동안 중서부에서 온 선교사들이 전한 기독교 계몽주의적 진보와 일치하지

않고, 선교사와 관련이 없는 서해안 산업의 산물이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통

해 모던함을 원하게 되었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헐리우드의 힘에 빨려 들어갔다.

비현실적이지만 실제와 같은 로맨스의 환상은 대중적 취향과 태도의 기준을 바꿨고, 대중의 기대

치까지 바꿨다.274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어느 한국인이 불평했다:

“1932년은 모든 것이 혼란이었다. 잡종들의 도약이 심하였다….체격에 맞지 않는 양키-스타일만 꾸미면 나는 <코리안>이

                                        
272 猪俣勝人, <<世界映畵名作全史--戰前編>>東京, 敎養文庫, 1974. 4 쪽.

273 1968 년 헤이즈 코드가 사회 규범으로서 없어지자 성혁명가와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승리로

환호했으며 종교적 기반의 전통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패배를 표시했다. 영화적 누드에 대한 제한이 제거되었으며,

음란물에 대한 제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해제되었다.

274 L.J. Shrum, <Consumption and perceptions of social reality> 50-73 쪽. in Bryant Jennings, et al.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Routledge, London, 2009. 1930 년대 잡지 기사를 특징짓는 열광적인

패션(트렌드)소비의 경험은 혼란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여성>>(1936 년 창간)에서 몇 가지 절구: “지금은 양장 전성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들 눈에 익숙해졌고 풍부해졌습니다. 즉 다량생산으로 진출된 양장은 어떤

가정에서든지 가적 전치는 아니나 반수 이상은 어쨌든 양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 (179).  부인복, 아동복, 계절에 따르는

유행품, …. 한복과 양복의 혼돈, 파마머리 유행 시작 instead of the regular 댕기머리, 쪽머리, 단발낭이 등장, “양장 미인,

“ “단발 미인,” 숄, 양산, 백, 장신구들의 등장,  “극도로 제멋대로인 패션의 혼동 세태”신여성들은 “결혼의 제 1 조건을

내세우는 문화 주택이 양식, 왜식, 조선식을 절충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63) 등  또한 “그로텟크 또는 넌센스로 관찰되는

것은 외양에서 남녀의 구분이 살아지는 현상. 여성과 남성의 외양이 변화하여 여성은 단발에 안경을 쓰고 담배를 피우는

반면, 남성은 화장에 장발, 부드러운 말투에 실크스타킹을 신은 모습들로 묘사되기 시작한다.” (별건곤, 1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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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요! 되는지 <코리안>도 서름도 많지만 <코리안>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될터인데… 잘가거라. 1932년의 요귀들아! ”

(조선일보, 32,12.23)

또한 다른 출판물에서

“人間의 意識은 그가 處해 잇는 社會環境에 依하야 決定되는 것이다. 그리하야, 人間의 心理를 보다 唯物的으로 만들고, 

頹廢的, 享樂的, 感覺的인 아메리캐니즘化하는 傾向을 濃厚히 하고 잇으며, 예로티시즘은 末前에 事實로 汎濫하고 잇고 甚

하야는 公利的, 打算的으로 戀愛를 하려고 뎀비는 것이다.” 275  

위 인용문과 같이 사랑이 유물적인 것으로 변화해 가는 30년대 조선의 분위기는 이 당시 연애론

에서 자주 보이는 “모-던 연애”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예술적 모더니즘과 소비주의가 영화와

자본주의의 기타 산물인 광고, 유행, 매스 미디어의 형태로 결합되면서, 절약의 원칙은 소비와 생

의 즐기기에 자리를 내주고, 자신의 충동에 몸을 맡겨 새로운 쾌락주의적인 가치가 추세가 된다. 

그 결과로, 자아 완성, 자발성 그리고 즐김의 문화, 신용제도, 쾌락주의의 문화가 형성된다.276

이러한 변화는 범죄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업, 취향, 연애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

혹은 기대에 대한 실망에 대한 반응 측면에서 사회 못지않게 광범위한 동성애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피로를 풀기 위한 알약 판매. 남자다운 활력을 증가시키는 알약, 음란물 및 자살 쥐가 모

두 증가했다.

전근대 한국인들은 예를 들어 미청소년을 위한 경기 (競技)를 돌 던지기 경기, 택견 경기로 결

정하는 풍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연애 분쟁을 해결하고 점수를 정하는

문화적 방식은 더 이상 근대 조선 도시 문화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 또 고전 사회에서는 실망

과 관련하여 미청년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비사회적 행동의 사건은 없거나 매우 드물었을 것이다. 

(이전에 인용된 1899년의 드문 예에서 살인은 질투가 아니라 청년의 소를 훔치려는 욕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으며, 강점기 기간 동안 방한 중국인에 의한 청년 살인 사건은 동성 성관계에 둘

러싼 사건의 유일한 살인 사건이었다.) 이처럼 화랑 전통을 기반으로 한 풍류 제도는 유희 (遊戱)

의 성격을 띤 경기를 통해 욕망 갈등을 화해하는 경제를 제공했지만, 강점기에는 다른 어른들을

사랑하는 동성 어른들이 살해하는 사건 보도가 종종 나온다. 1936년의 기사에 따르면 한 남자가

애인의 마음이 변하자 이별 후 (동성애의 판탄) 그의 동성 연인이 그를 살해했다. 진주에서 사천

으로 차를 몰고 가던 한 운전자가 한밤중에 보리밭에 누워 있는 25세 남성을 발견했다. 피해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20대 남성이다.277 성인 남자 연인 사이의 습격과 살인 사건이 특별히

충격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보도의 사실적 어조에서 유추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넘어 기자의 추가 설명이나 논평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러한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개인주의, 낭만적 사랑 담론, 특히 로맨스, 질투, 복수에 대한

                                        
275 <新戀愛論> <<新東亞>> 1932. 12 월호, 76 쪽. ‘아메리카니즘’에 대한 언급이지만 더 적절한 용어는 ‘할리우드이즘이다..

1930 년대에 대부분 비기독교인 할리우드의 가치관은 여전히 매우 기독교인 미국이 보유한 가치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276 하태환, <포르노 문학>, <<세계의 문학>>제 83 호, 1997. 354-355.

277 동아일보, 1936. 4. 24 <변심한 동성애인을 심야야외시 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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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생생한 영화적 환상의 영향이 한국인들에게 "영원한 사랑의 맹세"에 대한 더 흥분된 감수성

을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인이 농촌 사회 생활에서 멀어져, 개인주의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낭만적인 관계에 대한 실망감, 열등감에 대한 반응도 아울러 높아졌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1939년 인천에서 24세 여성이 22세의 룸메이트이자 2년 사귄 연인을 그 연인이 영원한 사랑의

서약을 어기고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하자, 칼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보

고됐다.278 이 보고는 여성들의 상황의 근대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직업여성 (둘 다 금융조합 여서

기), 교육을 받았고, 가족과 떨어져 하숙집에 살았으며, 근대의 핵가족 이상 (理想)을 "평생 미혼

생활"식으로 근대적 맥락에서 동성 관계로 모방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믿음, 그 의미로, 전통

적인 생활 방식과 상당히 다르다. 1930년대 동성범죄 보고에 등장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1920년대 한정된 보고에 등장하는 시골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 농업

공동체 내에서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대가족 구조는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낮았

을 것이다. 질서정연한 성(性) 체계 아래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나, 수원에서 21세의 과일 장사

의 살인 미수 사례도 있다. 몇 년을 사귄 20살의 연인이 17살의 여자와 결혼(가족의 압박도 원인

으로 보임)하고 그에게 냉정하게 대하자(조선일보 37.4.24), 새 신부 앞에서 목을 베기를 시도했

다.279

동성 살인 사건 외에도 근대 시스템의 또 다른 "유행"적 근대 비극은 일본식 정사 (情死)이었다. 

체제, 사회, 삶 자체의 외부에서 급진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타협하지 않는 낭만적인 사랑의 개념

은 성별이 분리되고, 동성 로맨스가 각각 사랑방, 인방, 복록방에서 버틸 수 있었던 전근대 한국

에서 강한 전통이 없었다. 문제는 너무 쉬웠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시대에 정사는 일본의 무사도

문화 (心中 등 자살이라는 명예로운 풍습을 낳았음)와 근대성의 설렘과 압박 속에서 근대적이고

싶은 열망으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경우 동성애와 자살 혼합되면 이중의 근대성이 된다). 

일본 영화 외에도 소수의 한국 10대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설명은 '모방 범죄'다. 일본에서 10

대(예: 17, 18세) 남성에 의한 동성(청년) 자살은 그리 드물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항상 정사가

청소녀와 관련되었다. 한국 신문에서 가끔 일본의 이중 자살에 대한 보도 외에, 때로는 한국에 거

주하는 젊은 일본 소녀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산의 경우처럼 전라남도의 한 병원에서

일하다가 연인으로 추정된 두 명의 19세 일본인 강호사가 페리 압환(鴨丸)을 탔고 그날 밤 가는

중 “서로 안고 몸을 던져 자살을 하얏는데” 거친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동아일보 29.6.11)280 초

                                        
278 동아일보 39.7.11 <깨어진 동성애 파약(破約)한 여자를 亂刺 자기마저 음독신음>

조선일보 39.7.11 의 기사에서는, “일생직업여성으로 살며 서로 독신으로 지내자”고 학창때 맹세한 동성애연애의 두여성이

한 남성이 나타나자 질투의 싸음을 한던끄테 나이 많은 여자가 나이 적은 여자를 질투의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도

양잿물을 먹고 자살한 애욕비극”로 보도되어 있다.

279 매일신보 37.3.30 <질투로 질렀으나 危篤說에 舊情油然 동성애로 刺傷한 범인 수원서에 돌연 自首>, 매일신보 37.5.1,

조선일보 37.05.01 <동성애로 살인미수한 안장성에 3 년역 경성지방법원의 斷罪> 조선일보 37.3.26 <동성애의 怨刀

新婚親友를 刺傷 질투심끌이을라 신방에 침입 수원읍내의 살인미수사건> 재판장은 일본인이었다.

280 동아일보 26.5.29 에 따르면 자살 장소로는 현해탄이 유명했다. 그 해 즉 “조선 해협 최적 매년사 오월경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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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고에서 동성 자살은 일반 자살 또는 이성 (異姓) 이중 자살과 다르지 않게 보고되었으며, 적

어도 한 번은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281 언론에서는 여고생의 자살에 대해 이들의 사망

동기를 밝힐 때 동성애 (예: 동아일보 26.01.22)라는, '변태' (이는 살인 사건을 보고 시 더 일반적

이었다)가 아닌 '부드러운' 명칭으로 표현을 택했으며, 그러나 젊은 조선인 사망의 경우 큰 경보를

일으켰고 점점 더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고를 선동했다.

1936년 역시 고도로 국제화되고 상업화되어 근대화된 공간인 인천에서 동성 관계에 있는 21세와

19세의 두 명의 "인텔리" 여성이 보름달 아래 손을 잡고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했지만

어부가 구조했다.282 동기를 묻자 이들은 지난 봄 개성 (開城)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유학을

하고 싶었지만 완고한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아 깊은 실망에 빠져 함께 죽기로 맹세했다고 한

다. 유학 여대생에 대한 낭만적인 꿈과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던 시절, 최소한 로맨틱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실천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유학 여대생에 대한 낭

만적인 꿈과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던 시절, 최소한 로맨틱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실천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유학 여대생에 대한 낭만적인 꿈과 기대가 산산

이 부서지던 시절, 최소한 로맨틱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실천

에서 해결책을 찾았다.283

두 명의 상류층 소녀가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 일종의 유행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 것으로 인식되

는 경우, 사회 비판이 특히 가혹하여 발달 문제나 변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효도의 부재, 사회

적 책임의 부재의 죄로 두 여성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가혹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소

녀들, 284 심지어 성인 여성 285 도 모방하지 못하도록 단념해야 한다. 사회 전망의 반전의 예로

                                                                                                                              

팔월경까지 물에 몸을 던져 자살하는 자가 많은 부산부에는 금년도 례년과 가티 물에 빠져 자살하는 일이 또한 만하서

오월중에만 여섯명이나 되여 더욱 늘 모양임으로 수상서에서는 더욱 감시와 경계를 엄중히하는 중 부산부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는 십에 팔구가 일본으로부터 건너 온자로 그 원인은 수년래 조선 해협이 자살하기에는 가장

적당한 곳이라는 소문이 일보련디에 퍼지자 하관 (Shimonoseki) 부산간의 련락선에는 항애 중에 현해탄에 몸을 던져

자살코저하는 자가 또한 느러서 마츰내 련락선의 감시도딸아 엄중하게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감시와 징계가

엄중치 않은 부산에서 자살을 하게되는 것이라더라.   

281 극작가 김우진과 가수 윤심덕의 정사설의 사실은 그러나 확인되지 않았다.

282 조선일보 36.6.5 <築港 埠頭에 동성애정사 (미수)>

283(김경일이 )위의 책)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 식민 상태의 더 광범위한 사회적, 영적 고통과 같은 것으로 인해, 이중

자살의 '유행'은 확실히 악화되었다. 그러나 그 식민 상태의 일부는 새로운 여아 교육과 같은 사회적 이동 시스템이 주는

압력과 우곽의 육체 상품화 시스템(권번이 더 공동체적이고 전통적이었지만)이었다. 그 안에서 고난과 산산이 부서진

기대로부터의 도피를 가끔 '근대적인' 일본식 죽음을 추구했다

284 “그들은 잘 죽엇다. 悲壯한 희생이다 하고 떠들어 주는 사람이 한편에 잇스면 그들은 큰 죄인이다. 부모에게

죄인이요 사회에 죄인이다 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잇섯다. 노인들은 요망스런 게집애들이라고 격노하는 한편에 젊은

여자들은 그의 죽엄을 무한히 동정하고 그들의 사정을 불상히 녁이엿다.” <<별건곤>> 제 40 호 1931 년 05 월 01 일 <그

女子들은 웨 鐵道自殺을 하엿나?, 洪•金 兩女子, 永登浦鐵道自殺事件 後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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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어린 벗에게>>에서 “일본의 情死를 부러워하나니 대개 제가 사랑하는 者를 위하여 목

숨을 버리기조차 辭讓치 아니하는 그 정신은 果然 아름답습니다”286 26 라고 쓴 이광수는 1931년

영등포 철도 자살에 대해 두 [정사한]여성에게 죄가 있다고 했다. 즉 “子女로서 부모에게 대한 恩

情과 義理를 저버린 것”과 “사회인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부담과 의무를 배밴”한 것이 그것이다. 

두 여성들이 “자기 개인의 향락에 불만족한 것”때문에 자살을 한 것을 비판하였다.287

   따라서 일본의 전통뿐만 아니라 신여성의 개인주의와 독립 의지, 부분적으로 강력한 근대 여

성 교육에 의해 조건지어진 여성 또는 두 명의 여성이 관습적인 결혼에 적응할 수 없다면 탈출이

나 자살을 통해서만 그녀와 그녀의 파트너는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그들의 사랑에 대한 인정

을 확보했다.288 전근대 시대에는 불필요했을 그러한 행동은 일본식 정신의 소산만큼 근대화하려

는 욕망(서구의 교양 교육, 다이쇼 자유주의, 식민지 조건 및 문화적 경향)에 의해서도 자극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근대성의 유혹 위험은 희망과 야망으로 가득 찬 신(新)교육 받은 소녀들과 아울러 일본적 면허

매춘 제도 속의 여성도 소비자 중심의 삶에 대한 높은 기대의 강도와 그 기대가 컸을 때 불가피

실현 못해 깊은 실망을 겪었다. 1936년289 평양에서 일본 이름을 가진 두 명의 한국 기생(藝妓)이

이웃 요정 (料亭)에서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으나 택시를 타고 마을로 가다가 경찰에 쫓겨 구금

됐다. 그들이 독극물을 마신 결과,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으로 보

도되었다. 보도에서는 '원인'을 동성연인으로 지목했지만, 은막으로 그들을 흡수한 환상 세계가 그

들의 실제 삶을 억울하고 조잡하게 보게 만들어 탈출과 죽음을 택하게 되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

                                                                                                                              

285 매일신보 37.3.18 <오는 봄을 차저 出奔한 두 少女, 같은 처지에 동성애> “ …소녀들은 2 개월전에 전주부 대화町에

살고 있는 것을 고용녀로 달에 9 온 것이라는 바 그들은 환경이 가튼 때 동전하야 동성애로 변하게 되자 괴로운 남의 집

고용사해보다 차라리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OO 다는 생각으로 손을 맛잡고 끝없는 길을 떠난 …듯한다고 한다.”

매일신보 38.4.27 <중년녀의 동성애손잡고 무단출가> 같은 처지에 OO 한 환경에 있는 두 녀성은 동성애를 하다가 죽음을

결심하고 집을 나간 사건이 있다. 포천군…번지 尹 OO 의 안해 OOOO…OOOOOO (46) 와 OO 의 안해 윤경순 (3??)은 항상

남 O 과 OO 하게 지나는데 피차에 처지가 같은데서 동정을 하야 결국 동성애에까지 이로게 되었는데 25 일 OO 시경에는

두 녀자가 죽으로 간다고 집을 나갔는데 경성방면으로 간듯한다고 포천서로부터 부…

286 <<전집>> 제 10 권, 88 쪽.

287 <<신여성>>, 1931 년 6 월호, 31 쪽.

288 예로 <<동아일보>> 1929.4.10 <同性愛로 出家, 봄 바람을 딸하>, <<中央日報>> 1931.12.30 <最近에 頻繁한

同性愛와 自殺>이라는 기사에서는, <<東亞日報>> 1926.1.22. <男女同性愛自殺>, <<東亞日報>> 1929.11.11. <同性愛로

情事> 등은 독립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보여준다.

289 매일신보 36.9.10 <二名藝妓飮毒 死의 “드라이브” 원인은 동성애로 정사 일명은 畢竟 絶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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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근대 기생의 비극적인 이미지조차도 근대의 꿈에 영감을 줄 수 있었다. 1936년290 종로

구에서 전라북도 출신의 22세의 키가 크고 체격이 늠름한 남자는 경성 도심부 貞洞町에서 라디

오 기술자 공부를 하던 중 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에 경찰의 심문을 받았다. 그는 하숙집 여주인

에게 빌린 여자 분장을 하고 있었고 여자로 분장했다 (“얼굴에는 분을 히게 발너…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었고 그 우에 여자 “오버” 걸치었다”). 여자의 단발 헤어스타일로 臥龍町을 거닐며

큰 소리로 노래하며 소란을 일으켰다(歲末 狂躁曲). 보도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 기생 같은 이름인

작란으로 자신을 소개했고, 덩치만 빼면 매우 여성스러운 외모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한 것은 아

마도 상품화와 소비주의의 한가운데에도 잔디가 여전히 반대편에서 더 푸르게 보인다는 것을 보

여주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취업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넘어 새로운 근대적 공간에서 표현과 실현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욕구는 이 시기부터 한국의 동성애 문화는 그들이 혼합될 수 있는 여가의 공간, 고용

의 공간, 그리고 입는 스타일의 측면에서, 특히 유흥업서에서 근대화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그랬

던 것처럼, 오랜 시절 주막과 여관에 드나들던 연장남은 지금은 도시의 자유 시장 경제에서, 아마

도 그의 남성성을 숨김으로써 여업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 주

는 것은 1937년 범죄 보고이다. 22세 일본 남자가 여업으로 분장하고 술집에서 술집으로 이동 젊

은이들과 놀고 강도를 하다 3년 만에 체포된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식이나 한국식 영

업으로 고용된 이들 중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역사 기록이 없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

이다. 문제의 일본인 남성은 여성역(온나가타)을 맡은 가부키 배우로 일본에서 인기를 얻었고, 가

부키가 근대화의 추세로 인기를 잃으면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대구 술집에서 여급으로 취직했다. 

한 남자가 그에게 반해 거의 3개월을 술집에서 산 거나 같았지만 전 가부키 배우가 계속 청혼을

거부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배우를 반쯤 강제로 여관으로 데려가 그를 소유하려 하다가 자신의

성의 진실을 알아냈다. 이후 수도 영등포 식당을 찾아 영등포역 인근 카페에 취직해 대중목욕탕

갈 때 속옷만 입는다고 동료들에게 의심을 받았다. 목욕탕에서 동료 지갑을 털고 인천으로 도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선일보, 37.9.7) (동아일보, 37.9.7). 이 사례는 그 시대의 여장을 하는

남성들이 근대적인 카페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단순히 고용주를 속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체포했다는 범죄 보고를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남성으로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는 데 잘 주의를 기울였거나, 발견된 경우 이는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음 등 유추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그러한 활동이 공개되었다.

4.6 1930년대 문학의 성의식

                                        

290 조선일보, 36.12.23. 같은 사건이 메일신보에서도 보고되었다. (매일신보 36.12.24). 한 기사는 “수상” 이라는 용어를

쓰나, 다른 기사는 그가 “(종노서 년말강게말에 한) 괴물(이 걸이었는데)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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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계 내에서 1930년대의 새로운 소비주의는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서 싸운 사회주의자들

의 불길을 위한 사료가 되었고, 1935년 카프 (KAPF)가 해산된 후 대부분의 사회주의 작가들이 붓

을 부러뜨렸습니다. 실험적 문학적 모더니즘을 통해 모더니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목가적, 원시

주의적, 도피주의적 문학에서 모더니즘으로부터 탈출을 모색한 것은 모더니스트들이다. 뒤에서 이

작가들을 다룰 것이지만, 먼저 연구는 1920년대 조선을 뒤에 남겨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가고 보겠다.

일제강점기 한국 소설은 '독서물'과 꼭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큰 틀을 놓치고 있

다. 일제강점기 독서의 대부분은 문학작품이 아니었고, 보통의 한국인에게 소설은 독서활동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신문과 잡지에 실리는 일상적인 뉴스나 광고에 비하면 거의 의미가 없었을 것이

라 볼 수 있다. 1920년대 초에 이르러 신문과 잡지, 특히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이미 한국

의 일상 생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었다. 1924년의 기사(<<신여성>> 1924.12 丁炳基 <여학생 신

문잡지>)에서 한 여학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독서 취미를 변호했다. “학생들은 신문이나 잡지를 읽지 말라는 옛말이 있는데 지금은 읽지 않으

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대가 바뀌었다.” (14) 소녀들이 신문과 잡지를 읽는 것을 일찍 금지한

것은 문맹 퇴치나 뉴스 인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낙담일 뿐만 아니라 일본 미디어의 에로틱하고

음란한 콘텐츠가 두드러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익명의 여성의 또 다른 기사에서291 저자는

불평한다: “미인, 기생(일본)에 대한 기사가 너무 많다며, “여성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장

난감으로 만든다”는 말은 한국 언론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남자와 여자의 섹스 방법에 대한 광고, 누드 잡지, 정사하는 못생긴 여자, (17), 잡지를 팔기 위해 기생 컨테스트...기생으

로 변장한 기자들. .. 신문 팔려고 미인예찬을.. 다른 남자 여자들의 사진과 칭찬…여자에 대한 모욕! 미인은 여성을 남성의

장난감으로 만들거나 성적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뉴미디어는 여성을 모욕하기 위해 예전의 비열한 전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성의 권리가 확대되는 미래에도 세상의 미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이느이 정의가 변경

될 겁니다. 예전에는 여자의 섹시함이나 외모만 보고 미인이라 불렀는데 오늘은 덕성, 김품, 학식, 主義 등 人格者! 우리는

여성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숭배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연구자의 요약)

20세기 초반부터 한국에 유통되었던 일본어 매체의 패기와 위력(광복 이후 한국에 남아 있는 것

은 대부분 대형 도서관의 古書 섹션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음)이 훨

씬 더 성적 대상화되었다. 1940년대에는 한국어 매체보다 훨씬 더 많이 성적 (性的)이었고, 특히

일본어 의무 교육과 함께 이 매체는 한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매체였다고 상상할 수 있다. 로맨스

를 환상하고 성 소비주의를 추구하는 위의 모든 경향은 유머, 열정 및 선정주의를 상품화 활동에

도입하고 인간의 본능적 욕망에 호소함으로써 이익 마진을 늘리는 데 고도로 숙련된 언론, 미디

어 및 광고주(대부분 일본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부채질되었다.

                                        

291 <<신여성>> 26.3 <여성평론> (一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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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에 이미 그랬다. 확실히 <<신여성>> 잡지에서는 ‘미인’에 대한 비교적 건조한 담론을 주

의 깊게 표현한 반면, 1920년대 한국 언론에서는 여성을 공론화하는 데에 가혹하게 여성을 다루

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 언론의 등장과 그 뻔뻔함과 음란함으로 인해 포르노와 에로티

카는 너무 낯설기 때문에 한국의 도덕문화사전에서 재현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필요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성 관계를 자유롭게 소설 속에 테마화한 한 한

국 작가에게 접근할 때 그가 주변 사회로부터 완전히 탈맥락화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효석과 상업주의의 ‘멋화’ 시도

상업주의, 소유에 대한 높은 기대와 충족되지 못한 기대에 대한 실망은 더 이상 단순히 근대성의

대가로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격동이 만연하는 사회의 태피스트리의 일부가 되면서, 지식인에

의해 1) 저항되었거나, 2) 직접 다루었거나 3) 간접적으로 다루었다.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충격을

피할 수 없었다. 첫 번째 경우에는 "改過自新"이 포함될 수 있다. 1931년 이광수는 자살을 부인한

것과 일치하여 한국 젊은이들에게 에로틱한 소비주의의 유혹에 저항할 것을 일반적으로 호소했다.

그는 자살의 낭만주의적 성격에 대한 마음의 변화에 맞춰, 1930년대 조선 젊은이들에게 성애적

소비주의의 유혹에 저항할 것을 강조했다. 일본을 통해서 밀려 들어 온 에로 정신을 통박한 이광

수는 <야수에의 복귀>(1931)에서 유탕문학, 외설잡지, 성학, 성심리학의 대중적 보급, 단스, 누드

예술 사진 등 메스 미디어를 타고 오는 ‘퇴폐 기풍’을 지적하면서 “世上은 放縱한 性慾과 物慾으

로 野獸에 復歸하려’ 한다면서 당시 대중 풍조를 비판했다.

“靑年아 團結하여 時代惡과 싸우자. 日本을 風靡하는 淫迭한 氣風은 風行機를 타고 朝鮮에 날아와서 朝鮮의 將來를 囑할

唯一한 者인 청년 남녀의 맘을 충식하고 있다. 이른바 ‘에로’라는 말로 표현되는 色情狂적 思想은 日本文新聞 雜誌와 아울

러 朝鮮文으로 發行되는 低級 文獻들로 말미암아 또 ‘에로 傳說’ ‘에로 實行’의 有名한 使徒들의 獻身的 努力으로 말미암

아 靑年 男女 學生을 流行性感氣 以上으로 普遍的으로 感染시키도 있다.292

두 번째 경우에는 도시의 에로 환경이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했다. 모더니스트 김

기림이 쇼윈도에 비치는 패션 마네킹의 다리를 보고 흥분했다고 글을 썼거나, 이상은 무면허 매

춘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쓸 때나, 안석영이 남녀의 욕망을 잡지에 그릴 때나 이 경향이 드러

난다.293 잡지, 소설, 소비자 욕구를 조장하는 기타 매체의 홍수, 권구현이 인육시장이라고 불렀던

                                        
292 <<東光>> 1931.5 <靑年아 團結하여 時代惡과 싸우자> 우신, 10 권, 275 쪽) 화하여진 1930 년대에 춘원은 보수적인

사회 지도자로서 조선의 청년들을 일본의 ‘퇘폐”적인 에로 문화로부터 경고하자고 오히려 “정”을 통제하자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춘원은 자신의 동성애적인 감정을 “야수”와 같은 것으로 스스로 간주했다고 우리는 볼 소 없으나, 분명히

1910 년대와 1930 년대 사이에 공 (公)적 현장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이런 중에 ‘동성애’는 점차적으로 ‘변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가며, “변태 심리,” 엽기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본 연구의 section 4 참고). 이러한 사회 풍조를 배경으로

춘원은 <<愛か>>가 자신의 처녀작임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했음을 지적하고 싶다.

293 신범순, <성의 황홀한 환상 도서관에서> <<상상>> 3 호 94 봄. 117-132. 신범순은 도시 환경에서 섹스의 “풍속화”를

기술한 예술가 안석영, 그리고 채만식, 권구현, 최정익, 이상 작가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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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이야기를 포함하여, 남성은 여성을 상품처럼 보는 법을 배웠고, 매춘부에서처럼 진열창을

판다는 것은294 비판의 대상이면서 이 작가, 예술가들에게 동시에 몰입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힘이기도 했다.295

세 번째 경우는 일제강점기 몇 안 되는 작가 중 한 명인 이효석이 몇 편의 문학 작품에 도시

풍경에서보다 ‘자연’을 통하여 에로와 심지어 동성애 주제까지 이효석의 소설 <<화분>> (1939)

에 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화분>>은 조선시대에 주기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가까웠고, 글에

쓰인 동성애 표현이 전통적인 일본 성문화와의 접촉으로 형성되었던 일본 유학생 이광수, 김환

과는 다른 세대의 작품이다. 1939년 외국 출판물의 글이나 사진을 소비했지만 자체 문학에서 섹

슈얼리티의 너무 생생한 묘사를 기피했던 조선 사회에서 <<화분>>은 자연스럽고 구속되지 않

은 에로, 본능의 자유로운 유희를 화제화하여 훗날 비평가들은 그의 시대에 지나치게 이국적이

고 도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것은 희망적인 생각이었을 뿐이다. 이효

석은 성병(<장미 병든다>), 여자의 성욕등의 주제를 다루었고, 당대의 구체적인 현실의 일부였던

영화 이미지( )이나 음란물( )의 에로틱한 매력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화분>>은 전시 동성애

주제와 문학의 ‘타락’에 대한 1938년 가을에 반포된 금지 이후에 나타났으며–그 금지는 아마도

독일 나치당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296-- 말하자면 아슬아슬하게 새로운 챕터를 동시에 시작하

고 그 후 수십 년 동안까지 닫았다. 

이효석의 장편 <<花粉>>의 몇 단락의 공간에서 소비 자본주의 한국의 동성애 주체성을 허구적

으로 엿볼 수 있다. 효석의 그 전의 일부 작품 <메밀꽃 필 무럽> 등은 한국의 정치적 현실과 도

농의 문제로부터 도피한 작품으로 여겨지지만, 이전 이효석과, 김유정과 같은 동시대 인물들의 목

가적 이야기에 나오는 농촌은 풍경, 인물, 예절, 사투리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농촌을 소유하고 있

는 반면, << 화분>>에서는 더 이상 농촌 그 자체와 그 욕망의 경제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

화분>>의 지리적 배치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에서는, 역시 에로물로의 도피, 즉 도시의 사회문화

                                        

294 권구현, <人肉市場의 點景> (1933), <<권구현 전집>>2, 누리미디어, 2015.

295 프로이트의 억압의 정신 분석을 적용한 신윤상은 <<<한국인의 성>>에서와 같이 전통적 체계의 붕괴과 그로부터의

해방을 거론(“조선 시대의 성의 억압이란 철저하였으나 이 터부는 서민층 상인들과 여성들에게만 강요또는 적용되었던

것이다… 특권층은 성의 자유 내지 횡포를 누리면서 도리어 성에 대한 독점을 보장받은”)함은 소비주의와 관련하여

비판될 수 있는 절약 가치의 상실을 간과하기 쉽다. 부와 과잉이 검소함보다 감정적 만족을 더 보장한가. 물론 소위

‘인육시장’의 가치 세계는 한국의 동성애사에 있어서 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동성애자들이 근대

문화에서 더 이상 고정된 유기적 구조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표현의 환경을 찾아 이 시장에 끌렸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모험을 찾아, 자주 경험하는 소비주의의 더 큰 맥락은 근대 도시 사회에서 ‘집이 없는’,

문화적으로 잃어버린 주제에 특히 쉽게 잊혀졌다.

296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 1938 년 4 월 (1 일) 당시 일본과 독일 사이에 긴밀한 문화적 유대, 교환이 있었던

시기였으며, 문화 교류 협정이 계획되기 시작했다. 특히 독일의 서구적 자유주의에 대한 강열한 거부, 그 대신 국민적

결집, 原日本情神 강조 등 문화정책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강화했다. 淸水雅大, <<文化の樞軸- 戰前

日本の文化外交とナチ·ドイツ>>, 九州大學出版會, 2018. 119-121 쪽. 이효석을 <<화분>>을 저작, 발표한 시기의 파시즘적

시각적 매체에 대해서는 특히 한민주, <<권력의 도상학>>, 소멸출판,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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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이 드러난다. 이야기는 1930년대 경성 교외의 한적한 녹색 휴양지에 거주하는 성적으로

제약받지 않은 도시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저자의 관점이 시골(자연, 목가적 이상)에서 도시

에 더 가까운 곳(도시 현실)으로 이동하는 것을 반영한다. 즉, ‘푸른 집’은 목가적 이상과 부패한

도심을 결합하는 두 영역 사이에 뜨고 있다. 

도시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 움직임에서 '자연' 자체는 자연의 가식 (假飾)을 유지하면서 도시

의 상품화된 에로티시즘의 인공성의 측면을 취하면서 실제 농촌 생활과 가치에 대한 칭찬은 어디

에도 없으며, 오히려 도시적 감각이 추세가 되는, 무언가 다른 것-- 피상적인 성적 자극의 연속적

인 에피소드를 생산하지만 근대의 불안과 혼란, 도덕적 타락에 대한 외설적 경향으로 가득 차 있

는 하이브리드가 된다. 

<<화분>>, <<碧空無限>>(1940) 조금 이전의 창작들은 한국 농촌의 건전한 에로티시즘의 이미

지에서 피난처를 찾았지만, <<메밀>> 등에서 묘사된 고향을 떠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효석

은 엄격한 전통주의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공공연하게 도시 상업주의를 즐기는 사람이었고, 이국

적이고 외국에 대한 그의 취향에 대해 대부분의 한국 지식인보다 더 정직했다.297 그러나 효석의

이국지향의 소비주의 습관을 사적으로 비판했을 것 같은 문인들은 <<화분>>을 전작(前作)들보다

더 진정성 있고 흠잡을 데 없는 작품이라고 칭찬했다. 김남천은 <<화분>>과 같은 효석의 후기

작품에서 들어나는 ‘성’의 세게는 효석 초기 작품 (<<노령근해>>의 세계)보다 효석의 “본질적인

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틀림 없다”고 보고, “질서와 도덕 이전의 세상,… [그] 인간적 진실을 …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는” 것을 긍정하여, 더 나아가 <<화분>>의 해석법을 두 가지 지적, 하나는

“雌雄의 꽃술을 가리지 않고 어지럽게 날으는 花粉의 世界를 그대로 좇아만 가는 길”이고, 또 하

나는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性’ 모랄을 誕生시켜 보려는 적극적인 길”이라고 추정했다. 제 1의

세계는 안 되는 것은 “에러티시즘 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그치는 것은 “문학적 진실”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새로운 성 모랄의 길은 “응당히 우리의 새로운 재산이 될 수 있”

                                        

297 이효석은 외국 제품의 적극적 소비자였으며 서구의 재료와 지적 상품에 대한 애착은 잘 알려져 있었다. 인간은

현재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루하거나 안절부절할 성격의 사람일 때 과거 또는 이방에게 손을 뻗는다. 종종

암울한 산업화 시대에 감각을 즐겁게 하기 위해 서구에서 자포니즘과 시누아즈리를 수입하듯이 적극적인

occidentalism 은 근대와 자본주의의 현상이었다. 그의 딸은 '버어더' '통조림' 외에도 효석도 '오빠'를 즐겼다고 했고, “서양

꽃들, 머리스타일, 모찰트와 쇼팡과 같은 서양인의 고전 음악, 스케이팅”을 이효석이 소비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으며

(28-9) (김광수, 위의 논문엣 인용, 29 쪽), 동시에 또한 효석이 암시된 것처럼, 창의성을 위한 자원이기도 했다: “빠터의

체조업 을”어서 이상을 실현해 봅시다. 그려, 과히 어렵지 않다면야” (풀잎) (30). 하지만 효석이 “나두 여자 보는 눈이

달라진걸. 그 오뚝한 조각을 보구 난 뒤엔 거리의 여자란 여자가 죄다 널쪽같이 납짝하게만 보인단말이야,” 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고전 미술이 아니라 동양인이나 서양인의 신체 현실과 거의 관련이 없는 화려한 화면과 잡지 이미지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능보의 술회에 은파는 샐죽해 하면서 “당신들의 그 꼴같자노은

서양숭배 그만들 뒤요. 거지가 뭘 보구 침 힐리듯 서양이라면 사족을 못펴구---야만인의 추테지 뭐란 말요” “누가 서양을

숭배하나 아름다운 것을 숭배하는 것이지.”(이효석, <碧空無限>. 김광수, 위의 논문에서 인용, 35 쪽.) 서구문화는

도피처라기보다는 도시면 어디에서 있는 일본 문화재처럼 서구문물도 한국 작가들이 다루기에 부적합하거나 어색한 근대

도시 생활의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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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며, “계층성도 떼어 버리고 관습, 풍속, 일체의 인습적인 덕목, 도덕에서 이들을 해방

한다. 의복이나 복장까지도 하나의 구속이나 기반(羈絆)이 된다 하여 李씨는 작중 인물의 어떤 남

녀를 그냥 나체로 만들어 버렸다.” (전집, 388) 

그런데 이효석이 남천이 말하듯이 새로운 성도덕을 제안하려 했다면 그것은 미래의 어떤 유토피

아가 아니라 거의 한국 작가가 비판 외에는 쓸 수 없는 도덕, 효석을 둘러싼 1930년대 한국 현실

의 변형이었다. 그의 동료들과 달리 상업주의에 더 공개적으로 행복한 소비자였던 효석는 1930년

대 후기에 와서는 <메밀> 등 전통적인 농촌 탈출 방식이 너무 제한적임을 발견했을 것이다. 지

금, 여기의 상업적 현실에 예술 작품에서 참여하려는 욕망은 허무주의적인 소비자의 거칢에 자신

의 예술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대해 더 솔직해야 하는 작가로서 그에게 일종의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이효석의 ‘멋화’ 시도다.  

여기에서 "시도"는 항상 그렇듯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결합하여 업데이트된 문화 창조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완전한 멋화에 필요한 요소, 예로, 소비 문화의 "개혁"을 창의적으로

혼합, 변모하기 위해 되찾을 수 있는, 한국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진정한, 유기적, 근원적 성 자

유를 되찾을 수 있는 전통으로서의 풍류의 접근 불가능성 - 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도는 "

전통"을 밖으로부터 빌림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고대풍 기생이나 미동과 같은 한국식 역

사 주체가 존재하긴 했지만, 이는 당대의 비평가와 독자의 마음의 도덕관념의 한계를 깨뜨릴까봐

성적 자유주의적 맥락을 긍정적으로 추적하는 도덕 세계에 직접 삽입될 수 있는 인물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외래 신화로 묘사된 근대적 인물들을 통해 한국의 전통을 대변하는 듯하다. 그럼으

로 한국의 도시 현실을 ‘멋화’하기 위해 (여기서 그렇게 이론화됨) 원형을 한국 전통 외부에서 빌

려야 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 전통의 차용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의 측면이 <<화분>>의 서사에 나타난다. 남성간 동

성애와 관련하여 현마와 단주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 (전문적 훈련)으로, 상

호 이익의 것으로 간주되며,298 욕망의 위계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이성 관계의 가장

높은 목표에 자리를 내주는 3단계 성 질서로에 거슬러 올라가는 경향이 보인다. 사회적 신분과

금융적 권력을 가지는 영화감독 현마는 유부남이면서 10년 넘게 '동생보다도 가까운’ 미모의 단주

를 사랑해 왔고, 촬영장에서든 밖에서든 늘 함께 했고, 늘 자유로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며 공적 및

사적인 신체 접촉 등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친밀한 사이였다. 현마는 (미란 같은) 여자의 몸보다

현마의 몸을 선호하고 ( ), 그러나 그 관계는 결국 사랑의 서약처럼 배타성과 영속성을 요구하는

근대적인 사랑이 아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나이에 "동성애"에서 "이성애"

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즉 단주가 결혼해야 할 시기에 현마는 앞서 말한 대로 미란과 단주의

만남을 주선하고 자연을 섭리한다. 한국 전통의 기미가 여기에서 느껴진다. 단주가 여자들과의 성

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알고 현마가 질투를 느껴도, 그 진행은 작가는 이를 자연스러운 일, 권장

되는 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석의 <<화분>>에서의 동성애 욕망에 대한 묘사는 1930년대 한국 문예

벤처로 충격적이지만 현실 도피는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스 신화의 이미지를 도입하지만, 두

                                        

298 사랑의 유물적인 단위는 <<화분>>의 동성애 관계에 잘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섭, <愛慾文學으로서의 特質>

문학사상, 17 호, 1974.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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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남성 등장인물 사이의 감정적, 육체적 관계에 대한 한국적 토속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솔직선과 진정성에서뿐만 아니라 전근대 남성 동성애는 성적 관계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였기 때

문에, 앞서 언급한 사회적 텍스트화에서도 드러난다. 이효석이 동성애 관계의 역동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지식은 예를 들어 몰과 같은 성 이론의 "발달 단계" 가

설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신문 기사 또는 삶의 소문에서 나온 것이다. 현마와 단주의 성관

계는 청소년기에 그치지 않고 단주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기 때문에 효석은 이를 ‘괴이’라고

표현한다.299

여성 간의 성적 욕망도 탐구된다. 여기에서 여느 때처럼 다른 등장인물을 절시증 (窃視症) 식으

로 바라보는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를 즐길 수 있다. 세란이 어린 미란의 아름다운 다리(10)를 탐

욕스럽게 바라보며 씁쓸한 한숨을 내쉬어 “바로 말 하면 라일락 냄세는 몸 냄새라나. 잘 익은 살

냄새라나. 갖음 비밀을 다 가진 몸 냄새…알겠니.” (11) 라고 말할 때, 단순히 대자연의 유혹이 아

니라, 이효석이 음란물 장사를 하는 기발함과 교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옥녀는 미란의 몸을 욕

망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녀가 보고 싶어하는 미란을 지켜보기 위해 작가가 설정한

것이다 우리는 작가가 그녀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설정한다:

“미란의 자태를 창밖에 서서 물끄러미 들여다 보면서 그 고운 살결을 탐내고 있는 것이다. 보얗게 서리운 안개 속에 움

직이는 처녀의ㅐ 자태는 배추단같이 멀숙하면서도 물고기같이 퍼들퍼들하다. 봉곳한 팔이며 앵두알 같은 젖꼭지가 그대로

보기는 아까운 뛰어 들어가서 만져라도 보고 싶은 것이다. 자기가 만약 사내라면 그 흰 다리를 독수리같이 물어뜯고야 말

것 망간 북새들을 친 찔레나무 아래 뱀이 마음있던 짐승이라면 그 고운 팔다리를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귀중한 보물 같이 싫어지지 않는다” (15-6). 

더구나 남성의 관계와 달리, 여성 간의 성적 욕망에는 사회성이 없다. 이미 단편 소설 <개살구>

에서는 이야기의 단면으로 한 시골 여인의 원초적인 끌림을 발생하는 충동이 묘사되지만,300 <<

화분>>에서 그 주제가 반복되고 확장되며, 여성간의 성욕은 산발적이며 표면적으로는 인생 성장

기 의식 따위와 관련이 없다.301

                                        

299 효석이 동성애를 개인 경험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혹시 최정희, < <<露領近海>> 무렵의 李孝石>,

<<現代文學>> 1962.12.  

300 <개살구> “뒤안에 물통을 들여다 놓고 그 속에서 목물을 할 때 그 희멀건 등줄기를 밀어 주노라면 점순은 그 고운

몸뚱아리를 그대로 덥석 안아보고 싶은 충동이 섯군하였다. 여름 한때 새끼손가락 끝에 붉은 꽈리 알을 띄운 것도 같아서

말 할수 없이 귀여운 감동을 자아내는 것이었다. 그 서을집이 재수 따위의 손 안에서 허름하게 놀고 있음을 내려다

보노라니 점순은 아까운 생각만 들었다. 즉시로 띄어 내려가 그 자리를 희저어 돟고도 싶었다. 어느 때까지나 그대로

버려두기 부당한, 속히 한 바탕 북새를 일으켜 사이를 갈라 놓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이 솟기 시작하였다.  점순-하녀,

서울집 동성…

301 조용만은 성적인 테마가 많이 들어나는 <<성화>> 소설집에 대해, “모파상” 같이만, ‘모파상’을 우월, 시적…정신

때문이다. 또한 그는 1959 년에 효석의 전집의 발간 시 효석의 시인으로서의 타고 난 재능을 친찬, 효석의 <<화분>>

시기를 두고 “만만한 自身을 가지고 자신의 本領을 十二分으로 發揮하여, 詩的 香氣가 무르녹고 詩的 精神이 橫溢하는

많은 아름다운 作品을 놓아 놓았다”고 하였다.)  趙容萬, <李孝石氏의 作品集 <<聖畵>>>, <<每日 申報>>, 1939.7.18.

조용만, <李孝石文學과 그 世界>, <<東亞日報>>, 1959, 6.13. 4 면. (어떤 자료에서 이는 (*)5.13 이라고 잘못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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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 생활양식의 전형이었던 동성애에서 이성애로의 진행이 차용신화의 틀 안에서 나타난다. 

어느 날, 현마는 미란이 ‘푸른 집’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단주를 유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교외에 있는 집에 머물도록 단주를 보낸다. 둘 다 아름다운 생물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주의

말로 “비너스처럼”, 단주는 현마의 말로 '아도니스처럼'으로, 책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그리스 유

추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에덴동산의 도덕적 상징주의와 혼합되어 있으며, 문

제의 주체인 신화동산의 뱀은 남성 성기의 상징이고, 현마는 신이며, 아담을 “창조”하는 자이자

그의 죄로 인해 아담을 결국 추방할 것이다. (“찔레포기 저편으로 늠실 기어가는 뱀을 보고는 두 사람은 바싹

얼싸안으면서 뒤로 물려 간다. 두어 자 길이는 되는 늘늘메기였다. 푸른 바탕에 붉은 점을 아롱거리면서 풀속으로 해서

지름길을 타고 판장밑으로 사라’졌다.”… -뱀은 “방에까지 기어들지 않을까. 위험해라.”) (14) 낙원 신화의 이브와 마찬

가지로 미란의 월경 초기 장면은 아담 (성적으로 경험이 없는 단주)에게 다산성으로 그녀와 합류

하도록 유혹하기 전에 여성의 조기 성적 성숙, 지식의 나무의 금지된 과일 (섹스)도 나타나며, 프

로이트주의자이면 한쯤은 분석해 본 성서적 장면을 설정하지만, 여기에서 에덴 동산은 아름답게

만들어진 에로 잡지 이야기의 자극적인 구실이나 에로(포르노) 영화 세트의 한 장면에 불과하다. 

등장인물도 독자도 기분 좋게 자극적이지 않으면 실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도록 초대되지

않다. 아무것도 억압되지 않다. 여기에서 빌린 "전통"에 대해 말할 때,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D.H. 로렌스의 영향을 지적해야 한다.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알레고리

가 이효석에게는 확실히 친숙했고, 이미 몇 년 전에 '프로이트' 이론을 도입하여 광범위한 대중

독자들에게 분석되었던302 로렌스의 대표작이 <<화분>>의 주요 영감을 주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화분의 패러디하고 경쾌한 대중 독자 지향의 성격이 로렌스의 무거운 소설과 직접 비교할 때 환

히 드러난다. Clifford, Connie, Mellors 및 Mellors의 아내 사이의 복잡한 성적 관계를 효석이 수용

하면서 그 복잡성은 의도적으로 <<화분>>에서 부조리한 극단으로 강요되고, 특히 <<화분>>의

현마는 단주가 아내와 잤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디테일은 <<화분>>을 가벼운 음란극, 에로 상품

처럼 만든다. 그러나 남천을 비롯한 많은 평론가들은<<화분>>이 효석의 모든 작품 중 작가의 내

면의 본성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들은 <<화분>>을 (a) “眞”,  (b) “詩的香氣가 무르녹고

詩的 精神” (c) “박수 (拍手)하여야 할 것” (d) “원초적인 생명감의 재확인” (e) “東西가 統合된 廣

汎한 包括性의 純粹領域” (f) “존재에의 잠김”로 칭찬했지만, 다른 데에서는 효석이 벗아나고 있다

고 생각하는 사회의 서구적 퇴폐와 성 소비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모든 비평이 어떠

한 의미에서는 사실이지만, 비록 단주가 미란을 일본으로 데려갔 때 반복적으로 그녀와 에로틱

잡지를 공유할 때처럼, 효석이 에로 문화를 암시하는 장면을 삽입하더라도 <<화분>>과 그 시대

의 음란 문화와의 관계를 그들이 못 보거나 무시했다.303 1930년대 세계대전이 임박한 도시의 현

                                        

302 사실 로렌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프로이트 이론이 한국 문학비평의 관심 주제가 된 주요 맥락이었다. 조두영,

<영국신심리주의문학소고>. 동아일보, 1935 7.21-8.2 (11 회). 이정민, <힌국의 프로이트 이론 수용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

비교문학과 박사논문, , 2016. 65-6 쪽 참조. “신” 심리주의의 “신”은 심리분석학의 의미롤 쓴 일 종종 있었다. 한국에

심리학이 도입된 것은 1920 년경이다. 미국의 선교사업의 목적으로 이용된 것이 그 발단이었다.   정한택,

<<한국심리학 60 년사>>박영사, 1982 참조.

303 “원초적인 생명감을 재확인했을 때의 싱싱한 희열의 이미지”에는 “논리적인 註釋을 가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反윤리적인 서구의 불순한 에로티시즘을 들어 있지 않다.” 鄭漢模, <孝石과 Exoticism>, <<國語

國文學>> 15 輯, 1956. 또한 같은 저자의 <<現代作家 硏究>>, 汎潮社, 1959. 5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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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속에서 도시공간의 혼잡함과 답답함, 허무주의와 소비주의를 경험하던 그들은 효석이 도시에

자연과 시골의 맛을 가져다주었을 때 행복하고 안도감이 든다. 그는 도시의 사막을 무성한 자연

과 관능적인 자유로움으로 상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것은 효석의 멋화가 부분적으로 성공했음을

보여주지만, 분명히 차용한 '전통'과 융합된 소설의 '개혁' 요소는 바로 상품화 문화 그 자체다. 이

는 사실 효석이 이전에 시골 배경에서만 설정했던 '내추럴 섹스'304 를 테마로, 이번에 도시 배경

에서의 소비생활에 합류하는 작가의 '다음 단계'라고 봐야 한다.

요컨대, <<화분>>은 자연과 상품화를 결합하려는 시도로서 오히려 1930년대 도시의 현실을 예

술적 창조로 변형시키려는 시도이며, 그것의 원시적 본능주의는 한국의 전통 대신 세계 신화에서

피상적인 상징을 차용하여 일관성의 겉모습을 부여한다. 상품화에 저항하기는커녕 꽃가루처럼 사

회에 떠돌아다니며 그 에로 콘텐츠에 대한 욕망 시장인 대중을 도취시키는 헐리우드 영화나 일본

에로티카 (遊蕩文學, 猥褻雜誌)에서 볼 수 있는 소비문화의 장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 

‘멋’문학의 높은 이상에 비추어 볼 때 <<화분>>은 옛부터 낯익은 창작과정인 '전통'과 '개혁'의

합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민족주의나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고 생물학적

이지만 성적 성숙 이외의 인간 발전은 없다. 물론 효석은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권영민이 <<화

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성의 문제는 탐미적인 감각의 표현보다는 인간의 도덕적 파괴와 타락

을 말해주는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윤리적인 차원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타락적인 성

의 퇴폐적 면모가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 맞다.305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이효석 문학이 2차 엔트모딕 혁명에서 나온 초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한국 지식사회의 거부를

배경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1970년 전후 처음으로 (g) “반사회적 정신”, 

(h) “性對象倒錯의 증세”, (i) “아노미 (anomie)”, ( j) “아무 약이나 사먹는 환자와 같”음, 등으로 갑

자기 변모되었음도 분명한 180도 전환이다.306 물론 비평가들이 효석의 소비주의와 유사소비주의

소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비평가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세계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

다. 1930년대, ‘인육시장’의 도시 환경에 평론가들이 무기력하게 머물고, 힘든 시기이며 전쟁이

임박할 때 <<화분>>의 청량함은 시원한 물과도 같았다. 그러나 특히 1968년 이후 1970년대에

들어 한국 지식인들은‘저항의 서사와 대안 근대성의 모색’이라는 격렬한 투쟁을 벌였으며, 나라는

퇴폐적인 소비주의로부터 지키려 했던 보호된 시골과도 같았다. 그것을 지키려 하다 효석 문학을

도시(퇴폐성)를 시골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했다. 서희성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후 비평가

김영기를 시작으로 유신 시대를 거치면서 이효석의 성 테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두드러

                                        

304 예로는, “그 맹랑한 풍경이 나의 마음을 결코 노엽히거나 모욕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아까와 똑 같은 기쁨을

자아내게 한것이다. 일반으로 창조의 기쁨을 보여준 것이다. 개울녁 풀밭에서 한 자웅의 개가 장난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을 겁내지 않고 들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꺼리는 법이 없이 자웅을 터놓고 마음의 자유를 표현할

뿐이다. 부끄러운 것은 도리어 이쪽이다.” 이효석, <<들>> 전집. 71

305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02. 478-485 쪽.

306 g. 白承喆, 古典의 再評價, 作家의 再發見: <李孝石論>, <<月刊文學>>, 1969. 6,  h. 朱鍾演, <李孝石作家에 있었어의

몇 개의 Motive 에 對하여>, 聖心女子大論文集, 제 1 집, 1969, 179-190 쪽 i. 金永璂, <問題作家問題作品: 李孝石論>,

<<現代文學>>, 1970.5 321-330), j. 鄭明煥, <<僞裝된 順應主義: 李孝石論>>, <<創作과 批評>>, 1968, 겨울호, 1969,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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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고 지적한다. 307 이광수의 동성애 테마 비판을 정신 문제적인 것, 고아의식으로 보는 경향 강

조와 때를 같이 하고 있다. 한국 비평계의 이러한 전환은 필연적으로 당시 서구 사회의 거대한

도덕적 변화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하며, 그 전환은 1968년 이후의 혁명적 자유주의를 피하려는

민족문학론 평론가들의 지배적인 열망과 일치했다.308

하지만 <<화분>>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어떠한 특정 시대를 초월한 요소가 있는지, 즉 그 창작

법, 그 성격과 가치에 대해 이 ‘전통과 개혁의 융합’을 ‘멋’과 관련시켜 볼 수 없겠는가 하는 의문

을 남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1970년대에 <<화분>>의 도피주의에 이의를 제기한 김영기조

차 그를 가리켜 “변혁을 요구하지 않는 기존 질서의 체계가 사회적인 긴장감과 시간의 관념을 상

실하고 있을 때의 역사 의식은 현실 긍정의 미학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과 슬픈 사건에 부딪쳐서

도 서정적으로 미화하는… 외부적 조건에 대한 한국적 반응”(309)으로 인정했다.309 <<화분>>을  

“이국풍과 한국적 토속성의 결합”이라는 김광수의 평가,310 심지어 백승철이 내린 비판인 “서구적

지성 (知性)”으로부터의 한국적 서정주의와의 서투른 野合” 등이 이 질문을 격려하는 것 같다. 이

질문은 물론 한국 문학에서 동성애가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론적 답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동성애가 종종 "무언가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유용한 것으로 보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저술에 걸

                                        

307 모더니스트 문학을 평가 절하하려는 경향은 수십 년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60 년대, “서구적 지성

(知性)”으로부터의 한국적 서정주의와의 “서투른 野合”은 “초극”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것이 한국인들이 “냉소할

수 없는” 문제로써 1930 년대의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 한 상태에서 효석의 “자아상실의 위기 의식”은 역시 “우리 앞에

놓여진 비속이며 오두움이다” (321)러고 지탄한다. (金永璂, 위의 글), 1990 년대, 류보선이 말하는 1930 년대 후반에 대한

평가로는 즉 “수많은 관찰물들을 무질서하게 배열하며 조악한 무한성의 세계만을 반복”, 또한 곽승미는 “이 시대의 다양한

문학적 모색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930 년대 후반 한국 문학과 근대성>> 푸른 사상, 2003.10-11 쪽

30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60-70년대 한국 문학 비평가들은 종종 국내의 독재정권의 "파시즘"에 대해 고민했고, 정부 검

열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구에 대한 비판을 사용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 사이에서 늘 협상해야 하는 한국 근대 상황을 논의한 수백 가지의 비평문 중 특히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20세기 일본의 띄어난 문학평론가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에 대한 김윤식의 논의를 들 수 있다 (김윤식, <自意識의 批

判과 西歐的 知性의 限界>, <<창작과 비평>>, 1969 가을/겨울호). 김윤식은 고바야시의 사상과 개인사를 젊은 비평가들에

게 공부를 권한 다음, 김윤식은 표면적으로는 이념적으로 약한 지식인들이 무분별한 서구 문화에 노출되어서 위험한 이데

올로기에 빠지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민족주의라는 ‘아포라아’, ‘신화’를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그러나

김윤식은 파시즘을 적극 지지한 고바야시의 관심사인 <근대의 극복>에서 파시즘의 의기를 내포하는 ‘민족주의의 극복’으

로 살며시 옮기면서, 오직 파시즘의 위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그런데 현재의 시점에서 고바야시의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듯 싶다. 즉 ‘승리자의 역사’에 의한 일방적, 임의적 수정주의, 파시즘에 대한 승리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승리였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관점, 더 나아가 반공산주의자였던 고바야시와 같은 전시 비평가들이 21세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새롭게 결합된 형태인 글로벌리즘에 대한 민족의 이념적 저항 강화를 위해 재맥락, 재활용화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 제기가 시급하다 볼 수 있다..

309 金永璂, <韓國的 리리시즘의 限界>, <<現代文學>>, 1969,1 월호. 307-8 쪽.

310 김광수, <<이효석연구>>, 중앙대학교, 국문과 석사 논문, 19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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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있는 전통적 도덕 미학을 대표하는지, 한국 문학평론에서 거의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인 동성

애에 대한 사회사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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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단시대의 사회변화와 동성애 의식

5.1 화랑의 재인식 혹은 동성애의 재발견

1945년 광복 이후의 희망은 각 진영이 강대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 정부 형태에 대한 경쟁적인

견해로 인해 좌절되었다. 5년 만에 긴장은 한국 전쟁의 발발로 이어졌다. 전쟁의 폭력과 혼돈 가

운데 놀라운 군인 및 민간인 사망자 통계뿐 아니라 비인간성과 절망에 대한 온갖 뉴스 기사를 매

일 같이 가져왔다. 고은의 <<1950년대>> 서사에서 그는 식민지 시대와 1950년대를 여성적이고, 

무능하고, 나약한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한국의 남성성 강화를 정당하게 옹호한다.(20) 이는 식민

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민족정신을 강화하여 앞으로 닥쳐올 막중한 도전에 맞서야 할 필요성에

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가 말했듯이 “[시에서] 자연 귀의와 전래해온 한 (恨) 의 세게가 완조적 식

민지적 발상법으로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타자에 대한 존숭으로 계승되고 사물, 상황으로부터 도

출되는 시적 대상을 여성적 노예적 체념으로만 기대했다.” (17) 1950년대의 한국전쟁을 통해서 한

국은 “한국 전체가 전장이 된 것을 보았고 누구나 병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전쟁 세대를 낳

은 것이다”. (27)311 라고 볼 때 한국전쟁은 화랑을 전쟁 영웅의 본보기로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312 스스로 인식하는 식민지 경험의 굴욕감에도 불구하고, 1945년 이

후 한국인들은 30-40년대 전시, 적에 대한 연합전투에서 한일 양국이 제시한 협력모델인 사무라

이와 화랑을 동일시했던 전시 패러다임을 되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313 그러나 이제 화랑은

상징적으로 홀로 섰고, 따라서 새로운 불행한 냉전 시대를 대처하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 했다

                                        

311 “,,,이 세대의 주인공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계가 싸움터라는 풍문을 들었고 세계가 싸움타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일제

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쇠징을 버튼처럼 박은 군화소리를 들었고 만주사변 중일전쟁의 뉴스를 어린 시절에 들을 수 있

었고 소위 대동아전쟁이라는 제2차대전 속의 일본 전시교육으로 자라났다. 그리하여 1945년의 해방은 좌우익의 전선이

되었고 …그리고 어디를 돌아다볼 겨를이 없이 625가 밀려온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끝난 오늘 날 그

전쟁을 너무나 신속하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28) “전쟁은 인간에게 어떤 방임을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옷을 훨훨 벗

어던진 채 덮치라는 식의 여성적 마조히즘을 조성시키면서 전쟁이 인간 자체에 대해서 매우 이국적인 퇘폐의식을 자극하

다.” (90)

312 Moon, Seungsook (문승숙), “Economic Development and gender politics in South Korea (1963-1992), Brandeis 대학

사회학과 박사논문, 1994 171-2 쪽 참조.

313 한민주, 위의 책.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1945 년 이후 이전 전시 선전의 재활용에 대한 한민주의 비난은

시대착오적이며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만적인 세계주의적 서사에 너무 복종하는 오류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

세계화 시대에 “가족 단위를 국가 단위로 확장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바꿨다”고 하는, 파시즘 선전의 측면에

대한 그의 비판은 요즘 설득력이 없고 심지어 비논리적으로 들린다. 세계주의세력은 자신들의 선전무기를 제한하지 않고 이를

끊임 엇이 증식·강화할 뿐이다. 유럽에서든 아시아에서든 한민주의 비판적 측면은 국가가 오히려 더 해야 할 일인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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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무라이와 엮이지 않은 애국적인 화랑314이 일본 당국의 호의를 받

지 못했을 것이다. 군사선전에서 강하고 씩씩한 무사적 이미지에 순응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인들이 받아들이기 꺼려했던 일본 학자들의 화랑 이미지와 대조적으로,315 ‘김동리의 처녀작 <화

랑의 후예>(1935)는 화랑을 무사, 청년, 영웅의 모습, 한마디로 그 당시 선전과 식민 통치의 지적

                                        

314 수십 년의 대표 이미지를 살펴보면 화랑 이미지가 멋 이론과 유사하게 시대적 요구에 맞게 조정됨을 알 수 있다

내선일치적 논리하에서 화랑의 식민지적 재구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수천 가지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예만 보면, 1930 년

이윤종에게 화랑은 국력강화의 꿈을 상징했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좋은 신체와 도덕을 갖도록 격려하여 한국이 영국처럼

위대해질 수 있도록 하는 소년군) ( (<<少年朝鮮>> (어린아이,) 제 9 호, 1930. 1. 34 쪽). 1935 년 박노철에게 화랑은 군사적

'우리의 士道'와 같은 가치와 기타 가치였다 (<花娘 武勇譚> (1), <<아이 생활>> 1935.6.  26 쪽). 1956 년 이병희는 이병희

의 희망은 즉 “國民 精神의 좋은 龜鑑으로 삼아 民族 最大의 課業인 南北統一聖業達成에 花郞 精神의 精華를 다시한번

살리고 그 그 血脈이 民族의 永遠한 糧食되기를 발랄 뿐” (<<花郞의 血脈>> 창간호, 1956. 21 쪽). 1964 년 손인주에게

화랑은 민족공동체의 상징으로 귀한 존재였다 (“화랑 집단은 …정서훈련을 통하여 , 개인과 단체를 잘 조화 내지 융합시켜

나갔다, 지금 우리 민족은 개인적으로는 우수하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약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공동적인 움직임을

갖게 한 화랑도의 교육이 필요) (<<교육학회지>> 2 호, 1964. 33 쪽). 식민시대의 이미지가 '파시즘'적인 프로그램과

일치한다면, 어떻게 초기의 '이미지'가 한국전쟁, 냉전 체제, 급속한 산업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전에, 사용되기 전에

'정화'될 수 있었겠는가? 문화 생산 이론으로서의 멋 이론은 문화 편집이 잘 이루어지고 변화된 시대에 발맞추어

업데이트로서 새롭고 건설적인 창조로 이어진다면, 전시 및 산업화 용도를 위한 추축국 선전 전략의 재활용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315 식민지 시기에 일본 학자의 화랑남창설에 반박한 한국인의 글로는, 劉昌宣, <新羅花郞制度의 硏究> <<新東亞>>,

1935 년, 10 월 제 5 권, 제 10 호. (全 6 회, 1936 년 2 월호에 완성)가 있고, 劉昌宣은 (“同性愛 卽 男色이 盛行되여 그것은

마치 夫婦關係와 같은 人倫的 關係를 자아내 … 最初 眞興王의 美貌의 女子를 두었드니 後에 女子로서는 弊害가 많음으로

美貌男子로 代易하였으나 何如間 女色男色을 미끼로 徒衆 을 모흐려는 手段이 없기 때문에 男色은 公公然히 一般的으로

流布되게 되었다.” [劉昌宣의 요약 인용]) 이라는 鮎貝房之進의 주장 에 대 해, 그 설을 비과학적이고 편견이라 하면서,

일본사회에서와 같은 성 도덕 문제는 한국에 없다고 주장, 즉 “鮎貝氏와 가치 原花를 娼女로, 花郞制度를 同性愛 關係로

본다고 하더라도 性的 關係란 본래 異性間의 關係가 自然的이며 本能的이요 同性間의 關係는 不自然的이며 變態的임은

鮎貝씨도 그..쯤은 알것이다.”(27)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金振海도 (<花郞의 源流考>, (잡지 이름, 연월호

불명) 45-54 쪽) 같은 아유카이의 說에 대해: “花郞 및 香徒의 道義的 精神과 臨戰時愛國的 活躍을 토드라도 可히 氏의

言辭가 妥當性을 잃은 것을 알 수 있다, 氏의 過誤의 큰 原因은 所謂 日本의 德川時代에 武士間에 盛行하던 若衆

…及若衆女郞 …의 例를 보고서 우리 花郞道의 後世墮落한 現像으로 미루어 이러한 結論을 내린듯하나 日本의 武士의

性慾적 墮落現像도 武士의 氣魄이 다빠지고 빈껍질만 남은 말하지면 長期間의 太平時節을 거쳐온 元祿時代라는

封建社會의 害毒이었지 그 以前의 武士道草創期인 鎌倉時代의 武士에 있어서는 戰國時代의 武士인만큼 그러한 文弱한

惡風이 없었다는 것을 氏도 否認치는 않으리라고 믿는다. 이와 같이 우리 花郞道에 있어서도 中世以後로는 衰退하여

花郞의 末流인 巫覡이 性慾方面으로 墮落한 것은 事實이나 이것으로서 花郞制度를 性的機會를 利用하야 郎徒를

群聚시키려는 方便이라는 結果로서 動機도 그렇다는 類推는 成立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쇠퇴한 화랑 ‘역사’를 인정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전통으로 보지 않고 무의미한 타락적 잔재로 볼

뿐이다. 그는 아유카이의 매춘설 즉 하나의 화랑이 많은 낭도 추종자들을 성적으로 섬길 수 없었으리라는 학자 三品의

말에 동의한다. 화랑제도와 그 후기의 무화적 여운 혹은 잔재를 설명하는데 멘토인  승려와 제자인 화랑 사이의 성관계에

대한 알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화랑 제도의 후대 영향 계보를 이론화하는 ‘화랑 각인설’을 보다 합리적인

이론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화랑’, ‘화랭이’ 등 무교에서 처럼 단순히 ‘화랑’이라는 명명의 연속이 아니라, 비록

화랑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더라도 불교 내부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쳤을 듯한 지속된 문화적 특성인 청소년

교육 양식과 사회적 낙인 없이 종종 그 에로틱한 가능성이라는 것은 한국의 동성애 전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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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위한 모든 것과는 거리가 먼, 거의 무형의 인물로 특별한 자질이 없는 천박한 인물로 문

학에 등장했다. 316 김동리는 근대의 경향을 멀리하고 토속적 종교가 매우 약해진 시대에도 종교

와 신화의 상징 세계에만 집중했지만, 그의 초연함은 그러나 자의식적인 것이었다. 1930년부터 18

세의 청년으로 4-5년의 동양철학 연구에 몰두하는 동안, 다양한 화랑 담론에 접하게 될 수가 있

었다. 1932년에 아유카이 (鮎貝房之進)의 <<花郞攷>> 가 발표되었으며, 물론 그는 모든 고전 출

전을 탐색할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리의 황진사 묘사는 그의 연구만큼 신라와 고

려 문헌에 나타나는 화랑의 용기, 힘, 아름다움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언뜻 보기에는 고은이 전

후에 한탄했던 블능한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황진사는 초라한 식민지 시기의 경제

적, 문화적 현실을 상징하지만, 근대, 과거로부터 봉쇄되는 화랑의 후예로서, "피에로 같은 삶"을

살지만 원초 조선인의 잠재된 내면의 영적 세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황진사의 혈통

이 살아 있는 한 재창조될 가능성이 있는 '클린 슬레이트'이다. 그 만큼 황진사의 영혼 속에 숨겨

진 '화랑의 영혼'은 1945년 이후 재창설과 전략적 증폭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는 남색과 관련된 화랑상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그 인식을 새로운 이

미지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과제는 신화랑 (新花郞)의 재창조자들의 과제로 의식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김동리에게 사상적 영향을 누구보다 많이 준 동양 사상가인 그의 백씨 김범부이었다. 

김동리가 백씨에게 받은 영향에 좀 더 깊은 관심이 요구되는 것은 김동리의 “문학사상적 연원”

인 화랑에 대한 인식이 백씨로부터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김범부는 <<화랑세기>>의 부재를 <<심국유사>> <<삼국사기>> 속의 화랑 10명의 열전을, 자

신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보충하여 1948년 그의 <<외사>>를 썼고 그 후 6년 동안 출간의 기회가

없었으나, 이조후의 <<외사>>의 重刊序에 따르면 1954년 “그 당시 海軍政訓監으로 있던 金鍵의

周旋으로 6.25전쟁을 치르고 있는 國軍將兵들을 위한 敎養讀本으로서 비로소 刊出”했다고 전한다. 

따라서 새로운 화랑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최초의 학문적 시도는 군사적 이익과 연결되었다.

<<外史>>의 일차적 가치는 민족주의적인 모델로 설정하는 목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에서 보이는 미묘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배제하고 재구성함에 망설임 없이 실천했다.

김동리와 김범부의 화랑관의 기본적 성격의 유사성을 설명하면서 김주현은 <<화랑 외사>>에 보

이는 김범부의 인물 설정 선택 방법을 지적한다.317 김범부는 ‘勿稽子’나 ‘百結先生’은 <<삼국유사

>> <<삼국사기>>에서 언급이 짧고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외사>>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많

은 분량이 주어져 있는 것은 이 두 편이 김범부 자신의 사상을 제일 잘 보여 주기 때문이다.

“열 편 가운데 이 두 편은 형상화의 측면에서 그래도 소설로 치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구려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316 “

317 김주현, <김동리 문학사상의 연원으로서의 화랑> <<語文學>> 제 77 집. 2002.9. 30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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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물계자를 중심으로 한 한개의 風氣가 생겼다. 그 풍기란 물계자 문인 (門人)치고 눈 빽빽하거나, 어색하거나, 설멋

지거나, 까불거나, 넘치거나 고리거나, 얄밉거나, 젠체하거나, 따문하거나, 악착한 사람은 아주 없는 것이었다. 누구나 척

대하기만 하면 물계자 문인들을 모두 멋 (풍류) 쟁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아닌 게 아니라 문인들 자신도 모두 멋쟁이로 자

처 (自處)하고 그것을 당연히 받을 휘호 (徽號)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물계자도 이 말을 듣고는...”(296-7).

이처럼 진정한 ‘멋’ 창조는 시대가 요구하는 자질을 선별하여 현재의 사회적, 문화적 요구와 혼

합하여 멋, 풍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과정은 여기에 다시 확인된다. 교육적, 국가적 교화적

실천으로서의 멋창조는 사회인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문제를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 식민지 시기의 일본인 화랑론에 비추어 1948년의

김범부에게 다소 어색한 사례로 나타난 것은 斯多含이라고 볼 수 있다. 사다함의 친우 무관랑의

病卒後 七日만에 사다함의 죽음으로, 鮎貝의 따르면 동성애적인 테마 등의 주장에 도전해, 김범부

가 1948년에 그를 완벽하게 민족주의 의식으로 청산하기에 이르렀다.

(신라의) 아가씨들이 사다함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사다함의 美貌도 그 중대한 조건이 아닌 바 아니었지만, 그

보다도 아무도 그의 사랑을 받아본 여자가 없다는데 있었다. 괴벽하거나 정이 없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나 반

겨 다정스럽게 대해 주는 사다함이언만 어떤 아가씨와도 긴 시간을 이야기할 여가를 가져본 일이 한번도 없었다. 그는 아

가씨의 어떠한 인사에도 고맙게 답례해 주기는 하나 따로 어디서 애정을 속삭인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 그것은 나라 걱

정을 같이 하는 동지들의 여러가지 주선을 해주기 위해서 언제나 쉴 사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外史>>23-4쪽.

<<외사>>의 <사다함> 에서는 사다함이 짓고 친구 무관랑이 작곡한 시 <식기 전에> (잔을 들어/사

랑으로 고인 잔을/식기 전에 이 잔을 들어 // 피는 뛰어/피는 살아/어젊은 피는 붉어붉어/남하 아손님/늘 보아도 아손님/

고이려 고이려 무엇으로 고이려 //지고저 나는/ 애달픈 꽃이여/시들기 전에 져 버리고져 ) (24쪽) 에 대하여,

“여기 ‘님’이란 것은 물론 어떠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다함에는 ‘나라’란 것으로 깊이 새겨져 있었다”라

든가, 무관랑이 죽은 후 七日에 사다함이 따라 죽었다는 것에 대해, 필자가 “사다함은 늙는다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는”다

거나, 그 둘 사이 死生을 맹세했으나 정도로 설명했는데, 오로지 두 남성의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가차시, “사랑”이라는

말은 없는 뿐 아니라, 그러한 독법을 완전히 막는 일이 보인다” (25쪽)

이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형상화되는 남색의 흔적이 없는 화랑상은 다른 시대의 화랑상과 비교하

면 일제강점기 일본 사무라이와 관련하여 발전된 '파시스트' 모델에 가장 가깝다고 드러난 모델을

바탕으로 재활용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정당하다. 아마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두한 문화

구조, 상징 형성화인데 이는 그 당시 한국인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멋’진 창조물이 되기에 매우

적절하고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박정희의 말을 빌리자면 화랑의 부활된 민족주의적 이

미지는 (유감스럽게도) 민족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색의 흔적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어도 분명히 '미풍양속'이었다.

이러한 관찰은 이데올로기적 파편화를 통해 대상 민족의 연대 (連帶)나 團結性을 분열시키려

는 맑스주의자가 할 수 있는 관찰이 아니다. 한편, 1968년 전후 서구 자유주의의 심화, 성 부정부

주의적인 성혁명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방어적 입장, 민족주의 고취와 보수적 도덕

촉진과 민족 단결성의 요구는 1990년대 이후에 종종 매우 극단적인 성격을 띤 진보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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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반대 목소리를 초래했다. 잘 표현된 가장 극단적인 예로, 문승숙 등이 현대 산업화의 국가

적 사명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인 공공적 성애적/ 개인적 표현 통제와 아울러 “남성

지배의 재구조,” “남성성의 군대화(軍隊化)” 등의 과정에서 “가정을 부양할 수 없는 남자, 남성 신

체장애자, 남성 동성애자, 남성 트랜섹슈얼”과 같은 정부 규격에 따르지 않는 개념과 남성성의 실

천에 대한 억압과 배척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318 즉 1970년대의 산업화와 그 정치적 분위

기는 한국인의 도덕관에 깊은 영향을 끼첬으며, 이러한 경향이 문학 비평에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승숙이 1990년대 이후의 페미니즘적 분석을 1970년대에 적용한

것은 1970년대 민족문학론의 가치를 1930년대에 적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녀의 유신시

대 비판은 한국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회가 당면한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해 민족적 단합을 결집

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피하려 했던 바로 신자유주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게다가 미국 대학의

연구생에게 ‘명백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건강과 성적 정체성을 근거로 한 심각한 분열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 사이에서 실제 느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장애, 색다른 성적 취향, 

트랜스젠더 성향을 지닌 한국 남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민족의 통일감을 느끼지 못했는가? 당시

평범하고 건강한 이성애 남성들은 자신의 삶의 도전에서 자유로웠까? 항상 자신의 특성을 분열의

지표로 조화보다 차이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크시즘에 바탕을 둔 분석은 오늘날

의 관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다시 G. Banfield (마르크시스트) 의 질문, “비판가들이 생산한 지

식 자체가 권력의 작용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비판가 자신을 켜

야 한다.319 맑스주의 저자들은 독자-지지자들에게 성 소수자와 다른 소수자들이 그들이 살고 있

는 대다수 사회와 갖는 공통적이고 긍정적인 관계의 요점을 깊이 고려하도록 요청하지 않는다. 

그 대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종종 타협의 정신을 통하지 않고 혁명적 "진보"라는 이름으로 기존

구조(전통)를 해체, 전복, 심지어 파괴하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구를 통해 갈등의 노출과 증폭

을 조장한다. 인구를 상반된 정치적 파벌(오늘날에는 소비자 범주)로 나누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맑스주의 전략의 핵심이다. 페미니스트와 퀴어 비평가들의 젠더와 섹슈얼 정치는 그 당시

여성과 동성애자를 포함하여 사회의 다양한 층이 하나 같이 기록적인 시간안에 ‘한강의 기적’의

대업적을 이룩한 ‘화랑 정신’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생존과 미래의 더 많은 경제 번화를 위해 이러한 민족적 단결이 요구된 냉전의 맥락에

서 동성애에 대한 담론의 여지도, 필요성도 없었다. 그 민족 단결성을 포착하는 데 사용된 주요

중 하나는 '민족의 얼'이라는 개념이었다. ‘얼’은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없으며, 이는 또한 ‘핏줄’

(혈통)의 개념과 밀접하게 언그되었다. 이 얼과 빛줄은 말, 행동에서 동질성과 결속으로 표현되었

                                        

318 Moon, Seungsook, 위의 논문. 2000 년대 비평으로는,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319 G. Banfield, “Essence” in Spyros Themelis ed.,, <<Critical reflections on the language of neoliberalism in education>>,

Routledg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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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은 국가의 발전과 함께 “자기 자신을 잇따라 발전하려 하는” 목적에

있었다. 320 전후와 박정희 시대를 걸쳐 나타난 이 인생철학이 ‘발전과 통정(統整)’ 등에 근거한 한기

언의 기초론, '멋'론의 목표와 흡사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화랑 담론이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예로, 리선근의 <<화랑도 연구>> (1950)를 개정해서 낸 <<화랑도와 삼국통일>> 

(1974)은 화랑 정신의 영감을 통해 그러한 개인 및 국가 발전을 고무했으며, 321 김동리 자신도

<<아도>>(1972)의 연재 소설에서 화랑의 영웅적 재현으로 눈을 돌렸고, 김동리에게 전형적인 무

속에 착색된 새로운 화랑 이미지를 재현하려고 시도했다. 322

화랑을 비롯하여 해방 후 국가적 사명 (결속, 벌전, 통일, 자부심 등)을 위해 동원된 과거의 모든

'근본" 상징과 담론들이 1960년대 백낙청식의 민족문학론의 형성을 앞섰다. 이 담론 중 하나로서

식민시기에 활동한 신채호의 화랑론은 전후 화랑 담론들에서 곳곳에 언급되어 신화랑 창설의 근

거가 되기도 하였다. 단재는 꾸준히 과거를 재해석했지만, 과거만를 중심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고

현재, 미래를 지향하는 재해석이었다. ‘화랑은 조선의 얼’등의 발상은 물론 민족적 단결과 민족 의

지를 고취하는 데 기여한 현대 민족 문화의 토대 형성에 기여했다. 전후 민족주의자들은 단재의

화랑론에서 화랑이 남북 통일을 비롯한 20세기 후반의 수 많은 도전들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영

감을 계속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대로 보았다.

“화랑을 한 때 新羅의 勃興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후세의 漢문화가 발호하여 사대주의파의 사상과 이론이 사회의 인심, 

풍속, 학술을 지배하여온 자는 화랑이다. 송도중엽 이후로는 화랑의 緖言이 아직 불멸하여 비록 직접으로 그 감화를 받은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간접으로 화랑의 遺風餘韻을 받아 가까스로 조선이 조선되게 하여온 자는 화랑이다. 그러므로 화

랑의 역사를 모르고 존선역사를 말하려 함은 골을 빼고 그 사람의 정신을 찾음과 한가지인 우책이다.” (단재 신채호, <<朝

鮮上古史>> 제9편에서 발췌)

단재는 또한 한기언의 근본주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훨씬 더 긴 역

사의 맥락에서 화랑을 놓았다. 얼, 혈통, 단군 숭배, 밝문화, 화랑정신 양성은 새로운 국가방위와

경제발전의 현대적 건설을 위한 기초적이고 서로 연동되는 개념 체계를 제공하였으므로 화랑과

이러한 다른 개념들은 일본군의 장군으로서 사무라, 화랑의 전시 이상에 의심의 여지 없이 노출

                                        

320 안호상, <<민족의 주체성과 화랑얼>>, 배달문학연구원, 1967. 78 쪽. “이 잇따른 발전을 위해선, 한민족의 모든 개이니

나라 안에서 아무 차별이 없는 다 같은 한가지 백성인 민족으로서 다 같이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이익, 협동과 평화를

누리며 유지해야만 한다” (78).

321 리선근, <<화랑도와 삼국통일>>, 세종 대왕 기념 사업회, 1974. “”더구나 민족을 주체로 한 공통의 지도 이념이

확립되어 있고, 이러한 목적 의식의 구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의 청 소년 엘리트를 화랑도로 훈련하고 화랑도를

조직화시켜 놓은 것이 진흥왕 지하의 신라이었기에 어떠한 고난, 어머한 시련이 닥쳐와도 그들은 능히 이를 극복할 만한

불굴의 의지가 있었고 불멸의 지력이 숨어 있었다.” (48).

322 김주현, <김동리 문학사상의 연원으로서의 화랑> <<語文學>> 제 77 집. 2002.9. 30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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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박정희에게 있어 중요한 상징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냉전 쳬제 속 박정희는 자

신의 반공 (反共)사상을 위해 국가사회주의로부터 적지 않은 사상을 빌렸고, 1970년대 초 제정된

유신 사상과 그 경제, 교육 및 예술 생산 정책에 효율적으로 옮겼다. 예술은 국가 발전을 지탱하

는 중요한 기둥, 또 국력을 확장하는 힘으로 여겨졌고 (1966), 외래 문화를 차용하여 독자적인 방

식으로 한국적 맥락으로 형성하고, 그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심지어는 수입문화를 본래보다 더

좋게 만드는 “독창적이며, 고유한 민족 문화”를 창안하는 과정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 강조했다. 

그는 화랑도에 대해 말했다:

우리는 퇴영 (退嬰)적인 누습 (陋習)과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개혁을 박력있게 실천하면서 일찍이 우리의 선조들이 화려

하게 이룩했던 문예부흥 (文藝復興)을 다시 일으키고 민족의 자질 (資質)을 더욱 알차게 개발하여 홍익인간 (弘益人間)의

이념과 화랑도 (花郞道)의 정신을 이어받은 문화 민족의 궁지와 명예를 더욱 더 높여야 한다”. 323   

화랑도가 사회 및 대인 관계에 대한 수준 높은 접근 방식을 대표한다면, 예술은 그 고도 사상에

따라 높은 수준을 목족으로 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이념도 지배적이었다. 한편, 만연한 민족주의

적 분위기 속에서 스크린, 스포츠, 섹스, 즉 국가 유흥 문화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본 ‘3S정책’

등 얼핏 과거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문화 정책에 분명한 한도가 있었다.   

그 정책 속에서 영화와 같은 예술 형식의 도덕적 내용은 일반 대중의 도덕 보호를 염두에 두어

정부의 기준에 의해 그 당시의 감각으로 ‘알맞게’ 통제되었다. 1996년에 예술 잡지의 짤막한 글

을 통해 영화검열국에서 일했던 한 남자가 유신시대 예술 검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솔직하

게 표현하고 그 당시 검열 기준과 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했다. 

난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 대해 할 말이 많다. 내가 검열관으로 국가에 봉사하기 시작한 때도 이 시대이며, 국가의 정책과

문화의 관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 고도의 총화를 이룩한 때도 이 시대이다. 아마 유신을 계속 밀어붙였으면 우리 나

라는 이미 선진국을 넘어서 초강대국이 되었을 텐데… 유신독재니 영구집권음모니 제아무리 떠들어대도 국난극복의 한국

적 해결책은 유신과 같은 강력한 의지의 관철이다. 본당을 자처하는 양반이 최고 지도 그룹에 진입하게 된 올해 초의 합

당은 그간 실추된 유신이념을 이번 공화국에 접맥시키려는 노력의 결실인 것이다. 유신이념, 그 국가적 신뢰와 권위는 올

해도 내년에도 계속 우리 민족의 앞날과 동시상영되어야 한다./ 당시 그와 같은 유신이념의 구현이라는 과제는 영화시책

에 그대로 발현되었다. 외국영화의 수입도 유신이념의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가능했던 일사불란함, 그것이애 말로

국가와 국민의 법익을 수호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당국이 시달한 10월 유신이념의 구현을 위한 18개 지침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1) 애국애족의 국민성 고무 진직, 2) 진취적 국민정신의 배양, [3~6 여기서 생략], 7) 조국근대화의 산업전사 소개, 8)

국난극복의 역사적 사실, 9) 국민의 총화단결 [10- 11 여기서 생략] 12) 모범 공무원 부각 13) 미풍양속, 국민정서

순화, 14) 건전한 국민오락의 개발, 보급, [15- 16.여기서 생략], 17) 순수 문예물 [이하생략]

저자는 현대 세계화 시대에 선견지명하고 고찰할 가치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포스트유신 유신

의 많은 비평들에서 지적된 유신 체제 내부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주의적인 조치는

                                        

323 沈瀜澤, <<自立에의 意志-朴正熙 大統領語錄>>, 楡林出版社, 1972. 28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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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할리우드와 그 인접 산업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서 적절한 뉘앙스

로 해석할 가치가 있다. 이미 1990년대에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세력 아래  시장 추구 세력의 규

제되지 않은 영향이 유입되는 가운데 유신 체제의 특정 측면을 유지할 가치가 있음을 감지했다.

이 [지침] 내용은 오눌날 나의 검열지침의 기본방향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이를 정부가 홍보, 계몽의 계몽의 매체로

영화를 통제한다는 그릇된 시각으로 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누누이 강조했듯이 법익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유

신시대 에도, 오늘날에도 국민 모두의 복리와 문화적 건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통제적 지침의 발굴과 확장

은 필수적이다. 일제 때도 그랬지만 법익은 항상 그것을 만들고 집행하는 편에 서서 힘을 발휘할 때, 다수의 이익을 보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 이 시대의 확기적인 검열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총화시킨 유신정책의 구현을 위해 시나리오 사

전검열과 필름의 실사검열 및 우수영화 심사 제도를 두었다는 것이다. 324

동성애 표현의 묘사와 관련하여 문학에도 유사한 조치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도덕 관리 체제에 맞게 동성애에 대한 문학 주제는 몇 편의 소설과 단편에 등장했다. 이 시기 동

성애을 주제화하는 작가들은 동성애자들의 생생한 현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아는 사람은 동성

애를 직접적으로 멋화할 여지도 없었다. 그럼으로 이 시기 동성애의 재현들은 피상적으로 재미

있는 주제로, 대개는 기이한 행동으로, 또 질병/병리적 정신이라는 암시를 주었다. 손창섭의 <<인

간 세시>>(1958)에서 동성애는 줄거리나 인물에 특별한 의미 없이 소설의 2-3개 곳에서 주인공

의 아내와 관련된 사소한 주제로 나타날 뿐이다. 이청준의 단편 <<병신과 머저리>>(1966)과 중

편 << 소문의 벽>>(1971)에서는 역시 동성애는 사회적 의미거나 민족적인 특성이 없으며 정신

적 고통, 질병 또는 비열한 충동과 관련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오정희’s 단편집 <<불의 강

>>(1969) 에 실린 단편 <<완구점 여인>>, <<走者>>, <<散調>>에는 동성애는 또한 “1/4 빛, 

3/4 어둠” 속에서 이상한 데미몽드 현상으로 묘사된다. <<산조>>는 과거와 고전적 미동 관계를

꼭두각시라는 맥락에서 시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곡두깍시와 아울러 가벼운 ‘정사’장면). 그러

한 문화가 의미를 상실한 현대적 위치에서 먼 과거의 낭만과 '멋'은 불만족스러운 현대인들에게

불안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를 불러일으키는 동성애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묘사는 황순

원의 <<움직이는 성>>(1972)으로, 샤머니즘의 맥락에서 일종의 사이비 동성애 또는 일시적인 '트

랜스젠더리즘'이 등장인물 편과 민구 사이의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하지만, 그러한 것은 이미

교회 정치와 베트남 전쟁 등 정신이 망해지는 현대 세계 현실에서 일시적 탈출이 될 수 있어도

무교 자신의 뒤떨어진 성격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어디도 보이지 않다. 동성애는 물론 이

모든 작품에서 이상한 주제이며 당시 한국의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정신적 병이나 기괴

한 문화 유물로 파악하는 데 훌륭한 지표이다. 이 모든 작품은 당시에는 동성애에 대한 "진보적

인" 표현이었음도 사실이다.

                                        

324 “유신시대 영화검열의 준법익” <<REVIEW>> 96호. 1996. 7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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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상적인 글쓰기에 등장하는 동성애의 캄캄하거나 기괴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한국 남성들의 성생활은 동성애가 활발하게 표현되는 이산적인 공간의 범위 내에서 명백히 통제

받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거의 제한이 없었다고 본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 독재정권

이 종식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 남성들의 일상적 현실에서 그들의 경제활동 또는 주간 직업, 

가족구성, 교육 및 문화활동 측면에서 개인의 발전은 더 큰 집단적 국가, 민족 가족 ("얼", "화랑

윤리 의식", "민족성")의 일부로 추구되며, 그 구성원은 이론적으로 평등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동

성애는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오락과 취향의 문제였다. 한국의 반체제 인사들이 정부의

정책에 압도당하거나 박해를 받는다고 느끼더라도 모두가 그 억압에 집단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듯 하다. 또한 캠퍼스와 공장에서 잦았던 항의운동조차도 단순히 자신을 더 큰 사회

의 밖이라고 여기는 이익집단이 아닌 온 국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20세기 후반, 특히 1960년대 이후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오락 세계에서 성

문화의 도시화는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에서 서양의 주요 도시와 마찬가지로 남성들은 다

른 남성과의 성적인 만남을 찾아 도심에서 공간을 빌리기 시작했다. 때때로 생존 전략에 기반을

두었던 시골 생활에서 사회적으로 무시당한 전통적인 어른이와 소년의 관계와 대조적으로, 점점

도시 밤거리 문화와의 연관성이 깊어지면 깊어질 수록 더 넓은 민족 공동체속의 유기적 감각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 관계들은 종종 익명이고, 일시적이며, 연령 차이나 성별 역할에 따라 구분되

지 않은 근대적 ‘자유로움’이 생겼다. 전후 서양 점령군이 들어선 동경에서와 유사하게, 우에노 공

원이 밤에 국내외 남성 고객이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분주한 남성 성매매 문화의 무대가 되었을

때325 한국에서도 한국전쟁이 끝난 후 남산 공원은 일부 남성들 사이의 은밀한 만남의 장소가 되

었다. 제한된 구두 증언에 따르면 이 변화의 기원은 외국인과의 접촉에서 시작되었으나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 이 변경을 어떠한

특정 코호르트에 확실히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동모 (숫동무) 관계가 이산적이지만 사회적으로 관용적인, 도방이나 봉남방과 같은 공동의 마

을 오락 공간과 집 (사랑방)과 달리, 새롭게 부상하는 점점 도시 하위 문화의 성격을 띤 도시 성

문화의 주요 장소는 도심 영화관이었다. 남자들이 파트너를 찾을 때까지 입구에 머무는 영화관, 

때때로 영화관 자체에서 성행위를 하거나 더 많을 경우 근처 찻집에서 데이트하거나 근처 여관

(여인숙)에서 성적인 만남이 이어지기도 한다는 새로운 동성애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들이 특히 낮에 경제 발전이라는 공동의 국가적 사명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 후, 도시의 밤 '거리'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처음에 외국 군인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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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간의 접촉의 편리한 방편으로 이어서 내국인 사이에서 귀속화되었을 것 같다. 326

이러한 새로운 만남의 전략은 문화의 변화가 시작된 용산기지와 이태원 인근 명동 도심에서 서

울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도로설계 (대부분 직선화)를 수정한 전재복구사업사업과 극장

(영화관)을 비롯한 새로운 시설물과도 연결될 수 있다.327 1952년에 착공하여 1962년에 완공된 이

사업의 결과로 새로이 등장한 극장들은 군부대에서 충분히 떨어진 편리한 만남의 장소와 충분한

익명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물론 그 지역은 이미 광복 이전부터 주요 상업지역이었고 인근 매춘

지역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1960년대 변화 이전에는 역시 50년대 신문에 실린 범

죄 보도에서 식민지 시대 여장남 주체의 보다 ‘공공연한 비밀스러운’ 생활 방식에 더 가까운 전후

여장자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여장 (女裝)과 관련된 범죄 중 일부는 징병제 자체에서 비롯되었는데, 휴전 이후 분단 현실에

따른 군사 훈련과 대비태세의 필요성으로 인해 징집을 피하기 위해 여성을 사칭하는 남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57년에 서울에서는 어떠한 요리점에서 “병영을 기피

할 목적”으로 여장을 하고 접대부노릇을 하던 24세 남성이 구속되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 의하면

용의자는 “약 1년전부터 집을떠나 자기의 얼굴모양을 이용하여 여자행세를 하면서 남의 집 식모

살이 또는 요정의 접대부노릇을 하였다”는 것이다.328 한편 이 용의자가 여자로 살아온 이유가 군

입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보도 이후 여장남에 대한 검거 보도가

급증해 1957년 후반에 폭발했다. 여장남 관련 보고서는 때때로 용의자의 사진도 포함된다. 각자

의 상황은 다르나 대부분의 여장남은 군복무를 피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습

관으로 여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329 또 1957년 12월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남자는 상점의

금전 등록기 여자 점원으로 일하다 적발되었고 330 그러한 경우는 50년대 말 까지 더 적은 빈도

로 계속되었다.331 1950년대 후반에는 동성애와 관련된 범죄 중 군사기피 문제와 관련이 없는 범

죄가 소수에 불과했다.332 또한 전후를 배경으로 주막의 보다 현대적인 버전인 땐스홀에서 일하는

                                        

326 만남의 장소에는 선술집, 경우에 따라 공중 화장실, 기차역 터미널도 포함되었다. 참여하는 남성의 수는 적지 않았으

며 기혼 남성도 포함됐다. 버디 잡지… 이희열,<서 있는 사람들 극장의 역사> <<버디>> 3호, 1998, 44-8. <호모사절 사우

나와 찜질방의 역사>, <<버디>>, 5호, 1998. 49-53.

327 남용협, 서울명동도시조직 변화에 관한 연구. 경기대 건축대학원, 2009. 15-18, 63쪽. 한편 명동은 해방 전부터 이미

서울에서 '이국적' 장소로 알려진 것도 사실이다,. 한일수호제약(1876) 이후 한국에서 조계지 (租界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후, 명동은 외국인 거주를 허용한 최초의 특구 중 하나였다. 1885년부터 일본인에 의해 상점이 세워져 청일전쟁 이후 인

근 중국인 주거지역이 버려졌던 남대문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그 확장이 지속되었다. 327 명동의 모습과 분

위기는 일본인들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지역이 되었다. 전쟁 기간 동안 그 지역은 폭격, 방화

를 겪었으며 번잡한 지역에서 폐허로 갔다.

328 조선일보, 57.10.09 청년이 여장하고 식모살이, 兵役忌避方法도 가지가지

329 조선일보, 57.12.22 “남자의 행세를 시켜주오” 18 세 가짜 처녀 가장탄로 되자 애원

330 동아일보 57.12.22 여장으로 5 년간 “레지” 노릇한 소년 취직시켜달라고 경찰에

331 동아일조 59.8.13 여장남자가 접대부 노릇 기피자로 구속

332 예로, 조선일보 57.6.9 여관비를 떼어먹고 징역8개월 동성애에 “혼”을 판 여인. 1년전인 1956년 한 남자가 재봉사로 일

하면서 여자로 살아 주목을 받았다 (“파마에 연지질 빨래 바누질도’주점살이 중 여경에 끌려 와 화제”) (동아일보 56.11.10),

그리고 1953년 이후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는 여장남에 대한 신문 기사에서 1957년 8월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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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남성들의 발견이 있었다. 다음 사례는 이 기간 동안의 직업의 종류와 장소, 방황하는 생활 방

식(이 경우 범죄로 끝나는)의 스케치를 제시한다. 

남자가 여장을 하고 “땐스 홀”을 전전하다가 직장을 잃게 되자 절도로 변하여 3회에 걸처 범행을 한 후 경찰에 체포됨으

로써 본색이 드러나 수사관을 하고 있다. 즉 17일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본적을 대구시 수창동 29에 두고 주소가 일

정치 않은 吳佑植 (28-남) 이라는 여장미인 (?)을 정도혐의로 구속 문초?중에 있는데 경찰 조사에 의하면 오는 대구에 있

는 大建 중학을 졸업한후 5년전인 22세때 부산으로 내려가서 여장을 한 다음 부산에 있는 “유욕?-때 ㄴ 스 –홀” 식모를

잠시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는 모 예술대학 무용부에다 학적을 두고 남자들과 교제를 해 왔다고 하며 화신 (和信) 백화

점에 있는 “무랑 루쥬 때 ㄴ 스 –홀” “때 ㄴ 사”를 거쳐 각 “대 ㄴ 스 –홀”의 “대 ㄴ 사” 로 전전하였다 한다. 이러던 중

직장을 잃게 되어 일당 4천환 내지 5천환의 수입이 끊어지게 되자 지난 9일 여장을 한채 서대문구 현저동 7동?2반에 사

는 장점술씨 집에 침입해서 신?가 3천화ㄴ 가량의 의류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지난 4일과 6일에는 현제동에 사는 김산

균씨 집에 침입해서 현금 4천5백환과 1만 여환어치의 의류를 절취한 후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남자인 것이 밝혀진 것이라

한다. 333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방황하는 여장님은 결국 대도시의 한 구석에 정착했다. 

점차적으로 남성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대상은 그들이 원할 경우 사교 (社交)하거나 회의 공간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 공간 내에서 거주지 또는 커뮤니티도 형성하기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하위문화와 같은 구성이 형성되어 이태원 지역으로 트랜스젠더와 여장을 하는 집단이, 종로 지역

에는 특정 바와 극장이 인접한 지역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우나-- 1960-70년대 게이 남성들

이 모여들었다는 구체적인 조짐이 있다. 이러한 도시의 동성애문화 자체의 변화는 스캔들 보도를

통해 도시 주류 사회가 드물게나마 동성애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는 방식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켰지

만, 이러한 측면은 스캔들 시트를 제외하고는 담론의 수준까지 오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도시

에로틱 문화에서 이러한 문화적 전환의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특징은 ‘익명성’으로 반사회성 경

향을 증가시키고 불가시과 비밀스러움의 분위기를 심화시켰다. 따라서 전후 수십 년 동안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성적 만남은 가족 및 공공 소셜 네트워크에서 더욱 분리된 것처럼 보였고, 도시

구석의 밤 그늘 아래 새로운 탈문화적 형태의 익명 파트너 관계는 한국 게이 남성에게 새로운 현

실로 성장했다. 미동 문화가 사라진 지 오래일 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 간의 성관계는 더 평등했

지만 사회성 즉 보호와 충성심이 더욱더 결여되게 되었다.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명동극장 (영화

관)에서 인근 영화관과 업소까지, 개인 차원에서는 특정 공중화장실과 기차역 터미널까지 확장되

어 결국 세계 주요 도시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한국 남성들은 종종 은밀하고 짧은 성적인 만남

을 찾기 위한 일시적 밤의 공간을 빌리는 데 익숙해졌다. 만남 (접촉)은 흔히 오래 지속되는 감정

적 유대 없이 한두 번의 만남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더 넓은 커뮤니티와의 유기적 감각에서 점

                                                                                                                              

장한 남성미인"이 대천의 길거리에서 해변의 텐트부터 음식을 나누는 (아마 판매하는)데 현지인들의 극찬까지 받은 모습

이 포착되었다. (“부라우스”에 “스카-트” 를 한 건장한 미인이 궁둥이 춤을 춘다. 옆집 천막의 여인의 의장을 빌려 가지고

들아나든(?) 여장남성미인이 지금 한창 “룸바” “맘보”르 신이 나고 있다 (동아일보 57.8.10 - 內聲伴奏에 “춤:도 추고”)

333 조선일보 57.12.18 “여장하고 “땐스 홀”을 轉輾 窮해진 끝에 窃盜하다 본색 탄로”. 동아일보 57.12.18 “땐서” 노릇하다

절도까지또 하나의 “여장남자” 경찰에 파험”. 그 결과로서 “여장남 댄서에 징역1년구형 정도죄로 한때 화제를 일으킨 여

장남자 “대 ㄴ 서” 오해경( 본명 우식=28)은 절도죄로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았다. 4일하오 3시 서울 지방법원 제 7호 법

정에서는 이남규 재판장 담당 황진영 검사관여로 남자 “대 ㄴ 서” 오우식의 절도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개정되었는데

관여검사는 징역1년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오는 작년11뤌경 지기가 하숙하고 있는 집주인의 “와아샤쓰” 한 개 와 이웃집

의 “세타” 한 개를 절취했던 것이며 범행동기는 여장을 하고 “대 ㄴ 서”노릇을 하던 중 돈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다.” (조선일보 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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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더 멀어질 수 있었다. 결국 다방과 술집이 이러한 고객들을 수용하게 되었고 도심의 극장은 "

아마추어"라고 하는, 극장에 가지 않는 대다수의 게이 남성들과 달리, 스스로를 '프로'라고 칭하는

소수의 게이 남성들을 위한 섹스 장소가 되었다. ‘동성애’ 자체의 개념은 사회에서 부정적인 존재

의 의미를 더욱더 취했으며, 이들은 공개적으로 동성애라는 명명이 지정되지 않았지만, 그 명명이

지정되었을 때 도덕주의자들의 질책이었다. 이것은 우리를 기형도의 시로 데려갈 것이다.

5.2 산업화시대의 문학 -기형도 시의 멋 요소에 관한 ‘멋 없는 분석’

‘멋’이 있으면 ‘탈멋’도 있다. 이론적으로 멋을 ‘전통’과 ‘개혁’이 결합하여 교육적이고 진심이 담기

며 민족의 역사를 의식하고 민족에게 유익한 새로운 창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면, 만약

긍정적인 ‘개혁’ 대신 부정적인 요소가 도입되어 이를 ‘전통’과 결합하더라도, 여전히 ‘결과’가 되

지만 그것은 ‘비멋’ 또는 '탈멋' 결과가 될 법이다.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도입되면 결과가 객관

적으로 사실적이거나 뇌리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멋진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멋’ 창조의 요소를 지닌 것으로 이론화되는 기형도의 시는, ‘멋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현

대의 독자들에게 정신분석학(여기서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과 같은 접근을 요구하는 듯한 측면이

있긴 한다. 실제 한국의 멋 문화에서 한국 평론가들이 기형도의 시 분석에 정신분석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탈멋’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후에 탈멋적인 결과가 나오겠으나 정신분석학을 멋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줌으로써 기

형도의 시를 통해 프로이트 정신분석 기법에 대한 비판의식을 소개할 기회는 그 과정에서 탈멋적

인 결과를 낳는 위험을 무릅쓰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것이다. 멋의 반대를 보여줌으로써

멋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뿐만 아니라, 프로이트 이론과 최고의 미학의 비호환성을 드러냄으로

써 더 많은 관찰로 이어질 수 있는 균열을 열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다음 분석은 실험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전통’ (기형도의 정신 시 세계가 종종 "밀폐"되었기 때문에 필요)과 프로이트주의

의 가치를 결합하여, 그 결과의 가정 (假定)이 사실적일지라도 전혀 멋적이지 못한 탈몃의 결과를

낳는다. 

전후 한국 동성애자들이 극장을 도심의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는 관행을 수용하고 사생활의 문화

에서 비밀의 하위 문화로, 점점 더 익명성을 갖게 된 한 한국 동성애의 개인화(주류 사회에서)를

말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새로운 ‘원자화’라고 말할 수가 않다. 그러나 수치심과 익명성에 대한

요구는 일부 사람들에게 원자화 효과를 줄 수 있었다. 한국 동성애자들이 전후 외국의 영향을 시

작으로 점차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별도의 정체성을 취하기 시작하

면서, 특히 1968년 이후에는 그 결과 점차 사회의 나머지 부분과 구별되는 현대적이고 억압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생겨났다. 세기 후반에 정치적 용어 "이반" (異般)의 발명은 이러한 변

화의 전형 혹은 고정화를 보여준다. 유부남들은 더 이산적인 종로 3가의 극장 및 기타 시설에 모

였다. 1990년대 이전에는 "프로"가 극장에 갔지만 “아마추어”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

이태원의 시가 있다. 육우당(六友堂)은 1990년대 이태원의 게이 지역에서 자신이 느낀 흥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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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렘, 그리고 실망의 저녁들에 대해 시조를 썼다. 성인이 된 그의 삶은 기형도의 삶보다 틀림없이

더 힘들었고, 궁극적으로 명백한 정치적 행위로 자살했지만, 그의 시조는 실망 속에서도 그 시기

의 희망을 반영하여 항상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절망적은 아니다. 

이태원의 밤/화사한 형형색색 물결 같은 네온사인/ 흥겨운 노랫소리 거리마다 시끌버끌/ 토요일 이태원의 밤은 태평성대

로구나.

어느 이반 바에사/ 따라라 또 따라라 취하도록 마셔 보자/ 잊자, 잊자 온갖 설움 온갖 비난 모두 잊자/ 우리가 이반이란

이유로 멸시 받은 그 고통을

기쁜 이별/ 소리 없이 내게 왔던 솔잎 같은 그대여/ 이제는 살며시 나 모르게 떠나가네요.334

하지만 원망은 안 해요. 부디 행복 하세요. 335

다른 한편으로는 종로의 시는 없다 1967 년 신동엽의 시 <<종로 5 가>>는 건설 중인 흔한 도시

거리, 막힌 자갈길, 도시 꿈 자체에 대한 순진한 환멸만을 묘사하고 있다.336 인천에서 온 한때

가난한 시골 소년이었던 기형도 역시 도시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시는 그런 거리에 대한

시적 사랑과 지식을 거의 시마다 보여준다. 기형도가 동성애자인지는 직접적인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의 시는 내용상 ‘동성시’임을 강력하게 시사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특징은 ‘멋 시’로서의

가치로만 다루어져 있다. 

기형도의 시를 통틀어 분석해보면 민족적 전통이나 문화적 과거가 없는, 시인 자신의 소년기보

다 더 긴 과거의 부재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한 전념(專念)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기형도는 <<

무정>>과 같은 교육적이고 인간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최고의 멋 이상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기형도는 자신의 삶과 경험의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아, 이광수나 이효석

과 달리 기형도의 언어에는 아이러니가 있다. 역시 아이러니는 “새장을 사랑하게 된 새의 노래다”

라고 말할 듯,337 기형도가 스스로 인식한 정치적 상황과 항상 자기 성찰적인 자신의 마음의 ‘케이

지’는 해방 그리고 노예화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형도의 자율성 또는 자기 몰두성 - 그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아는 그가 전통에 접근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성애 시인으로

                                        

334 <<내 혼은 꽃비 되어 - 故 육우당 추모집>>, 동성애지인권연대, 2006 .

335 두 시인의 작품은 품성과 문체 면에서 매우 다르지만, 둘의 사랑시의 어조와 음색의 유사성은 모방 관계라고 할 수

없다. 각자는 분명히 자신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육우당, <<시집>>…

336 신동엽, <<鍾路五街>>, 東西春秋, 1967. 401-15

337 David Foster Wallace, quoting essayist Lewis 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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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그는 과연 어떠한 전통에 집착할 수 있었을까. 기형도의 시는 멋의 이상에 도달하는 기준

에 걸림돌이면서도 '개혁'을 통해 동성 욕망을 변형시키고 독자에게 도전하고 ‘계몽’하는 새롭고

더 높은 것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멋과 같은 특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기형도는 1989년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비평가 김현을 비롯하여 측근들에 의해 정리된 유고 시

집이 나왔고 전국 문학 잡지에 요절한 시인에 대한 비평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기형도의 '환멸

의 시'의 지속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기형도의 시에 대한 1990년대 초반의 갑작스러운 학문적

폭발은 곧 촉발되었고 기형도의 시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재독서는 그 이후로 상대적으로 적었으

며, 죽음과 그로테스크한 사실주의의 시인으로의 명성은 다소 굳어졌다.338

기형도의 죽음 (첫 시집이 출간되기 직전)의 상황과 그 시의 전체적인 음색 (音色)은 기형도를

‘삶을 위한 시인'이 아니라 '죽음의 시인'으로 경직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의 작업에 대한 토론에

서 전면에 나서는 것은 “죽음”이며, 다른 주제를 희생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기형도의 갑작스러운

죽음만으로도 그의 시가는 그가 살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방식으로 그의 시를 물들였지만, 기형도

의 유품 시집에 대한 김현의 서문 (김현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의해 음영 /색채화된)은 한층 더

병과 우울함의 분위기로 기형도의 시에 무게를 두었다. 죽음은 기형도의 시에서 섹슈얼리티와 사

랑의 주제를 가렸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동성애 역사의 맥락에 놓고 그것을 문학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의 작품의 더 많은 생동감을 추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형도의 시에 범람하

고 있는 비관과 절망을 재확인하면서 맥락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대의 친구들은 기형도의 시가 지닌 깊은 비관과 아이러니의 극대함에 충격을 받았다. 그 이

유는 그가 비관주의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물론 비관주의는 실제 마음 상태라기보다 시적인 입장

일 수 있음) 교육을 받고 재능 있는 그가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훨

씬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매우 예민하고 술을 못 마시며,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그의

시에 담긴 깊은 염세주의를 잘 포착하기란 쉽지 않다. 너무 흔히 있는 것은, 시는 실생활에서 '발

휘할 수 없는' 감정의 깔때기나 사이펀으로 작동된다. 20대 청년이 젊음을 가치화하는 것을 넘어, 

그로테스크한 노인의 모습 (<죽은 구름>), 병든 아버지의 모습이란 물론, 시인에게는 자신도 모를

것 같아서 알고 싶지 않은 늙음이기도 하다. 여기서 시인은 미래가 아닌 ‘기억’에 집착한다. 노년

은 그의 열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천박한 삶의 고통을 심화시킴은 두렵다. 

'겨울, 눈, 나무, 숲'에서 화자는 아마도 “내 淸潔한 죽음을 확인할 때까지 / 나는 不在할 것이다”

라고 한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사로 끝을 맺는다. 도끼로

줄기가 땅에서 잘려나갔고, 이에 대한 시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여전히 새로운 계절에 대한 희

망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봄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두 절구 사이의 모순은 이성복을 떠올리게

하지만, 사후에 존재(생명)가 긍정될 수 있다면 긍정은 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삶을

위한 시인”의 가능성을 모색 시도를 위해서는 그의 시에 나타난 성애 생활이라는 주제를 살펴보

                                        

338 간접적으로 채호기의 시집 <<슬푼게이>>(19 )에 <기형도>의 짧은 시를 수록한 것은 기형도의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연결시킨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정거장에서의 충고>>(2009, 문학과 지성사)  등 시인 서거 20 주기에 400 여

쪽의 원탁토론과 수필, 평론을 담은 책이 출간됐지만 그의 시에는 기형도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암시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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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하는데, 이는 그로테스크함과 죽음의 음유시인으로서의 명성에 의해 거의 완전히 가려져 버

린 주제이다. 기형도의 시는 ‘멋’ 패러다임으로서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기형도의 시에서 주로 “그로테스크한 사실주의”로 규정하는 일반적인 특성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전집>>에는 97 편의 시와 하나 이상의 미완성 시가 있다. 98은 백분율 계산을 쉽게 만

든다. 거의 100편의 시 중, 대부분의 작품에는 방향 감각 상실, 우울증 및 질병의 주제가 포함되

어 있다. 그러나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은 “장밋빗 인생” “늙은 사람”, “죽은

구름”, “추억에 대한 경멸”과 같은 소수의 시들에 적용될 뿐이다. 기형도의 98편의 시 중에서 10편

미만이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적 측면을 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다. 몇 가지 테마 카테고

리를 백분율로 살펴 보겠다.

1)정치적 억압 = 3편:  안개, 전문가, 입 속의 검은 잎

2) 질병 테마= 5편: (病, 위험한 가계 1969년, 우리 동네 목사님, 폭풍의 언덕, 聖誕木)

3) 노년 경험 테마= 2-4 편:  늙은 사람, 노인들, (교환수), (오래된 서적) 

4) 주로 ‘죽음’을 테마로 한 시= 4편: 흔해 빠진 독서, 죽은 구름, 가는 비 온다, <겨울, 눈, 나무, 

숲> 그 위에

5)가족과 관련된 ‘죽음’의 시는 3편: 나리나리 개나리, 삼촌의 죽음, 가을무덤  

여기서, 각각의 '그로테스크' 범주에 대한 시의 실제 숫자는 낮은 것이 기형도의시의 일부 팬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

6)반면에, 상실된 감각/유방 또는 여행 / 사회적 추방 / 방황을 주제로 한 시= 15 편. 이 시들

중 일부는 기형도의 레퍼토리 중 가장 유명한 것들이 있다. 이 시에는“그로테스크 한” 것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남성의 시적 화자, 대개 우울한 청년, 명확한 방향 없이 도시의 공간을 헤매거나, 

군중 사이의 낯선 사람, 또는 불행의 공간을 탈출하는 장면이다. <鳥致院>,   <어느 푸른 저녁>,   

<여행자>,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길 위에서 중얼거린다>,   <정거장에서의 충고>,   <

가는 비 온다>,   <가수는 입을 다무네>   <그날>,   <집시의 시집>,   <폭풍의 언덕>,   <도

시의 눈>,   <거리에서>, <노을>,  <우리들의 도시> 등

7) 그리고 시적 화자가 그의 연인이나 친한 친구를 극도로 친밀한 말로 표현하는 사랑 / 우정시

는 어떠한가? 이 시들은 해석에 따라 21편의 시에서 22-26편의 시, 또는 전체 시 편수의 거의

1/4 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21-26 개의 시들 중에서 가장 친밀한 시들이 기형도의 “사후에 발

견된”시들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시들은 별표로 표시됨) = *풀, *꽃, *희망, *거리에서, *孤獨의 깊

이, *어느 날, *쓸쓸하고 장엄한 노래여, 그 집 앞,  빈 집,   소리 1,  雨中의 나이, 우리는 그 긴

겨울의 通路를 비집고 걸어갔다, , 그 날,  밤눈,  비가2 붉은 달, 廢鑛村,  都市의 눈, 쥐불놀이,  

종이달,  가을에,  레코오드판에서 바늘이 튀어오르듯이  (*겨울, 우리들의 都市, *이 쓸쓸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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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성욕과 관련 시’로 해석 가능à 나무공,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 나쁘게 말하다)

이 시들을 잠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국문학 비평계에 대한 질문은 "그로테스크 사실주의"가 아

니라, 기형도의 시는 유랑과 사랑의 시”로 더 잘 요약될 수 있지 않는가? 기형도 시에 대한 관점

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유배와 사랑의 주제는 기형도의 “어필”과 관련하여 뒷부분

에서 더 세밀하게 다룰 것이다. 그런데 그에 앞서, 특히 특정한 시인의 맥락에서 도시, 거리, 방황

등의 시적 주제들은 독자들에게는 낯익은 기형도의 선호 테마이면서도 기형도의 그런 테마가 육

우당의 ‘이태원의 밤’과 가까이 만나 어울릴 수 있는 ‘종로의 밤’ 경험으로 논리정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겠다.

우선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전체 시 쓰기 스타일을 잠시 다루겠다. 기형도의 시에서 ‘특징’을 찾

는다면 그것은 그가 일부 수용한 실험적 문체와 이미지 구사에 있을 것이다. 이런 특징은 이성복

의 '고전 공부 시기' 이전 시 세계와 시어들의 영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질병, 불모, 가을

분위기, 가족 간의 불화나 긴장, 아버지 테마 등 주제에서 표면적으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대

조적이거나 놀라운 이미지의 병치와 자유로운 연상, 아이러니와 같은 그의 모더니즘 서술 전략에

따라 문체적으로도 많은 현대적 '이국적' 어휘(기타, 레코오드, 장밋빛 인생, 램프, 수채화, 版畵, 聖誕木, 植木祭, 

목사님, 플래시, 성벽, 집시 도로시, 포도밭), ‘시골 이미지’ (이 이미지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기억임), 그리

고 자연적 이미지 (구름, 나뭇잎, 바람, 나무, 얼음 및 불꽃)이 자주 나타난다. 이 이미지 선택은 시골과

도시가 결합된 현대 한국의 리얼리티에 시인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미지는 한국 시 어디

에서나 예외 없이 찾아볼 수 있지만, 기형도의 특별한 예술성은 모더니즘 시 운동과 관련 있는,

이미지가 결합되고 배열되어 특정 분위기와 효과를 생성하는 방식이라 하겠다. 특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비평에서 다소 과소평가된 점, 엘리엇의 전후시와 기형도의 도시시 분위기의 유

사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엘리엇의 <<황무지>>도 분명히 이성복에게도 어느 정도 영감을 주었을

것이지만, 기형도는 그의 시 <어느 날>에서 유일한 서양인 시인으로 Eliot의 시집을 언급했고, 또

<雨中의 나이>에서 Eliot의 "Prufrock"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했다는 것으로 보아, 기형도는 그와

Eliot 시의 연관이 독자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작품에서 엘리엇의 객관적

상관물 (objective correlative)을 자신의 창조적 기술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면의 절망을 드러내기 위해 단단하고 집중된 이미지 및 일상생활의 물체를 사용하는 데에서 이

Eliot식 창조적인 이미지 연결 방법이 나타난다. (’신비평’(New Criticism)은 또한 기형도가 연세대

에 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영어 문학 수업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었다는) 무엇보다도 <황무지>, <

프루프록의 사랑 노래> <네 사중주> 등 엘리엇의 전후시에서 나타나는 대도시에서 겪는 연약하

고 주저하는 나약한 화자의 방황, 절망, 정념등의 분위기도 더욱 더 기형도 시와 깊은 유사성이

있다고 본다. 이성복의 경우 엘리엇은 넓은 팔레트의 우울한 하나의 물감 색이었다면, 기형도의

경우 칙칙한 도시의 미학은 ‘캔버스’ 전체에 선택한 색이었으며, 그리고 엘리엇의 모더니즘적/이미

지주의적 시적 기법을 통해 그 장면들을 표현하는 특유의 방식은 몇 편의 시가 아닌 기형도의 수

많은 시에 스며들게 되었다. 거기에 이성복과 기형도 시인의 차이가 드러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복의 시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형도 시의 시적인 화자는 인생의 아이러니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도 모든 상황에 대해 수동적이며 결코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리 1>에서는 이 기법은 아름답게 적용되며, 시인은 먹다 남은 빵 조각과 압정

등을 포함한 일련의 일상적인 물건—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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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여기서는 Prufrock과 같이339 어떠한 잘 모르는 남성과의 어떠한 사건 후 ‘정신적 마비’를 간

접적으로 표현하고, 상관물로서  커튼 (창) -->  손--> 시들은 꽃--> 오래된 신문 --> 손목 시계

및 여러 일상적인 물건 --> 그림자--> 분홍색 커튼 --> 먹다 남은 빵--> 압정 (‘압정’ 상관물은

엘리엇에서도 찾음)은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수집되어, 함께 시인의 초라하고 쓸쓸한 내면

의 감정을 대표한다.

하얀 손목이 …시들은 푸른 꽃 서너 송이 …묵은 신문/뭣인지 알 수 없는 희미한 빛깔 …팔목시계…..바늘은 이미 멈춰

있었다….  빈틈 …더러운 분홍빛 커튼 …먹다 버린 굳은 빵 쪼가리가 엄숙한 표현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듯 나를 조용

히 바라보았다….”나는 압핀처럼꽂여 있답니다” ..희미한 빛깔.. …소리는 분명히 내게 들렸다. (발췌))

기형도의 시에서 시의 화자의 수동적 입장을 나타내는 "압정처럼 꽂혀 있다"는 이미지보다 뛰어

난 다른 은유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기형도가 '잡폐'이기에 단순히 엘리엇이나 이성복의 모방이

아니다. 그는 핀 위에서 꿈틀거리지 않고 마치 마비되거나 생명이 없는 것처럼 핀에 고정되어 있

을 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시적 화자가 공격성이나 저항에 가장 가까운 지적 flex 

(“힘주어 자랑함")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의 "위트"라고도 할 수 있다. In my beginning is my end’

(Four Quartets) 과 같은 엘리엇의 격언은 애절하지만 이순신의 격언은 날카로운 비판이다. 가끔은

그 합리적 의식— 명쾌하고 신랄한 진술 또는 그것이 보고 있는 모든 어두운 이미지를

순간적으로 꿰뚫는 역설적인 질문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 가끔은 느리게 압도해 오는 우울함과

절망 속에서 시적 화자는 날카로운 비판, 합리성 또는 지적 활력을 낳기도 한다. 이는 때때로

꽤나 위트 있거나 수준 있다 생각되는 말로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절망의 궁지에서 순간, 인간

합리성의 불꽃, 도덕적인 주장이 있음을 증명하는 엄격한 판단 또는 날카로운 수사적 질문이기도

하다. 때로는 영리하게 표현된, 순간적인 ‘자랑’을 폭풍과 같은 분위기 사이로 부여한다. 그렇게

해서 어둠이 그를 삼키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시, 특히 더 정치적이거나 실연의 시는, 

순수한 수동성에 가까워지지만, 흑조 (黑潮)가 솟아오르는 중 이런 명료한 이해의 순간은

기형도의 시에서 가장 기억에 남아 있다. 

나를.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모두.나를 떠나갔다, 나의 영혼은/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누가 나를//펼쳐볼 것인가, 

하지만 그 경우/그들은 거짓을 논할 자격이 없다/거짓과 참됨은 모두 하나의 목적을/꿈꾸어야 한다, 단/한 줄일 수도 있다. 

'거짓말과 진실'과 같은 화자의 날카로운 시적 격언은 사회적 위선을 직설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시인의 억눌린 분노가 표출되는 이 순간적인 지적인 flex은 시의 일반적인 어조가 아니라 시의 압

도적인 수동성과 부정성과 대조되면서도 그 수동성과 부정성에 역설적으로 더 큰 힘을 주는 순간

적인 구두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순간들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을 시

                                        

339 “…And when I am formulated, sprawling on a pin/ When I am pinned and wriggling on the wall/Then how should I

begin/ To spit out all the butt-ends of my days and ways?/And how should I presume?” (Love Song of Alfred J. Pruf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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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알아야 한다. 시인과 그러는 것처럼 시 또한 ‘닫힌 책’이다. 이 시적인 "자폐적인 성격"은 시

인이 자신의 우리를 사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시인이 자신의 사적 지식을 표현하고 사적 진

리를 확인하는 공간인 '시' 외에는 어떠한 것도 말하거나 듣게 만들 수 없다는 점, 예를 들어 사

회가 타인의 논리와 규율에 의해 지배된다는 점, 엘리엇, 이성복과 구별되는 기형도만의 특징이다

이러한 시의 특징 지적은 그러나 그 자체로 기형도의 시가 왜 극도로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지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요점 (핵심 포인트)은 기형도가 동성애자 시인이었다면 여

기서 이론화한 '멋' 패러다임과 유사한 창조적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론적으로 가상되는) 동성애

경험을 표현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기형도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거의 시적 ‘자폐’

(自廢)에 가까운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경험의 범위 내에서 그 가상해 보는 멋 과정을 찾

아야 한다. 따라서 그 창작 과정의 규모를 개인 수준으로 극적으로 축소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1) ‘개혁’을 포함하여 세 ‘멋’ 형성 과정 측면 (전통+개혁=창조)을 구성해 봤다. 기형도의 시는 ‘자

폐’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 (기억)보다 과거로 쉽게 확장될 수 없는 관계로 2) 동성애자의 입

장에서는 동일화(同一化)할 수 있는 기형도 시의 동성애자 경험의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전통’, 3) 

가상적으로 ‘종로의 밤’ 테마라는 ‘창조물’은 그 것이다. 또한 이 세 영역에서 이른바 '동성애' 해

석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가설을 세울 때, 종로 밤거리의 동성애 경험을 시(예술)로 전환하는 결과

가 보다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독자 동일시'를 가져온다면, '멋 만들기'라는 이름에 걸맞는 창의적

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 (동성애자 경험의 가끔 있는 이야기) 

먼저 프로이트를 언급하지 않고서도, 이성복과 기형도의 시 모두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가 중요한 테마 역할을 한다. 단지 기형도의 완전한 수동적 입장은 그의 시를, 시 세게에서 아버

지를 공격하고 또 어머니에 대한 회상에서 그녀를 멸시한 그의 ‘문체적 멘토’와 구별짓는다. 빈도

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수의 시를 공유한다.

아버지의 이미지가 포함된 시= 9편: <아버지의 사진>, <너무 큰 등받이의자>,  <아이야 어디서

너는>, <달밤>, <귀가>, <폭풍의 언덕>, <백야>, <물 속의 사막>, <위험한 가계, 1969> 

어머니의 이미지를 포함한 시들=8편 <바람의 집-겨울 판화 1> <성탄목 – 겨울 판화 3>, <삼촌

의 죽음-겨울 판화 4>, <위험한 가계 1969> <폭풍의 언덕> <달밤>, <엄마 걱정> <귀가>

그리고 이 시들에서는 이성복의시와 두드러지게 다른 것은 "어머니"를 거리감이나 공포의 대상으

로, "아버지"를 나약한 것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전자는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위협과 두려움

의 대상이기도 하고, 후자는 사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동정심과 심지어 부정적인 동일시까지, 이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규범적 이미지의 반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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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도의 시에는 나약한 아버지에 대한 강렬하고 애절한 연민의 경향이 보인다. 기형도의 아버

지 기우민 (기의 사망 직후까지 살았지만 기형도의 유년 시절 병에 걸렸다)는 자서전 시 "위험한

가계, 1969년"에 기술된 것처럼 일을 하거나 적극적인 부친이 될 수 없었던 교양 있는 남성이다.  

자신이 느끼는 나약함,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자의식은 헌신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끼는 아버지

의 이미지와 불안하게 흐려지게 된다. <물 속의 사막>에서 화자는 저녁에 비 오는 창틀에 나타난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해 쓰고 그의 마음은 홍수가 난 거리의 물처럼 무력하게 휩쓸려간다다.

장마비, 아버지 언굴 떠내려오신다.유리창에 잠시 붙어 입을 벌린다/ 나는 헛것을 살았다, 살아서 헛것이었다/

우수수 아버지 지워진다, 빗줄기와 몸을 바꾼다/ 아버지 비에 묻는다 내 단단한 각오들은 어디로 갔을까?/

번들거리는 검은 유리창, 와이셔츠 흰빛은 터진다/미친듯이 소리친다, 빌딩 속은 악몽조차 젖지 못 한다/물들은 집을 버렸

다! 내 눈 속에는 물들이 살지 않는다. 

시인의 또 다른 격언인 “나는 헛것을 살았다, 살아서 헛것이었다” 은 민주화 이전의 최승자의 시가 취한

허무주의적 입장과 가장 흡사하다.340 아버지를 떠올리며 화자를 압도하는 이 허무주의는 병든 부

친에 대한 아들의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것으로 아버지의 나약함과 그에 대한 화자의 복잡한 반

응은 그의 자아감에까지 이른다. 대조적으로 그의 어머니는 강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이상화된 어

머니의 구도를 전복시키는 특히 아이로서의 화자에게는 무서운 힘으로 나타난다. 기형도의 시를

읽으면 특히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그의 어머니 모습은 진지하고 근면하며 상징적으로

아버지보다 강한 인물로 묘사되며 그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존경심이 느껴진다.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각 언급에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으며 어린 아들인 내레이터 역시 어머니와의 거

리감과 두려움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언덕의 풍경>에서 어머니는 악몽 같은 모습의 여러 시에

서 시적/심리적 풍경을 휩쓸고 있는 거센 바람에 유령으로 묘사된다. <폭풍의 언덕>에서 어머니

는 외견상 비밀리에 아버지를 살해했으며, 청소년 시적 화자의 영혼에 깊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를 입힌다. 명백한 그는 아버지의 모습이 부족하고 돌아올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언덕 위의 어

두컴컴한 고딕 맨션에서 도망친 아들이다. -

아으, 칼국수처럼 풀어지는 어둠! 암흑 속에서 하얗케 드러나는 집. 이 불끈거리는 예감은 무엇일까. 나는 헝겁 같은 배를

접으며 이 악물고 언덕에 섰다. 그리하여 풀더미에 칼집 속에 하체를 담그고 자정 가까이 걸어갔을 때 나는 성냥개비 같

은 내 오른 팔 끝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무서운 섬광을 보았다. 바람이여, 언덕 가득 이 수천 장 손수건을 찢어 날리는 광

포한 바람이여. 이제야 나는 어디에서 네가 불어오는지 알 것 같으다. 오.   

<폭풍의 언덕>에서의 어머니상은 “수염투성이의 바람에 피투성이가 되어 내려오는 언덕에서 나

의 어머니”이며,  <바람의 집-겨울판화1>에서는 말 그대로 “참수 불안”, 함돈균이 말하는, 기형도

의 생애 전반의 세계로 확대한… 체험”인 “하나의 원초적 장면” (71-2)으로 보는 장면을 담고 있다. 

자서전적인 이 시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꾸짖으면서 칼로 무를 자르고 나중에 그 손으로 배를 문

지르는 모습이 보여진다. 장면 전체가 매우 불안하다. 어머니와 아들의 이러한 장면을 읽을 때, 

Donald Winnicott (프로이트주의자)의 “홀딩 이론”을 즉시 떠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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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유년 시잘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는 네 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를

깎이주시곤 하였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 소리. 어머니 조차 무서워요. 얘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네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 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자정 지나 앞마당에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

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렸다. (바람의 집 –겨울 판화 1)

“언덕”의 ‘판타지 어머니’가 <바람의 집>에 등장하는,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된 어머니와 연결되

어 있다면, <엄마 걱정>에서 양배추 잎처럼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소리는 불안을 줄이는

소리일 뿐 행복은 아닐 것이다. <위험한 가계 1969>의 어머니상은 국수에 고추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 힘이 센 사람이다. 한편, 기형도의 시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사랑하고 기억하는 사람으로 개

념화되지만, 전형적인 유능한 아버지의 힘이 결여된 존재로 개념화되며, 이러한 '결핍'은 화자 (아

들)로서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자신을 찾는다. 다시 <귀가>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기억은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대신, 매우 우회적이고 어색한 표현인 “우주 비행사가

잃어버린 장갑 한 짝”과 나란히 놓여 있다. <엄마 걱정>은 또한 불안 그 자체이며, <달밤>에서는

어머니상은 화자의 허리통증과 노랗게 곪은 저녁”과 결부된다. 이에 반해, <폭풍의 언덕>에서는

아버지의 병과 부재, <물 속의 사막”에서 아버지의 비 속의 쉬운 지워짐, <위험한 가계>에서는

약하고 실망스러운 아버지, <너무 큰 등받이의자>에서의 ‘노는 아이’와도 같은 아버지상, <아버지

의 사진>에서의 ‘과잉보상’ 이미지는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충분히 허용한다.

위와 같이 시를 통틀어, 아버지는 힘이 없는 자 (“위험한 가계 1969”), 예술을 좋아하는 시간을 허

비하는 자 (“너무 큰 등받이 의자”), 취약함/ 실망과 함께 연상되는 자 (“물 속의 사막”)로 묘사된

다. 남성성으로부터의 탈출은 아들의 기억을 무겁게 짓누르는 남성다움으로부터의 탈출로 묘사된

다. 이 주제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쓸 때 기형도는 독자가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두려움을

주제로 이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형도의 시 세계에 여성의 사랑 대상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는 점(남성 사랑 (우정)의 대상만 있음)과 함께, 동성애 해석은 어머니로부터의 두려움이나 거

리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매우 열정적인 기형도의 시 세계에서 "여성" (여성 가족 구성원 제

외)은 기형도의 시 전체에서 매우 작은 역할을 하며 대인 관계 친밀감의 시에서 조차 그의 감정

적 삶에서 아무 역할을 차지하지 않는다.

<안개> -노동 착취의 대상‘ (여공들) 

<여행자> “모퉁이에서 마주친 노파…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노파)

<홀린 사람> (목사님의 설겨에) ‘감동한 여인들’ = (교회 멤버)

<우중의 나이> 미스 한   (사소한 이야기의 대상인 오피스 비서)

<도로시를 위하여>  ‘도로시’  (외국인 아이)

위의 관찰과 관련하여 <<전집>에 수록된 약 1/4의 이르는 시편들이 사랑과 우정의 시임에도 불

구하고, 약 5편의 시에서만 나타난 (비(非)가족) 여성의 이미지에는, 여성에 대한 사랑이나 욕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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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명확한 표현이 없다. 그렇다면 이 약 25개의 사랑과 우정의 시는 어떠한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아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버지를 나약한 존재로, 어머니를 약간 횡포하는 모습에 대한 시적 표현에 그들을 비난하려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표현들은 시인

이 오랜 세월에 걸쳐 멀어져온 단순한 묘사, 즉 이제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의 일이다. 밤비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와의 부정적인 동일시, 그리고

<바람의 집>에서 역시 밤에 그는 ‘지금 작은 소년과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이것

들은 잘 소화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기억으로부터 떠나버리지 않는 경험

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에게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시에서 그 주제를 반복한다. 두 묘

사 모두 부모에 대한 ‘아첨’이 아니기 때문에, 온화한 성격의 시인은 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추억들을 소화하거나 퇴치하기 위해 써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 한 열번씩이나 반복하지 않았을 터

이다. 자신의 욕망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동성애자는 특히 부모의 성 역할에 민감할 수 있

다. 자신의 욕망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현대 동성애자는 특히 부모의 행태 (역할)에 민감할

수 있다.

그러한 자기 몰두는 또한 공적 영역에서 주체의 행동을 지배하지만, (보통 틀리게) 훨씬 더 단

순하고 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신의 눈으로) 너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것은 종종 성가신 일로 인식된다. ‘닫힌 책’은 누군가가 자신을 읽으려고 할 때 쉽

게 짜증이 나는데, 그의 대담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아이러

니와 심지어 자발적인 조롱에 의존한다. 그러한 행위는 수행할 때 특히 나중에 회상할 때 자기

자신에게 유머러스하게 간주되 수 있지만, 뿌리 깊은 소외감과 타인의 삶으로부터의 소외감 또는

거리감을 가리는 실정이다. <우중의 나이 –모든 슬픔은 논리적으로 규명되어질 필요가 있다>에서

시적인 목소리는 어떤 영구적인 집도 지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 어려움을 한탄하면서

사회적 비밀의 본질을 이해한다.

기형도 씨 무얼 했죠? 집을 지으려 했어. 누구의 집? 글쎄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허물었어요? 아예 짓지를 않았지. 예? 

아니, 뭐. 그저….치사한 감정이나 무상 정도로, 껌 씹을 때처럼.

지남 봄엔 애인이 하나 있었지. 떠났어요? 없어졌을 뿐이야. 빛의 명멸. 멀미 일으키며 침입해오던 여름 노을의 기억뿐이

야. 사랑해보라구? 사랑해봐. 비가 안 오는 여름을 상상할 수 있겠어? 비 때문 아녜요. 그렇군. 그런데 뭐 먹을 것이 없을

까?

누구의 집? 그건 비밀. 그래. 우리에게 어떤 운명적인 과제가 있다면, 그 것은 애초에 품었던 우리들 꿈의 방정식을 각자

의 공식대로 풀어가는 것일 터이니. 빗소리. 비. 속의 빗소리. 밖은 여전히 폭우겠죠? 언제나 폭우. 아. 그러면 모든 슬픔은

논리적으로 논리적ㅇ,로, 논리……300원의 논리. 여름엔 옷을 입고 겨울엔 겨을 옷을 입고?

위 시에서 기형도와 미쓰 한의 대화는 시인이 초조하게 '잡담'을 하고, 심각한 문제를 피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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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쓰며, 진지하지 않은 말을 하거나, 비합리적인 발언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집"(투자금을 주고 안정된 생활 확립을 의미함), "연인" 등을 다루는 대화에서 발생하는 주

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고 쉽게 오는 주제에 대해 불편을 느낀다.

그는 집을 짓지 않았고, 그의 연인은 사라졌고, 사랑은 "비가 내리지 않는 여름과’도 같다는 의

미이다. 이는 가혹한 더위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중의 나이>의 흔해 빠진 진부한 잡담은 기형도의 실제 친구들과 동료들이 증언한

기형도의 일상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러나 기형도의 숨겨진 이중성에 대한 그들의

증언을 이 특정 대화와 연결하지는 않았다. 시아래 인용문은 길지만 동시대의 눈으로 시인을 사

람으로, 민감한 청년으로 보는 것은 살펴볼 가치가 있다. 그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

였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추측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기형도에 대한의 다양한

개인적인 기억담 중에서 이영준의 기억들은 직설적이며 지나치게 감상적이지 않다. 그의 증언이

기형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결정적인 것을 제공하지 않지만, 다음은 이영준이 20년 후의 기억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을 정도로 이영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수다의 주제를 포함한다. 

“문학 작품이 그 작가의 반영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직도 많다. 그의 시세계가 시인의 생애를 반영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뉜다. 시를 읽어 그를 상상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기형도를 그려낸다. 그러나

가까이서 그를 사귀어온 사람들은 그의 동작과 목소리를 보고 들은 사람들은, 유쾌한 농담과 능청스런 엄살과 재치 념치

는 수다로 주위를 환히 밝히던 그를 뇌리에서 지울 수 없다. 지금도 한번씩 생각나는 그의 말투, 새로운 소식을 전할 때

마다 환하게 웃으며 스타카토로 “경악, 경악!” 하고 말하던 그 선량해 보이는 청년이 남겨놓은 시의 절망은 한동아 나를

당혹케 했다.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아, 절망, 절망!” 이렇게 빠르게 말하는 그의 과장된 말투와 몸짓에서 음울한 그림

자는 찾을 수 없었다. 나를 포함한 주위의 친구들에게 그의 시는 과장이거나 상상적 허구였고 현실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자신의 모습을 배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단 한번도 스스로를 사랑

하지 않았노라”고 썼다. 이 구절은 지금도 내 마음을 할퀸다” (131-20).

문학과 지성사가 2009년 펴낸 에세이 모음집에 실린 또 다른 논평이나 기억으로는 기형도에게는

시의 현실이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현실이라는 의견 (김경주, 52), 그의 시에서 기형도는 자신

을 구체화하지 않고 추상화한다 (김경주, 44), 기형도가 비트겐슈타인을 인용하여 그의 시 <어느

푸른 저녁>의 초안 옆에, 그의 시의 두 부분, 즉 쓰여진 부분과 쓰지 않은 부분 사이에서 쓰지

않은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썼다는 것 (김행숙, 40), 기형도가 죽은 후에 그가 더 명확하게 이해되

었다는 것 (나희덕, 117), 기형도의 시는 1960~80년대의 역사적 삶의 구체적인 자취도 없고 역사

적 삶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그의 시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 (함돈균, 66), 

즉 기형도의 문학은 확실히 그가 살았던 시대의 시간적, 구체적이고 ‘부위기’적인 조건에 의해 조

건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개인의 개인적인 기억과 인상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제공되는 이

러한 논평들 중 많은 부분이 시인의 이중적 존재를 지적하고 있으며, 그와 아울리면서 그 숨겨진

면을 알지 못했다. 아니면, 기형도는 현실에 얽매이면서 자신의 현실을 써내려 가는 자기 몰두를

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모든 증언 중에서, 역시 이영준의 회상은 일상에서 경험한 기형도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다. 그도 기형도의 매너뿐만 아니라 (“형도의 수다는 꽤 성가셨다. 게다가 ‘그랬니? 안 그랬니?’ 하는 서

울 말투는 지금은 내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여성적으로 들려서 거슬렸다” [132]) (기형도의 여성스러운 매

너는 인터뷰에서 故 마광수 교수가 연구자에게 직접 확인하셨음) 또한 기력과 미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기형도의 짧고 예리한 대답을 회상한다. 이러한 질문은 기형도가 그의 시에서 아이러니하게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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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들이다.

“...그 시절에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콜라를 시켜 마시는 것조차 눈총을 받곤 했다. 작품을 제대로 쓰지 못 한다

면 술이라도 마셔야 한다는 김수영의 말을 바보처럼 그대로 믿어서였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인가 꽤 술에 취한 나는 그에

게 요즘 너 시가 좀 매가리가 없어, 하고 말했다. 그는 아무 대꾸도 없이 멀거니 술상 위의 콜라 잔을 보고 있더니, “요새

통 시를 쓰지 못 하고 예전에 써둔 걸 발표하고 있어” 하고 시무룩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 대답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아

이죽거렸다. 기가 노릇하니라고 시도 못 쓰고 아이고. 운운하며 말이다. 나도 그 중의 하나였지만 깡패처럼 구는 녀석들

때문에 순하디 순한 그가 도처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로 얼마나 아파했을까.”341

“그런데 그가 정치부에서 편집국으로 옮긴 후 그러니까 작고 직전해 여름부터 시가 달라졌다. 문장은 부드럽게 흘렸고 감

정은 살아났다. 어느날 삼청동 우리 집에 왔을 때 그에게 시가 좋아졌다고 했더니 좋아했다. 언제나 그렇지만 그런 대화

는 짧았고 대개는 농담이 차지했다. 그러다 문득 그가 , “요새 두통이 좀 심하다”고 말했다. 나는 뜬금없이, 너도 장가를

가야겠다고 했다. 그는 대뜸 “장가를 가면 두통이 없어져?” 마누라가 두통약이야? 두통이 더 심해지면 책임 질거야?” 하고

속사포처럼 대꾸하면서 웃었다. 그로부터 한두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성석제로부터 전화가 왔다. 녹십자병원 영안

실 앞에서 걸어 온 전화다…”(133-4)   

살아 있을 때 그를 아는 다른 사람들도 기형도의 말투와 때론 과장된 몸짓, 그의 완벽주의와 꼼

꼼함, 그의 농담을 잘 하는 성격, 입는 스타일, 밤에 거리를 배회하는 버릇 등을 꼽았다. ‘게슈탈트’

는 “증거”에서 도출되는 전체적인 그림이며, 이는 보는 주체의 삶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기형도의 이론적인 ‘멋’ 창작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전통'은 기형도의 시를 동성애

시로 이론화할 때 부모의 역역할, 여성의 사랑 주제의 부재, 남성의 사랑/우정 주제의 지배 등은

‘동성애자가 가끔 있는 이야기’ 측면으로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그것도 자폐, 폐쇄된 기형도

의 시 세계에서 위의 가상적인 '전통'은 엘리엇 (이성복)의 주제적, 기술적 스타일이 결합된 것으

로 이론화되는 바탕면이다. 그의 시 세계에는 다른 성인 (成人)인 기형도 (화자)의 어떠한 정서적

바탕면도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 “종로의 밤”의 우여곡절을 노래하는 창조시

이와 같이 기형도의 폐쇄된 책의 감정적 삶을 담는 '전통'이 확립되고, 엘리엇의 '개혁'을 통해 그

표현이 '동성애자가 자주 체험하는 것'과 틀림없이 양립할 수 있게 되면서, 마침내 이 두 요소가

결합하여 만드는 "창조", 즉 멋 창조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기형도의 시는 여러 면이 있는 가운

데 아마도 그의 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거리 (길)와 방황의 주제일 것이다. 종종 따뜻함, 위

안, 친숙함, 마음의 평화에서 추방된 사람의 감각이 있다. 기형도의 시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망명, 여행, 사회적 소외, 떠돌이 시는 기형도가 쓴 가장 기억에 남고 강력한 시로 선다. 

특히 분위기와 풍경이 황량하고 어리둥절한 이 시들에서 플렉스는 종종 자신에게 훌륭한 위트

를 중얼거리는 ‘닫힌 책’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시를 간간이 끼어드는 구두 (口頭) '자랑'

                                        

341 이영준, 위의 <<정거장에서의 충고>>, 133 쪽. 하지만 기형도는 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솔직하고 당당하게 대화

나누기도 했다 (“나는 기형도가 살아 있는 동안, 가장 빛나고 푸른 아니…오만과 독선의 이빨로 서로를 물어뜯을 수 있는

대화 시절을 함께 보냈다.”) (성삭제, 같은 책, 15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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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다. 즉, 이 대사들은 우리가 여느 시에서 말하는 '아련한 대사'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기형도의 우울하고 혼란스러운 시에서 이러한 위트의 순간은 시인의 저항을 강조하는 일종의 지

적 감탄사로서 시인에 의해 주어져 또는 시의 도덕, 또는 단순히 시인의 영리한 시적 표현을 보

여준다. 종종 이들은 우울함 속에서 발언하는 시인의 진정한 마음이다. '순한 닭고기 국물에 담긴

대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기형도의 << 전집>>에는 사랑과 우정에 관한 시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그의 시(예를 들어

위의 시)를 모두 사랑에 대한 언급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랑과 방황의 시는 그 자체로 인

정되어야 한다. 기형도는 평생 사랑을 애타게 찾아 헤맸다라고 말했고, 그 사실은 그의 <<전집

>>에서 점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랑시에도 반영되어 있다. 또한 죽음에 관한 시는 그 자체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형도가 주로 죽음의 시인이었다면 그는 죽음을 추구했을 것이지만, 기

형도는 자살의 시인이 아니다. 오히려 기형도가 본래 사랑의 시인으로 그의 유랑시와 사랑/우정

시는 모두 종로(鍾路)로 이어진다. 기형도는 중하층 사회, 가족이라는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점유

하고 있는 규범적이고 제도적인 공간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상황이 아니었다. 사랑에 대한 그

의 탐구는 사회 밖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짧고 익명의 만남을 반복하는 듯하며, 그 결과 닫힌 책처

럼 홀로 희망과 실망, 회복의 순환 (循環) 경로를 겪는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은 기형도

의 시를 읽고 친구들과 동료들의 증언을 엮어보면 아마도 동성애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여기서 리뷰할 시의 게슈탈트를 보면 기형도의 “사랑을 찾아 메매는” 영역이 종로의 밤

거리라고 충분히 알 수 있다.

기형도의 방황시는 실제 도시의 거리에서 추상적인 환상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풍경을

배경으로 한다. 우울한 숲, 어두운 골목, 밤의 역, 오래된 광산 마을, 대상이 방황하는 모든 세계는

우울하고 분위기가 황량하다. 그런데 방랑에 대해 많은 글을 쓴 시인으로서는 기형도는 대단한

여행자가 아니었다. 서울에서 일하면서 고향인 인천에서 계속 살았다. 때때로 그는 집에 가지 않

고 신문사 사무실에서 하룻밤을 자곤 해서 저녁에는 서울에 머물 수 있었다. 좁은 이동 반경 내

에서 서해안과 서울을 오가는 동안 그의 방랑시는 대부분 집과 직장을 오가는 실제 버스에 관한

것이 아니다. 기형도의 시 속 방황은 도시에 있지만 때로는 지리적으로 한국 도시라기보다 낯설

고 머나먼 대륙의 도시를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시의 화자를 통해 방랑은 마치 언어와 문화를

모르는 듯한 낯선 사람들의 군중 속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이나 '바람'처럼 느껴진다. (<푸른 저녁

>, <여행자>, <죽은 구름> 등) 그에게는 늦은 오후의 서울은 '건물조차 탈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종로의 밤을 헤매는 일은 자주 즐거운 경험은 아니다. 찾다가 못 찾거나 어떠한 실망한 후 환멸

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실망은 기형도의 시 전체에 걸쳐 흐르는 공통 주제이다.

이 세계들에서의 만남은 남성들, 그리고 주로 사라진 남자들인데 이를 "잃어버린 아버지"로 해

석하는 것이 그리움이 "사랑하는" 또는 "연인"으로 해석되는 것보다 훨씬 더 무리한 해석이다. 이



239

들을 위해 그리움이 그릇을 쓰듯 (포도밭 묘지1) 아무렇게나 사용되었는데 이는 즉 짧은 성적인

만남을 의미한다. <<포도밭 묘지1>>의 포도밭은 “그리움”이 “떠나” 이제 화자가 사랑이 없는 세

상, 죽음과도 같은 림보로 망명함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리고 화자가 이제 정신차리고 발을 되찾

고 자신의 영혼을 보호해야 하는 곳이다. 이 슬픈 회복 (回復)과정은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적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새벽이 오는 방법>). 사랑과 사랑의 희망이 잃어버린 포도밭

은 그가 결코 떠날 수 없는 유배지이다. 한편 <<기탄잘리>>나 열정적인 소네트를 연상시키는 언

어로 연인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다른 시 <바람은 그대 쪽으로>에서는 림보 이전의 화자는 다

정하고 열정적인 순간을 기대한다. 이 시의 어조는 사후 발견된 시 <꽃>에 “짙은 입김으로 그대

가슴을 깁고” 구절에서, ‘가슴’을 chest (남) 또는 breast (여)으로 이해할 것인지, 또는 중성이지만

구식 용어 "bosom"으로 이해해야 할지 결정하기 까다로울 것이다. 그러나 시에서 (명확하게) '가

슴'의 은유적 '꿰매다'의 이미지는 남성의 평평한 가슴에 더 적하다. <바람은 그대 쪽으로>에서

대상은 (예상대로) 명확하게 성별화된 것이 아니지만, 화자가 추구하게 되는 것은 '내가 끝끝내 갈

수 없는 生의 僻地'에 대한 욕망이다. 그 구절에 대한 동성애적 해석, 즉 남성에 대한 남성의 욕

망의 표현으로서 시를 의미 있고 생생한 표현으로 가져오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외롭다. 그대, 내 낮은 기침소리가 그대 단편(短篇)의 잠속에서 끼어들 때면 창틀에 조그만 램프를 켜다오. 내 그리움의

거리는 너무 멀고 침묵(沈默)은 언제나 이리저리 나를 끌고 다닌다. 그대는 아주 늦게 창문을 열어야 한다. 불빛은 너무

약해 벌판을 잡을 수 없고, 갸우뚱 고개 젓는 그대 한숨 속으로 언제든 나는 들어가고 싶었다. 아아, 그대는 곧 입김을

불어 한 잎의 불을 끄리라. 나는 소리없이 가장 작은 나뭇가지를 꺾는다. 그 나뭇가지 뒤에 몸을 숨기고 나는 내가

끝끝내 갈 수 없는 생(生)의 벽지(僻地)를 조용히 바라본다. 그대, 저 고단한 등피(燈皮)를 다 닦아내는 박명(簿明)의 시간, 

흐려지는 어둠 속에서 몇 개의 움직임이 그치고 지친 바람이 짧은 휴식을 끝마칠 때까지

동성애을 암시하는 다른 ‘열정’시들을 보면 <풀>(사후발견)에서 나는 맹장을 달고도 草食할 줄 모

르는 부끄러운 동물이다”라는 구절이 가장 과감하다. 여기 얽힌 풀잎의 동일한 모양은 시를 동성

애적인 해석에 적합하게 만드는 세련된 이미지로 작용한다. 물론 기형도의 사랑/우정시를 만나보

면 그레고리 우즈가 "성적 평등주의"(206)342 (이때 평등주의는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보편주의,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라고 부르는 휘트먼의 에로시에서 모호한 에로티시즘의 특징을 떠올릴 수

있다. 한펀 휘트먼은 문자 그대로의 ‘양성애’ 입장보다는 젠더 모호성을 사용하여 동성 욕망을 둘

러싼 사회적 침묵이 있을 때 "모르쇠할 수 있는 능력" (plausible deniability)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분명히 남성이기 때문에 , "성적 평등주의” "의 보편성은 시를 모든 독자가 긍정적

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적인 사회 조건에서 동성애 시의 경제는 종

종 이와 같다) 유럽의 성과학혁명 초기에 '우정시'를 쓴 휘트먼의 경우는 1960년대 성혁명의 본격

적인 수용이 막 시작되기 전에 '우정시'를 주제로 한 시를 쓴 기형도와 유사하다. 

                                        

342 Woods, Gregory. (1987) Articulate Flesh. Yale University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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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마치 <포도밭 묘지1>처럼 여자와 함께하지 않았던 짧거나 단절된 성적인 만남의 끝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의 끝을 화자가 정신적으로 수용하는 시이다. 그것은 체념의 시, 

즉 진실하고 오래 지속되는 낭만적인 사랑의 꿈이 언제나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랑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삶의 지속을 위한 정신적 준비의 시

이다. 다음날 아침, 김(기)과 가장 가까운 이름은 자신의 자리를 잡고 과감하게 자신의 삶을 책임

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시인의 감각은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했다면 이 짧고 무의미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사랑 없는 망명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비난한다. 그가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그날>은 마치 <포도밭 묘지1>처럼

짧거나 단절된 성적인 만남의 끝을 화자가 정신적으로 수용하는 현정을 묘사하는 시이다. 그것은

체념의 시, 즉 진실하고 오래 지속되는 낭만적인 사랑의 꿈이 그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랑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정신적 준비의 시이다. 슬픈 ‘다음날’ 아침, 김(‘기’ 와 가장 가까운 이름)은 자신의

발을 되찾아 용감하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자,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나아

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의 다른 시에서 추론해보면, 아마도 화자의 감각은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했다면’ 이 짧고

무의미한 밀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그는 더 나은 연인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며, 따라

서 실제로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사랑 없

는 유배에 대해 다른 남이 아니라 자신을 탓한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어둑어둑한 여름날 아침 낡은 창문 틈새로 빗방울이 들이친다. 어두운 방 한복판에서 김은 짐을 싸고 있다. 그의 트렁크

가 가장 먼저 접수한 것은 김의 넋이다. 창문 밖에는 엿보는 자 없다. 마침내 전날 김은 직장과 헤어졌다. 잠시 동안 김은

무표정하게  침대를 바라본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침대는 말이 없다. 비로소 나는 풀려나간다, 김은 자신에게 속삭인다, 

마침내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나를 끌고 다녔던 몇 개의 길을 나는 영원히 추방한다. 내 생의 주도권은 이제 마음에서 육체로 넘어갔으니 지금부터 나

는 길고도 오랜 여행을 떠날 것이다. 내가 지나치는 거리마다 낯선 기쁨과 전율은 가득 차리니 어떠한 권태도 더 이상 내

혀를 지배하면 안된다. (<그 날>)  

기형도의 방황시에는 육체적, 정신적 삶의 맥박이 도처에 깃들어 있다. 때론 욱신거리고 때론 희

미하지만 그곳에는 1980년대의 사회적으로 압축된 분위기의 ‘어둠 속 어둠’이 종로의 밤이다. 그

시대의 종로 바는 때로 상당히 좁았다. <그 집 앞>은 아마도 그런 술집에서의 이별을 묘사하는데, 

시적 화자의 실연 레퍼토리에서도 가장 자기 혐오스러운 순간 중 하나, 코트 더미처럼 쌓인 ‘거부’

의 역사에 또 하나의 다른 거부, 또는 ‘사용한 그릇’ 더미처럼…. <그날>과 같이 화자의 감정적 삶

의 장면들은 ‘이름’이나 신상명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욕망의 꽃가루가 자유로우면서도

종종 잔혹하게 불었던 동성애 욕망의 ‘인육시장'으로서 전후 (戰後) 종삼(鐘三)의 밤거리의 경험을

강조한다. "익명성"은 기형도의 시에서 우연히 그 삶과 일치하는 기술이 아니라 종종 꿈이 손아귀

에서 벗어나는 종종 익명 또는 거의 익명의 덧없는 공간의 고백시 (告白詩)의 자연스러운 특징이

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기형도가 제대로 된 가정과 헌신적인 사랑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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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긴 수다를 불러일으키는 질문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설명할까

한다. 

특히 젊음의 욕망의 공간에서 노인은 일반적으로 환영 받지 못한다. 일생 동안 기형도의 측근

들은 기형도가 <노인들>에서처럼 .노인에 대한 극심한 혐오를 표현한 여러 시가 무능력한 아버

지에 대한 시인의 수치심을 나타낸다고 말했지만, 모든 기형도의 ‘노인 시’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의 아버지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 시인의 ‘노인 공포증 시’는 아마도 그의 아버지의 비극으로

인해 악화되었지만 그의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닌 정신적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크다. 노화

(老化)는 전형적으로 현대 게이 남자의 존재의 골칫거리이다. 기형도가 아버지의 세계에 ‘침을 뱉

는다’ 그러한 혐오스러운 표현은 상징적으로라도 먼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아버지는 나

약하지만 아들에 의해 사랑 받는 <아버지의 寫眞>, <너무 큰 등받이의자> 등에서처럼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깊다. <늙은 사람>에서 시적인 목소리는 등나무 아래 공원에 앉아 머리를 희

게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한 늙은이의 모습에 소름이 돋는다. 점점 없어지고 있는 주체 자신의

젊음과 대조적으로 앉아 존재한다. 

그는 쉽게 들켜버린다/무슨 딱딱한 덩어리처럼/달아날 수 없는,/ 공원 등나무 그늘 속에 응크림

//

그는 앉아 있다/최소한의 움직임만 을 허용하는 자세로/나의 얼굴, 벌어진 어깨, 탄탄한 근육을 조용히 핥는 그의 탐욕

스런 눈빛//나는 험오한다. 그의 짧은 바지와/침이 흘러내리는 입과/그것을 눈치채기 못하는 허옇게 센 그의 정신과… 나

는 그의 세계에 침을 뱉고/그가 이미 추방되어버린 곳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는 나의 세계를 보호하며/ 단한걸음도/그의

틈입을 용서할 수 없다

동성 해석에 따르면 기형도를 짜증나게 하는 노인은 파고다 극장이 인접한 파고다 공원에 집결했

던 많은 노인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며, 예를 들어 위 시

의 노인이 일상적으로 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동안 만난 어떠한 할아버지의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젊은 시 화자의 관점에서 끔찍한 존재에 의해, 욕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덧없는 순간

을 달갑지 않게 끼어든 노인일 가능성이 더 크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육체에 대한 시간의 흐름의

참혹함을 갑자기 일깨우며 순간적으로 그의 생각 없는 열정에 찬물을 던진다. 묘사된 노인은 노

년과 유년 사이의 욕망 정치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리적 방관자일 뿐, 그러나 1960년

대 이후 젊은 세대의 이태원 활동 공간과 기성세대의 종로3가 공간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기 이전

에, 청년들끼리와 나이 든 남성들끼리 "프로"가 파고다 극장에, 상부 발코니에는 청년들, 통로가

긴 하층에는 나이 든 남성들이 모였다. 어쨌든 기형도가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벌써 육체

적 정신적 고통의 삶으로 인해 자신이 이제 "늙었다"는 것을 깨닫는 동안에도 노인에 대한 그의

혐오의 상당 부분은 시인의 현명하고 자기 반성적인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종로의 밤 생활의 구석구석에는 젊은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면 하는 맹렬한 욕망과 냉정한

잔인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기형도의 맹렬한 '보여주기' 면은 화자가 순전히 정적인 관찰자에 불

과하지만 '그로테스크한 리얼리즘'의 한 예로 보는 <장미 빛 인생>, <나무공>과 같은 시에 나타

나며, 후자는 아마도 남성과 청년 사이의 접근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시의 효

과는 에로티시즘이라기보다 좌절과 절망에 더 가깝고, 희망과 기대가 배신당할 때 충격, 비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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뚤어진 표현을 마주하게 될 때, 어려운 현실을 직면해야 할 때, 사랑이 장밋빛이 될 줄 알았으나

갑자기 먼지로 변해버린 때 만나게 된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두 편의 시가 있

는데, 시적 화자는 두려움보다 결의 (決意)로 더 큰 미래로, 친구와 함께 나아가자는 분명한 소망

을 담고 있다. 이것은 기형도가 희망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긍정시에 가장 가까운 시편이라 하겠

다. 이 두 편의 사후 발견 시는 그의 삶의 끝자락에 쓰여졌다면 비록 여전히 암울한 전망에 뿌리

를 두고 있지만 아마도 80년대로부터 90년대로의 전환을 반영하는 기형도에 있어서의 태도 변화

의 출발을 암시하는지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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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모딕과 엔트모딕의 대조적 리뷰

1910년대에 이광수는 동성애를 애국심의 고차원적 도덕으로 사용한 것, 1920년대에는 김환은 '

동정'이라는 개념에서 동성간 사랑을 변명한 것, 1930년대에는 이효석은 타 전통을 빌려 소비주의

를 미화하거나 ‘멋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 그리고 1950년대에 최정희는 젊은 여성 간의 동성 사

랑을 이성애와 대조가 되는 순수한 것으로 묘사한 것, 각각의 경우에 작가는 역사적 의식, 마음, 

문화, 교육적으로 풍부한 가치를 가지고 외래, 토착 사조에서 영감을 얻으므로 당대의 사회적 상

황 (계몽주의, 과학주의, 소비주의, 전쟁 상황) 에 가깝게 지냈다. 외래 사조를 토착 현실에 적용하

는 동일한 과정을 비예술적 맥락에서도 볼 수 있다. 현누영은 Moll의 성학 이론을 한국 여고생의

현실에 적용했지만 Moll의 이론에서 문화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자위, 성인 동성애 문제를 다루

지 않았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문화 편집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여건은 전통적 도덕규범의 새로운 파괴를 초래하여 근대성이 들어갈 수 있

는 새로운 균열을 만들었으나, 검열을 통해 사회 무질서(자유주의)를 억제하여 산업화 프로젝트

등 임박한 도전에 맞서야 했다. 이러한 변화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효석에 대한 비평가들의

비판적 태도의 변화에서 볼 수 있다. 1980년대의 대도시 환경에서 고상한 동성애시이 탄생할 것

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때, 기형도는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욕을 개인의 경험으로 표현할 수 없

는 시기에 자신의 욕망과 좌절을 가끔 국가의 더 넓은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될 수 있는 방황시로

승화시킨 것은 이것은 그 상황은 그 이전 작가들과 구별되나 ‘멋’다운 특성을 지닌다.

더욱이 기형도의 시는 동성애 욕망의 일종의 진심어린 승화, 창의적 행위로 볼 수 있는데, 그의

삶이나 작품의 프로이트화 – 그 디테일이 모두 사실이라 할지라도- 고상하지도 않고, 한국의 ‘멋’ 

정서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인간 경험의 심리학화 또는 병리화는 이제 서구 인문 학계에

서 정상화되어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나, 동선애 욕망을 일종의 "증상"으로 보는 정신/문화 현상에

대한 현대 정신 분석적 접근은343 인간의 욕망을 다음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문명)와도 부조화합니다. 이것은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족 관계에 대한 정신 분석적 패

러다임의 경우는 그러하다. 오늘날 많은 서구인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좌파 학계의 부상으로 가

족 관계를 분쟁의 중심지, 불만의 원인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가족 구조가 무

너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노이로제에 의해 대체된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프로이트주의는 가족 화목을 해체하기 위해 이론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정신 분석학의 ‘아버지’인 프로이트는 자신의 과학적 방법을 통해 서구 문화라는 기질 (基質)에서

                                        

343 지그무트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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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거한 후(이 장에서 "OSP"라고 부르는 문화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주요 이점) 자신의 이론

을 다시 서양 문화에 적용했다. 따라서 전례 없는 문명의 새로운 비잔을 과감하게 촉진했다.344 인

간의 내적 성 갈등에 대한 그의 (준)과학적 이론을 가족 간의 부조화한 관계에 기초하여, 그는 자

신의 이론을 꿈의 갈등(<<꿈의 해석>> [1900])으로부터 나중에 더 크게 문명의 갈등 (<<문명과

그 불만>>[1930])을 포함한 넓은 맥락에 적용했다. 이렇게 하여 프로이트는 제1차 세계대전, 세계

경제의 불안정, 신앙과 전통의 위기로 여전히 휘청이고 있는 서구에 더욱 심화된 혼돈을 가져왔

다. 많은 목소리가 섹슈얼리티를 의식의 최전선으로 가져오려는 프로이트의 과도한 노력에 대해

항의했으나, 프로이트의 공격적인 반전통적이고 반문명적인 이론이 1960년대에 여전히 기독교인

이 지배적인 1960년대의 유럽인들이 성혁명으로 곪아 터지는 것을 허용한 이유는 프로이트의 생

애(1856-1939) 동안의 문화적, 경제적 조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이론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로이트의 이론을 무기 (武器)로 사용한 ‘엔트모디스트’(나중에 논의됨)라고 (여기서) 불리는

특정 사상가에 의한 특정 경향의 휘발과 함께 서구 문화에서 점점 더 깊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

다. 오늘날 21세기에 예를 들어 프로이트의 성과 꿈 이론이 과학으로서 완전히 가짜로 폭로되었

으나, 그의 "심리적 갈등 이론"(또는 억압 이론)은 사랑, 성욕과 문명, 특히 유럽의 그것들에 왜 계

속해서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뒤집혀 버린 “마음의 생물학”이

그 폭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된 이유는 성, 문화, 종교, 가족, 국가를

둘러싼 왜곡의 얽힌 망을 둘러싼 점점 악화되는 혼돈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한다. 프로이트의 가

정은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좌파, 엔트모딕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는 시기적절한

질문이며, 이 혼돈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적 활동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프로이트나 그

의 추종자들을 “마지못해 철학자” 345 로 보지 않는다. 프로이트 이론과 그 후손을 받아들이는 오

류를 설명함에 있어 한국의 멋 문화가 궁지에 몰린 서구에 가치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명과 그 불만>>에서 프로이트는 문명이 인간에게 깊은 불행과 불만족을 일으키는 부정적

인 힘이라는 가정 (假定)으로 시작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가혹한 아

버지와 같은 문명 권위의 힘에 뿌리를 둔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리기 때문에 인간을 근본적으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며 갈등적인 존재로 본다. 대자연은 거칠고 잔인하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

기에 인간의 욕망 또한 거칠고 잔인하며 문명화된 행동은 욕망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344 이것은 케빈 맥도날드가 “비판 문화”와 연결될 수 있다 (Kevin MacDonald, <<The Culture of Critique>>, Westport CT,

Praeger, 1998). 맥도날드의 특정 이론은 여기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나, 풍부한 사실 데이터와 ‘진화적 그룹 전략’의 특이한

패러다임 내에서 정신 분석의 대안적인 비판적 틀을 상정하는 책으로 권장된다.

· 345 Tauber, A.I., <<Freud, the Reluctant Philosoph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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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문화는 그 자체로 인간의 진정한 본성/욕구(프로이트에 의하여 특히 성적 욕망은 냉소

적으로 "증상"으로 표현됨)와 무관심하고 위압적인 문명/권위 사이의 원시적 갈등의 산물이며, 이

는 점점 더 전후 (戰後) 프랑크푸르트학파에 의해 심각화, 병리화되었다.

프로이트의 ‘문명화된 행동’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는 철학상 프로이트의 인생관이 ‘멋’ 이상에

절대적으로 반대되는지 즉시 알 수 있다. 특히 프로이트가 이론적으로 강조하는 부정성과, 한편

건강한 사회 및 개인의 발전을 장려하는 화합과 창조 행위를 주로 추구하는 한국의 멋이론에서

인간과 문명에 대한 긍정적인 가정 사이의 차이는 극명하다. 이러한 대조는 또한 성(性)에 대한

각각의 가정 (假定), 동성 욕망에 대한 가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며, 이는 모딕 (modic)적 세계관

과 엔트모딕적 세계관 사이의 대조로 외삽될 수 있다. 

프로이트와 그의 아이들과 겨룰 수 있는 전근대와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되풀이 일어났던 것처럼, 고전적 사상이 악한 사상을 완화하거나 극복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한국 사상에서는 앞 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표

현이 이 원리를 포착한다. 한국의 ‘멋’와, 고대 그리스의 High Eros의 긍정적인 창의적 측면이 갈

등과 불만, 과도한 성에 대한 왜곡된 초점과 그 명제에서 비롯된 함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면,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문명 기초의 일부를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오늘날 이 역할을 수

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을 과거와 조상에 더 가깝게 다시 정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장에서는 곳

'contrectation' (성적 끌림)과 'detumescence'(성적 해소)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할 것입니다. 앞

서 언급한 Albert Moll(1862-1939)이 성 생물학에서 사용하고 나중에 Hans Blueher(1888-1955)가

성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수정했다. 이러한 용어의 Moll의 사용은 생리학적이므로 그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Blueher의 용어 사용을 탐구하고 확장하겠으나 여기에서 'contrectation'은

다음을 포함하는 "성욕"의 전 (前)단계, 즉 성적인 해방이나 만족의 행위에 선행(先行)하는 모든

감정과 행위를 말하며, 'detumescense'는 성적 욕망을 달래거나 만족시키는 행위(성행위)를 의미한

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적 이론화를 통해 ‘성취’한 것은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자주 실

패하는 등 detumescence의 목표달성 여부 검토와 설명에 대한 새롭고 복잡한 강조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서구에 정신분석 이론을 퍼뜨리면서 고전 시대에 성에 대한 최고의 토

착적 사고의 기초를 형성했던 서구의 성욕에서 contumescence의 함축적이고 긍정적인 중요성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지워진 긍정적 가치를 끔찍하고 추악한 왜곡으로 대체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우리는 나중에 프로이트와 엔트모디로 돌아갈 것이나, 먼저 조화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contumescence에 중점을 두어, 동성 사랑에 대한 모딕 (전통) 사상의 가장 높고 가장 지속적인

형태 –--기독교에로까지 확장하여 그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으로 남아 있는 형태 --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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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서양 에로스관의 의 기초: 로스가 보는 에로스

<<에로티시즘의 죽음>>(Tod der Erotik) (1986)에서 Werner Ross는 그리스의 고향 정신과 성혁명 이

후 그 우위를 상실한 에로스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그 기초를 재발견하는) 바람직하거나 필요

성을 암시한다. Ross는 도피주의자나 불만을 품은 반동주의자라기 보다는 pederasty와 같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의 관습으로의 회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의 정신과 그 가치를 이해한

고전 유럽 철학자들의 높은 이상주의와 인생을 위한 가치에 대한 인식에 중점을 둔다. 

"새로운 물결은 확실히 한때 도덕 신학이 그랬던 것만큼 많은 새로운 신경증과 억제를 낳았다"

는 점에 주목하고, 그 책이 출판된 후 거의 4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입증된 관찰에 대해, Ross

는 일단 일련의 표준과 규칙이 완전히 사라지면 새로운 것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

기시키며 (112), 전후 서구에서는 문화 격식 관리와 자율성 측면에서 그 전통을 상실한 이후로, 

전통을 "진보" (요즘 종종 금전과 권력을 목표로 하는 기업, 헐리우드, NGO의 지도)에 방해가 되

는 것으로 보는 자유주의에 대한 그 회복이 매우 어려울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Ross는 그리스 세계관에서 에로스가 강하고 무모한 욕망의 힘(유교의 양의 힘과 같은 것)과 아

프로디테의 다산과 기품(음의 힘과 같은 것)와 결합하여 생산 (die Zeugung)을 낳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사랑을 베푸는 남성 연인과 사랑받는 젊은 남성이 생식을 하는 남성과 여성과 마찬가

지로 이 조화로운 배치에 분명히 참여하는 비 생식 장치인 동성애는 "생산성"의 영역으로 가져와

에로스의 폭력을 길들이고 그것을 사회적, 문화적 선 (善)으로 바꾸는 것이다. Diotima를 인용한

플라톤의 Ross의 인용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한다.  

"디오티마는 이렇게 말한다: ‘이 문제를 올바로 접근하는 사람은 이미 젊었을 때 아름다운 몸에 가야 하고, 그의 인도자

가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그는 먼저 하나의 아름다운 몸을 사랑하고 그 것에서 아름다운 언설을 낳아야 한다. 그

러나 그는 어떠한 신체의 아름다움은 다른 신체의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으며, 신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모든 신체의

아름다움을 하나의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큰 어리석음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고려한 후 그는 모든 아름다

운 몸의 연인이 되어야 하지만, 단 하나의 몸에 대한 그의 격렬한 욕망은 누그러져야 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육체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중시하여 비록 평판이 좋지 않더라도 영혼이 고귀한 사람이면 충분하고,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젊은이들을 더 낫게 만드는 생각을 그 안에 창조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더 나아가 행동과 행동에

서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아름다움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 육체적 아름다움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행위로부터 그를 지식으로 인도하여 그도 그들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이제 그는 아름다움의 충만함 앞에

서 더 이상 개인의 아름다움에 아첨으로 섬기지 않고 --소년의 아름다움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행위의 아름다움에서 즐

거움을 찾아서 열등하고 하찮게 됨-- 오히려 그는 넓은 아름다움의 바다를 마주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칠 줄 모르는 지

혜의 추구로 여러 가지 아름답고 숭고한 말 (언설)과 생각을 내어야만 하고, 강해지고 성숙해지면 그는 하나의 지식, 즉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을 보게 될 것이다.’” 346

로스는 고전적 동성애 욕망의 높은 이상주의를 언급하며 디오타마의 연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

다: 

1. 이 철학적 ‘단계 이론’의 자연스러운 출발점은 소년 사랑이다.

2. 가장 낮은 단계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몸에 대한 사랑의 목표는 아름다운 연설을 낳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소년 사랑에서는 육체적 출산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영적" 생산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귀한 웅변을 낳는다.

                                        

346 . Werner Ross, <<Tod der Erotik-Versuch einer Bilanz der sexuellen Revolution>>, Verlag Styria, 1986. 92 쪽.

<<Symposion>><<饗宴>>에서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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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몸에 대한 욕심은 천박하고 하찮고 비천한 것, 곧 한 푼의 기쁨이 보배를 대신하는 것이니라.

4. 상승 (Aufstiegstufe)의 첫 번째 단계는 보이는 모든 육체에 대한 사랑, 즉 착각에 빠진 열정이 아닌 미적 자각 (自覺)이

다.

5. 다음의 결정적인 단계는 우리에게 한 걸음이라기보다 도약처럼 보인나, 그리스 정서에는 그렇지 않다: 몸이 유감스러운

점이 있는 경우에서도 아름다운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이다. 

6. 우리의 감정에 따르면, 더 많은 상승 단계는 점점 더 추상적으로, 플라톤에게는 점점 더 충만함으로, 원형(Urformen)의

풍부함으로 이끈다. 놀랍도록 생생한 표현인 "아름다움의 바다"-- 필견의 광채, 영원한 영광의 부터, 오름차순으로 처음에

는 인간의 행위, 그 다음에는 규제하는 법칙이, 마지막으로 가장 절정에 이르면 지식(die Erkenntnis)이 속한다. 이는 지능

의 문제가 아니라, 신비로운 비전이다. 첫 번째 <<파우스트>> 독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의지와 씨앗을 보라! 말

로 더듬거리지 말아요!" 

7. 또한 이 최고 수준에서 다시 생성되는 “무진장한 지혜 추진에 기초한 생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욕망이 있다. 창조

계의 근본원리인 에로스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선 (aller Gueter)의 가장 높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복한 진리의

비전으로, 지혜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철학으로 성취된다. “지혜에 대한 사랑”은 "철학"이라는 단어의 뜻이며, 이러한 의미

에서 지식인, 교수직에 있는 교수에게는 약한 사랑이 아니라, 소년 애호가가 자기 연인에게, 또는 말 애호가가 자기 (말) 

품종에 대해 갖는 사랑보다 더 높은 종류의 열정을 포함한다. 그 배후에는 낳아진 아이에 대한 낳아진 생각보다 우뚝 솟

은 지적인 열정이 있다.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Wort vom Wort [Logos])은 그것의 메아리나 엄숙한 인장(印章) 

과도 같다. (97-9).

물론 여기에서 이상주의와 현실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고대인들은 번식력이 없다고 의

심했고, 고대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고전 경주의 일부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고전 민족들은

종종 그들의 주요 철학자와 시인의 저술을 통해 후기 시대에 상상되며, 일반적으로 전승 받아온

소량의 저술이 그 먼 장소와 시간에 대한 광대한 대중적 상상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것은 특히

그리스인, 소위 유럽 문명의 우르-문명으로 여겨지는 아테네인의 에로틱하고 성적인 문화의 이상

화는 그러하다. 그 이상화의 메아리는 1930년대 한국에서 들을 수 있었다. ‘살아남은’ 동일한 소수

의 텍스트는 현재의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과거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창조적

상상력에 영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사회학자 Nikolaus Vrissimtzis의 1990년대 <<고대 그리스의

사랑, 섹스 및 결혼>>347 대한 많은 주의를 이끈 연구는 오래 지속되는 자유주의적인 섹스, 사랑

과 미의 샘으로서의 그리스의 낭만적 이상화를 수정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에서 그 살아남은 동일

한 본문들 중에서 다른 구절을 인용하여 아테네 대중이 실제로 성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플라톤이 <<심포지엄>> (기원전 427-348년)의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

에서 널리 퍼진 성적 자유를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반면, Vrissimtzis의 연구는 소크라테스

와 다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실천하고 플라톤이 영적 이상으로 이상화한 페더래시티가 그렇지

않고 실제 아테네 대중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고, 그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될 수는 없었지만 사

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낙담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브리시미츠의 해석

과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고전 그리스 당대의 철학자들의 이상 (理想)이 반드시 일상적인

견해의 현실을 반영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여론과는 상관없이 역사와 문

명의 관점에서 볼 때 보통 그리스인의 태도가 아닌 그리스 철학자들의 저술을 통해 표현된 비전

은 가장 큰 문화적 가치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전 그리스 문화의 유산은 당대의 비난이나

                                        

347 <<Love, Sex and Marriage in Ancient Greece>>, Third Millennium Press, 1997. 보다 집중적인 분석으로는 Adonis Ath.

Georgiades, <<Homosexuality in Ancient Greece; The Myth is Collapsing>>, Georgiades Publishing, 2004 참조. 에로스를

통제할 필요성에 대한 고대 그리스의 인식에 대해서는 Bruce S. Thornton, <<Eros: the Myth of Ancient Greek Sexuality>>,

Westview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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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의 새로운 통찰, 이해와 유행에 의해 과장되거나 왜곡되더라도 최고의 이상에 있다.

에로틱한 표현의 정도와 방식은 그리스와 한국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소년 사랑에 대한 두

문화권의 태도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에서 아름다운 소년의 그리스 주제화

는 일본과 유사하게 다작으로 유명하며 주제의 다작은 페르시아와 유사하지만 도덕 및 사회 선에

대한 소년 사랑의 연결은 그리스와 한국을 긴밀한 유대 관계로 만듭니다. 에로틱한 표현의 정도

와 방식은 그리스와 한국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소년 사랑에 대한 두 문화권의 태도에는 공통

점이 있다. 예술에서 미소년의 그리스 주제화는 일본과 유사하게 다작으로 유명합니다. 시와 산문

글쓰기에서 주제의 다작 양상은 페르시아와 유사하다. 그러나 도덕과 사회적 선 (善)과 소년 사랑

의 연결은 그리스와 한국을 가까운 유사성을 드러낸다. Ross가 그리스에 대해 말했듯이 “고대에

소유의 유혹이었던 아름다움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아이디어의 하늘’로 비행기를 끌어올리는 시

동 엔진의 점화 장치와 같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선의 '하늘'로). 그러나 성적 자유주의로 널리

알려진 <<심포지엄>>에서 대표되는 그리스 문화는 동성애 욕망을 통제하고 승화시키는 데, 신라

시대부터 소년 사랑이 항상 "성 체계"에 조화롭게 통합되었던 한국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

로 보인다. 이는 화랑전통의 고상하고 고상하게 하는 본성과 사회적 통념과 이상주의(화합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는 잠재적 강간범을 교육자로 바꾸는 데 관심이 있었다. 플라톤에

게 사랑은 소년(사회)의 이익에 기여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에 따른 보상(플라톤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한 관능을 초월하는 정신 사랑)으로 약속된 반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 약속이 암묵적이었다.

한국 사회는 단순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아테네에서는 부르주아 미소년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의 보호를 받았지만, 한국 문화의 최고 버전에서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보호가

언제나 사회/성 의식에 함축되어 있었던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미래의 발전을 위협하는 일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문명의

행위"로서의 긍정적인 해석에 초점 맞춤은 반대로 열정적인 욕망을 생산성(일, 교육, 돌봄, 예술

[고전 아테네에서는 "아름다운 연설 쓰기"])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것이 먹와 에로스의 본질인 것

같다. detumescence에 관해서는 가각 역사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으나 한

국에서와 같이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으로 유익한 contrectation을 훨씬 더 강조하거나, 그리스의

경우 자신에게 존중, 영광을 돌리기 위해 좋은 것을 창조하기 위해 detumescence에 대한 욕망을

넘어서는 격려를 하는 경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동서양의 선조들이 삶의 철학으로 미덕으

로 후대에 물려주고자 했던 가치관이라고 보 수 있다. 

어린이 포르노를 추천하는 자유주의 언론인, 종교 등 한때 신성한 관습과 제도의 성화와, "도덕

적 목소리"로 행동하는 성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엘리트층에 의한 인신 매매나 미성년자의 성착

취에 대한 사회의 묵인 관용, 아동 교육의 성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의도적인 해체, 안정

된 이성애 가족을 “압제적인” 것으로 치욕하는 것, 아이의 성적 정체성과 성전환 요법에 대한 결

정에서 부모를 법적으로 배제하는 법 등에 대한 뉴스 기사를 쉽게 찾을 수있는 오늘날, 348 우리

                                        

348 이 모든 것은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서방 국가의 최근 신문 보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 중 어느 것도 어느

국가에서도 대중적 지지가 없으나, "진보적 가치"를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용인될 경우가 있다.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트랜스젠더 이슈의 갑작스러운 폭발 사이의 연결에 대해서는, Scott Howard 의 화제작 <<The

Transgender-Industrial Complex>>, Antelope Hill Publishing, 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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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통적인 도덕 개념을 폄하하는 성 혁명이 "새로운 억제와 신경증"을 도입했다는 Ross의 주장

에 동의할 수 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Entmody는 사람들을 더 높은 개념에서 멀어지게 하고 대신 분열, 주의 산만, 도피, 성급한 소비

주의 및 사회 무질서를 주입하는 세력이다. Entmodic 성 문화는 세계에서 더 편안하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이상을 부패시키거나 말살하려는, 고급 문화가 아닌 조잡한 상품의 판매

이다. Entmody는 처음에는 권력의 공간을 잠식하고 시장을 구축하는 데 매우 능숙하나 실행 가능

한 문화를 구축하는 힘이 부족하다. Entmody는 경험과 가치 체계가 본질적으로 기생 (寄生)하기

때문에 그것이 꿈꾸는 글로절 문화 제국을 관리할 수 없다. Entmody는 영리하나 동시에 더 업이

비열하다. 스스로 이를 알고 있는 엔트모디는 권력의 공간에 잠입해도 곧 비틀거리기 시작하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탐욕과 의심적인 면모를 드러내 버린다. Entmody는 진정한 고귀함과

위대함을 얻을 수 없다는 깨달음으로 고통받는다. 에드워드 베르네이즈 (Edward Bernais)가 개발

했다고 알려진 할리우드의 스타 시스템은 플라톤이 잊혀지기 훨씬 전에 이미 무너지고 있는 공허

한 귀족의 좋은 예이다. 

좋은 아이디어의 지속성과 나쁜 아이디어의 덧없음에 대한 이러한 가정을 통해 고급 모딕 문화

가 외부 문화에 얼마나 빠지거나 극복했는지, 또는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변형시켰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변형시켰다)를 이론화할 수 있다. 고대 화랑전통이 고려시대 편협한 유교의 공격을 받아

조선시대에 묻힌 채로 20세기에 부활한 것처럼, 고대 그리스 전통이 편협한 기독교의 공격을 받

아 그 아래 오래 묻혔다. 이 평행 발전의 사실은 역사가 종종 보편적이고 순환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Entmody가 19세기와 20세기에 현대인을 현대인의 기초에서 멀어지게 한 수단은 더 잘

이해할 가치가 있다. 이효석의 '꽃가루'와는 다른 종류의 '섹스 파우더’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 요

점은 자위 공황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드물게 논의되는 문제이나 서구의 현재 도덕적 문제를 이

해하는 데 중요한 현상이며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6.2 자위 (自爲) (수음) 패닉이 낳은 성역사-

한때 선(善)하거나 현명하다고 여겨졌던 아이디어가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오면서 실제로는 완

전히 잘못된 경우가 있다. 종종 우리보다 앞선 고인(古人)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러한 경우

를 피할 수 있으나, 조상의 지혜를 무시하더라도 그 지혜는 다시 회복되어 현재 사용에 맞게 재

조정될 수 있다. 이것은 각 민족의 도덕적 문화 또는 도덕적 논리의 가치이다.349 그럴 경우, 잘못

된 생각이나 해로운 생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지혜와 미덕이 개입할 수 있다. 유럽

에서 자위 행위의 위기에 대한 담론이 그러한 사례 중 하나라 하겠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중동

유래의 자위 및 소도미아 행위 금지 (Onanie-Sodomitical Proscription, OSP)의 의미에서 이에 대

한 심각한 금지사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아테네에서 자위는 최악의 경우 매춘부와 노예에게 어울

리는 다소 타락한 관행으로 여겨졌으며, 그 관행과 관련하여 신체 건강이나 심리적 손상을 일으

킨다는 개념은 없었다.350 4세기부터 기독교의 본격적인 유럽 이식 (移植)을 통해 ‘소돔의 죄’와 유

                                        

349 Vytautas Kavolis, “Moral Cultures and Moral Logics”. Sociological Analysis Vol. 38 No. 4 (Winter)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350 <<Solitary Pleasures: The Historic, Literary and Artistic discourses of Auto-eroticism >> Bennett and Rosario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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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게 오난의 죄 (<<창세기>> 38:8-10)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유럽의 고전적 태평스

러운 태도는 중동식 종교 교리의 수사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듯하다.351 그 이전, 고대 그리스

의 철학자는 동아시아 도교의 정기신 (精氣神) 개념에서와 비슷하게 최적의 건강을 위한 정자 생

산과 정자 방출의 균형에 관심을 가졌다. 한편 도교는 때때로 정자를 장기간 유지하여 신체 에너

지를 보존하려고 시도했지만 역사적으로 남녀 성관계에서 음과 양의 적절한 교환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리스 의사 겸 철학자 갈렌 (Galenos)은 정자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더 걱정했다. 18세기까지 구약의 '오난의 죄'(Sin of Onan)는—아마도 이 죄는 원래 자위보다

성교 방해에 관한 것이지만 ‘씨 유츌” 그렇게 해석되기는 했는데-- 교회법의 문제였으나 유럽에서

는 이는 오랫동안 무시되었다. 자위 행위와 관련하여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1712년경 성경

구약의 오난 (Onan) 이야기를 사용하여 그의 치료 가루(粉) (Prolifick Powder, 값 12실링) 를 팔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여 자위 행위의 해악에 대한 책자를 발표한 익명의 팔이꾼352의 강매

전략에 비롯했다. 제목이 <<오나니아, 또는 극악한 자기 오염의 죄>>로 시작하는 이 책자는353 , 

제목에 직접 판매 피치를 포함했음은 저자의 경제적 동기를 분명히 암시한다. 즉 비밀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 해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말함으로써 대중의 공포를 조장했

다. 수음에 대한 이 혹평은 젊은 남성과 정액 분실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자신의 임상 연구에 기

초하여 사무엘-오귀스트 티소(Samuel-Auguste Tissot)는 그의 책 <<L'Onanisme>>(수음)(1710)을

출판함으로 이 에 의해 수음유해설은 더 존경받는 학문적 신빙성을 받았으나, 티소는 <Onania>

의 주장을 거의 확실하게 받았다. 이어서 많은 의사와 장사들이 신호를 알아채고 시류에 편승했

다. 그 결과 구미 사회 전반에 걸쳐 흥분과 도덕적 패닉이 생겼다. <Onania>의 저자의 광고 캠페

인의 효과는 광범위했고 그의 약 치료와 그의 삶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새로운 유행과 그에 따른

수음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 수음 관련 책이 홍수처럼 나타났다. 

한 판매 수단에서 여러 세대의 유럽인들이 처음에는 성인에 대한 금지로 인식되었으나 나중에는

어린이의 자위가 의학적, 전문적 관심의 새로운 주제가 되었다. 자위에 대한 담론은 일종의 순환

문제가 되었고, 자위 행위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책 자체가 사람들이 "질병"을 낙담

                                                                                                                              

Routledge, 1995. 서문.

351 요컨대, 자위는 최악의 경우 사소한 신체적 또는 도덕적 문제로 봤고, 정신 질환이나 도덕적 또는 영적 쇠약의

원인이나 증상 등 의학적 위기로 간주되지 안았다. 이 의학적 위험의 증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nne Van Neck, Jean

Stengers, <<Masturbation: The History of a Great Terror>>, St. Martin’s Press; 2001. (원작: <<Histoire d’une grand peur, la

masturbation>>, Empecheurs, 1998.) 참조.

352 Thomas Laqueur, Solitary Sex: A Cultural history of Masturbation. Zone Books, 2003. 13 쪽. 광고가 익명으로

유포되었다는 사실과 그 무모한 전략적인 마케팅 접근으로 보아 광고의 저자, 파우더의 판매자가 ‘선한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353 전체제목: <<오나니아, 극악한 자기 오염의 죄와 이 가증한 관행으로 이미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영적, 육체적

조언과 함께 남녀 모두에게 미치는 무서운 결과를 고려합니다” “Onania, or the heinous sin of self-pollution, and its

frightful consequences in both sexes considered, with spiritual and physical advice to those who have already injured

themselves by this abominable practice.”



251

시키고 치료하려는 책의 설명과 삽화에 성적 자극을 받을까 두려워했다.354 여기에서 푸코의 ‘담론

에 대한 선동’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자위 (수음)은 종교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

문제가 되면서 곧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그것을 분석하고 치료법

을 고안하고 제안할 수 있는 의사들에 의해 돈과 명성의 원천이 되었다.355

6.3 서양 에로스 전통은 OSP 완화

일종의 ‘禍粉’로 볼 수 있는 Prolifick Powder 의 역사는 한 돌팔이의 탐욕과 부정직이 2세기 이

상 동안 수백만 명의 유럽인을 속여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공황을 일으

킬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또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짜 질병의

전제에서 전문적인 "지식체계나 “비즈니스"의 발전 문제도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이 화분 (禍粉)의

역사는 세 가지 추가 이유로 중요하다. 첫째, '자위 공황'은 현누영이 논의한 Moll의 이론과 같이

19세기부터 서양에서 '성 발달 연구'라는 과학 분야가 출현한 맥락의 일부를 형성했다. 둘째, "자

위 공황"은 궁극적으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해결되고 동시에 계속되었다. 그의 이론은 의도적이

든 무의식적이든 그 이전의 사업 계통의 확장 및 변형으로 기능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18세기 루소를 시작으로 19세기 작가들과 과학자들의 작품으로 이어지는 자위 공황을

중재하고 개선한 것이 그리스 에로스의 재발견이었다는 사실이다. 패턴 인식을 사용하여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판매하는 성에 대한 "치료제"가 곧 평판이 좋은 "사업"으로 변모하고, 이 것

이 문화에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방법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는 프로이트와 그의 과도하게 확장된 유산을 이미 해체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면 우리는 계

속해서 프로이트와 프로이트의 학파의 희생자가 되기보다는 전통에서 그 (프로이트파)의 해체를

계속하기 위해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사고의 회복과 18세기와 19세기 유럽인의 "분

말화" (powdering)에 개입하는 데 사용한 것은 프로이트에 대한 극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위 공황이 지배적이었던 두 세기 동안 (18-20세기) 어린이의 성욕에 대한 문제는 서구인 의

식에서 전례 없는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 공황 상태는 '원죄'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을 악화하

고 강화했으며, 이제 부모는 성적 욕망을 가진 어린이가 자위 행위를 통해 충동을 충족시킨다면

아이가 스스로 정신적으로는 부패하고 신체적으로는 약해지며 본질적으로 미래를 망칠 것을 두려

워했다.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아이들은 "악"의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Prolifick Powder가

처음 등장한 지 50년 후, 어린이(그리고 인간)는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그 대신

어린이(그리고 인간)는 선천적으로 선(善)하다는 견해에서 유럽 사상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러한

인류관에 따르면 아동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로서 성적 부패로부터 오히려 보호받아야 하는 존

재이다..

아이들이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에서 아이들이 결백하기 때문에

                                        

354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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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전환하면서 유럽은 자위를 과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근대적" 의학 연구의 조건을 마련했다 (Moll, 크라프트 에빙). 물론 그 변화를 촉발

한 것은 루소의 교육학 논문 <<Emile>>(1762)이었다. 루소는 우유부단한 행동, 계몽주의적 합리

성의 과대평가, 탐욕 등 악을 낳는 '문명'의 영향으로부터 자아를 정화하고자 했다. 그는 부자연스

러운 욕망이 세월이 흐르면서 피부에 묻은 흙과 같이 인간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 인간이 인간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감정이 없는 욕망을 의미하는 '부자연스러운 욕망'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정화는 인간의 참되고 선한 본성을 재발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수음과 남

색에 대한 루소의 견해는 OSP의 현대 도덕을 따랐다. OSP의 전제가 과학의 새로운 권위에 의해

도전받기 시작하려면 또 한 세기가 걸릴 것이지만 <<Emile>>은 그 방향으로의 첫 번째 단계를

나타냈다.

'정' (情)이 한국의 ‘멋 교육’의 중심이듯, '순수하고 진솔한 감정', 또는 '인간 마음의 자연스러운

성장'(18)은 루소의 감상 교육(sentimental education)의 핵심이다. 루소가 도시 도처에서 발견한

타락한 인간의 징표로 보는 것은 '무정함'이다. 모든 미덕은 자연적으로 발달된 몸과 정신에서 비

롯되기 때문에 따라서 <<에밀>>에서는 그 몸과 정신을 망치는 육체적, 도덕적 부패에 대해 경고

를 꾸준히 하고 있다. <<Emile>>에서 Rousseau는 한 두 줄의 언급에서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이

수음에 탐닉하도록 하면 자녀들이 “길을 잃는다"고 그에 대해 조심하라는 짧은 훈계를 하고 있다

는 것을 보면, 루소는 단순히 자위에 대한 대중적인 견해는 수용했을 뿐, 독창적인 말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루소의 그에 대한 영향력은 19세기에 인간의 선함에 관한 그의 교육 이론의 일

반적인 중요성이 확산되고 발전함에 따라 장기적이었다. 예를 들어 괴테는 인간의 본질이 선천적

으로 선하다고 생각한 고로, 자위와 동성애를 인간 행동의 한 측면으로 훨씬 더 관대하게 수용했

고, 이를 자신의 글에서 긍정적으로 주제화했다.356

                                        

356 Daniel Wilson, “Masturbation, Prostitution, Sodomy: The Imagination and Non-Reproductive Sexuality in Goethe”

Colloquia Germana, vol. 45 No. 3/4, p. 221-237. <<Wilhelm Meisters Wanderjahre>>(1821/1829)의 유토피아(Utopia) 지역

젊은이들에게 배양된 세 가지 "경건"(die dreifache Ehrfurcht)의 개념에서 괴테의 "자연적 느낌"에 대한 가치는 그의

교육학적 이상으로 요약된다. 괴테의 도덕체계에는 루소의 <<에밀>>에 견줄 수 없는 '민족사 인식'이라는 한국적 가치에

더 가까운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료, 인간)에 대한 숭배 (존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민족

종교’가 발생한다. 이는 통합된 숭배/종교의 삼위일체 중 하나인 민족에 대한 존경의 표현을 의미하며, 함께 동등하게

작동함으로써, 이것들은 젊은이들에게 자아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친다. 이러한 이상적/유토피아적 교육을 비교하면 조화,

진정성, 중대성을 강조하는 한국, 프랑스, 독일의 각 민족적 성격이 강하게 대조된다. Rousseau 의 직접적이고 솔직한 감정

표현의 영향과 교육에서의 순수성과 건강에 대한 강조는 독일의 나라들에 퍼졌다. Goethe 는 1770 년대 Sturm und Drang

운동을 시작으로 과도한 계몽주의 합리주의, 특히 그 당시 독일언어권에 지배적이었던 프랑스 고전주의에 반대하는 글을

썼다. 그렇다고 해서 고대인 (古代人)의 중요성이 희생되지는 않았다. 괴테는 루소처럼 개성, 인간 본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맹렬한 창조적 추진력을 추가했다. 루소와 마찬가지로 괴테는 주로 남녀간 사랑에 대해 썼으나 때때로 동성 주제를

자신의 문학에 통합했다. 괴테의 문학에서 "동성애"가 지주 그리스 문화나 그리스 미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다. 이는 괴테가 이탈리아로의 여행 경험(괴테의 <<Italienische Reise>>참조)에 비롯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햇빛,

레몬 나무, 그리고 남 유럽 남자들 사이의 공개적인 애정 표현을 칭찬했으며 후자를 그리스 전통의 잔재로 봤다. 관련

문학 작품으로 <<Roemische Elegien>>, <<West-oestlicher Divan>>(Das Schenkenbuch), 그리고 Goethes 의 Emile 버전

<<Wilhelm Meister>> 소설들 참조. Wilhelm 의 성장에서 동성애 경험은 이성애로 발전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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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전적 전통을 교육학적 이상으로서 에 호소했던 루소의 개량주의 사상은 자위 행위가

"자연적"이라는 어떠한 즉각적인 견해도 포함되지 않고 1~2 세기에 걸쳐 점차적으로357 루소의

‘선론’의 그 "기초"에서 유럽인들이 어린이(더 넓게 인간)를 --최근에 도입된 문제적 문화 요소에

대한 수정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한편 루소의 책은 부패

한 지도력에 대한 대응으로 체제를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가(오늘날 좌파의 기원)의 붉은 외투 주

머니에 들어가고, 그들의 급진적 테러는 루소가 추구하는 사회를 위한 조화로운 이상에 대한 부

패를 상징했다. 루소는 피의 혁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부패는 다시 빨간 완장으로 보셰비키 혁

명, 빨간 기저귀로 성 혁명, 프랑스 혁명의 손자로 나타났으나, 낭만주의 문학 운동에서 볼 수 있

듯이, 완전히 반전통적인 (ent/modic [ent = '반대에서 변형', '무언가에서 제거']) 이러한 불행한 혁명은 루소

의 유산의 유일한 산물이 아니었다.

어두운 철학적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고전적 사고를 호소한 루소는 고대 아테네뿐만 아니라 르

네상스 자체의 예술적, 사상적 개혁에서도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평화로운 유형의

혁명은 또한 "자식"을 낳았다. 루소로부터 50년 후인 18 세기 초기부터 낭만주의 사조와 관련되

는 동성애 ‘소 르네상스’의 시발 (始發)이 나타났다.358 동성 우정과 욕망 (소년애)에 대해 쓴 바이

                                                                                                                              

357 그녀의 급진적 혁명적 페미니스트 이론의 전체적인 궤적을 어떻게 판단되든 간에, Shklar 는 Emile 의 표현을

원문보다 더 시적으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그리스(황금 시대)에 대한 루소의 태도를 요약한다. 즉: “To abandon the

golden age, to say that it is a mere chimera is, above all, to renounce forever the belief in human virtue” (30). Cit. Emile,

120-121.. (33, ). (Judith N. Shklar, “Rousseau’s two models: Sparta and the Age of Gold. p. 26). Rousseau 는 한국의 멋

창시자와 분명한 유사성을 지닌 모딕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한기언의 멋 교육 개념과 마찬가지로

'전통'은 루소의 '자연인'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개념에서 큰 역할을 한다. Rousseau 가 고전 Sparta 에서 “전통”의 이상적

모델을 찾은 것이지만 그의 교육 "개혁"이 구현되는 또 다른 유토피아인 ‘평화로운 가정’과 혼합된다. 따라서 루소는 교육

모델로 사용되는 두 개의 유토피아를 확립했다. 첫째, 강력한 신체 훈련과 유용한 기술을 수반하는 아동의 고전적 규율을

지배하는 "전통"; 둘째, 정규 교육과 가정의 기쁨에 대한 감사의 장소이다. 두 경험의 영역이 함께 혼합되어 Emile 이

'자연인'이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에밀의 이상적인 교육은 그가 유년기에서 사춘기를

거쳐 20 세 전후의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시기를 거치면서 어울리지 않는 열정 등에 의해 타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려 한다. 그러나 루소는 민족적, 인종적 의식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에 특별한 초점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에 대한 더 넓은 이해가 이상화되며, 이는 스파르타인의 육체적 정신적 힘과 결합된 평화로운 가정에서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감상 교육 과정에서 얻는 것이다. Rousseau 의 교육 체계에서 Sparta 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생산하는

이상이지만 Rousseau 는 사회 개혁 담론에서 '고전적 이상'을 자신의 사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울로도 사용하여 적을

물리칠 무기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이상주의에 대한 전통의 절대적 중심성을 보여준다.

358 이 "작은 르네상스"는 일종의 ‘재생’, 과거의 연속을 나타낸다. 5 세기 로마제국이 멸망한 후 Boswell 가 주장하는

‘동성애 하위 문화’는 로마의 도시문화에서 중세의 수도원 문화로 옮겨가면서, 고전적 전통을 유럽 기독교의 새로운

맥락으로 옮겼다. 6 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남성 남색 행위(남녀간 간통과 함께)를 금지하는 엄격한 법과 다음

세기에 걸쳐 도덕적 범죄에 대한 산발적인 법(종종 교회 성직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은 일반 사회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색이 광범위하게 용인되거나 무시되었던 초기 중세(11 세기 말과 12 세기 초) 동안 점점 더

(재)도시화되어가는 인구. 중세 시대에 동성애 시 대부분은 가톨릭 수도사들이 썼다 (John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9 장 참조.). 그러나 후기 중세(13 세기와 14 세기)에는

도덕적 범죄에 대한 많은 엄격한 법이 등장, 일부는 전쟁으로, 다른 것들은 외국 문화와의 접촉에 대한 반응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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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경(卿)이라는, 광범위한 열정 스펙트럼 중에서 솔직함과 "마음", 그리고 풍부한 고전적 이미지

를 통해 높은 예술적 표현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에너지를 쏟아 부은 시인이 나타났다. 

도시의 산업화, 과학적 합리성에 반발 (反撥)하고 계몽주의 사상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던

낭만주의 시를 쓴 바이런 경은 솔직하고 진정한 감정, 개성 고취, 특히 창의성을 강조하는 시적

운동의 주도적 인물이었다. 낭만파는 고전적 사고에 근거한 많은 형식주의적 규칙에 의문을 제기

한 한편, 이것이 바이런 경이 고전적 가치에 깊이 뿌리를 둔 시인이 아니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

니다. 낭만파의 아버지 루소조차도 스파르타의 이상을 자신의 "감정 교육"의 구성 요소로 높이 평

가했다. 바이런 경이 루소를 ‘동료 반역자’로 여겼기에359 그의 사상으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은 시

인으로, 모딕적으로 말해서 Byron은 Whitman이 북미에서 활동한 것처럼 유럽의 동성애 표현 개

혁의 "아버지"로 인정 받을 만 한다. 그는 19세기 후반에 인기를 얻고 있는 과학/성욕학의 세계에

등장한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개방성에 대응하여 고전적 주제를 재발견한 유럽 문학 예술가 그룹

의 수장이다. Byron은 이 사람들의 정신 기준을 설정했으며, 높은 이상주의와 절묘한 문화 생산

측면에서, 그리고 물리적으로도(그의 아우라는 셸리의 장례식 장면을 그린 푸르니에 (Fournier)의

그림에서 사실적으로 포착됨), 플라톤이 그의 공화국에서 그를 금지했을지라도 고대 그리스는 확

실히 바이런을 자신의 손자로 인식했을 것이다.

Byron의 초기 동성 사랑 시는 <<해롤드 공자의 순례여행>>의 두 번째 칸토에 등장한다. 이

여행기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알바니아를 아우르는 여행 시로 바이런이 하룻밤

사이에 명성을 얻었다.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바이런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합창단원

인 그의 젊은 친구 에들스턴이 갑자기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슬퍼했다. 

<<해롤드>>를 출판하려고 했던 바이런은 시 자체와 동성 언급이 곳곳에 잘생긴 청년에 대한 언

급과 사포의 무덤에 대한 경의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형식으로 에들스턴을 추모하기를

원했다. Byron은 Canto II의 기존 연(총 92개)에 93-98절을 작성하여 추가했다. 95번과 96번은 그

의 친구에 대한 찬사이다:

사랑받고 사랑스러운 당신도 떠났다!/ 청춘과 청춘의 애정이 저에게 결속된 사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나에게

해 주었는데/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더라도 나에게서 물러서지 않았다./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당신은 존재를 그쳤다!/

                                                                                                                              

규제되었다. 여기에서도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 풍 사상과 예술의 재발견은 덜 고귀한 사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59 Childe Harold 에서는, “여기 자학 (自虐)하는 소피스트, 거친 루소/ 고난의 사도, 열정보다 매혹을 던진 자,/ 그리고

비애로부터/ 압도적 웅변을 짜고/ 그를 비참하게 만든 숨결을 먼저 쉰 자/ . 그래도 그는 알고 있었다/ 광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 그러나 잘못된 행동과 생각 위에 하늘의 색조 같은 말를 덮고/ 햇빛처럼 눈 앞에 스쳐지나가는 말/

감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의 삶은 스스로 원했던 적들 또는 그로 인해 스스로 추방된 친구와의 긴

전쟁이었다/, 왜냐 하면 그의 마음이/ 의심의 성역을 키우고 / 그 자신의 잔인한 희생으로 / '그가 분노와 이상하고

맹목적인 분노로 맞싸운 종류를. 선택했고 / 그러나 그는 왜 열광했는지 어찌하여,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원인은

기술이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이성 의 모양을 입는 그 최악의 음조에. 질병이나 비애에 열광했다/"His

life was one long war with self-sought foes,/ Or friends by him self-banished; for his mind/ Had grown Suspicion's

sanctuary, and chose,/ For its own cruel sacrifice, the kind,/ 'Gainst whom he raged with fury strange and blind./ But he

was frenzied,-wherefore, who may know?/ Since cause might be which skill could never find;/ But he was frenzied by

disease or woe/ To that worst pitch of all, which wears a reasoning show.”



255

여기에 이 나그네 집에 온 것을 환영하기 위해 머물지도 않았다/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시간들  슬퍼하는 나/ 그

시간들은 아예 없었거나 다시 올 것이었더라면! /내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다시 새로운 돌아다닐 이유를 찾지

않았을 것이다!// 오! 영원히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사랑받는 당신!/ 얼마나 이기적인 슬픔이 과거에 대해 숙고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야 할 생각에 집착하는지!/하지만 시간은 결국 내게서 당신의 그림자조차 찢을 것이다./나에게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가혹한 죽음이여 ! 부모, 친구, 그리고 이제 친구 이상의 사람 죽음은 가지고 있다:/: 죽음의 화살은 그렇게 빨리

날아간 적이 없었고/비통과 또 비통이 계속 섞이고/인생이 아직 사랑 할 수 있는 그 작은 기쁨조차 낚아챘다. 360

바이런은 또한 Edleston 이 그에게 선물로 준 붉은 돌에 대한 별도의 시를 썼다 (The Cornelian).

361 쉽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낭도 (郎徒)가 신라 시대 향가 (鄕歌)에서 죽은 화랑을 칭송했거나

조선시대 남사당패가 화랑의 전통을 계승하여 멋(또는 풍류)을 내는 공연예술을 로스가 논의한

플라톤의 이상(理想), 즉 젊은이에 대한 사랑을 예술로 승화시킨 바이런의 동성시의 사례의

결실로 유사하게 볼 수 있다. (시, 즉 "담론": "하나의 아름다운 몸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언설을 낳아야 한다")

Byron 이 Edleston 과 육체적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가 그랬는지

의심된다. 그러나 Byron 의 시는 Byron 자신이 미소년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면, 답(答)은 물론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물리적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고전적 이상 (理想)에 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조지안 시대와 그 이후의 빅토리아 시대의 동성애 모랄의 전체 게슈탈트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그 당시 남색의 죄가

중대하고 가혹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는 시기에 동성애나 소년애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 의심

의식 (疑心 意識)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았던 것 같다. 19 세기 초 영국의 에들스턴과 바이런의

관계는 고대 이상주의에서 영감을 구한 고전에 조예가 깊은 지식인과 소도미아가 말하기 힘든

                                        

360 “Thou too art gone, thou loved and lovely one!/Whom Youth and Youth’s affections bound to me;/Who did for me

what none beside have done,/Nor shrank from one albeit unworthy thee;/What is my being! Thou hast ceased to be!/Nor

staid to welcome here thy wanderer home,/Who mourns o’er hours which we no more shall see --/Would they had never

been, or were to come!/Would he had ne’er returned to find fresh cause to roam!// Oh! ever loving, lovely, and beloved!/

How selfish Sorrow ponders on the past,/and clings to thoughts now better far removed!/But Time shall tear thy shadow

from me last./All thou could’st have of mine, stern Death! Thou hast:/ The Parent, Friend, and now the more than

Friend:/Ne’er yet for one thine arrows flew so fast,/and grief with grief continuing still to blend,/Hath snatched the little joy

that life had yet to love.”

361 바이런의 Thyrza 시와 라틴어 시 참조. (Karen Caines, “Latin in the Levant: Two Poems in Latin by Byron” The Byron

Journal. Vol. 46, no. 2,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18.) Byron 은 평생 동안 대부분의 이성애적 만남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사랑에 대해 경험하고 썼습니다. 동성시 “If sometimes in the haunts of men,” “Love and death,” “Last words in

Greece,”"은 그가 36 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불과 몇 년 전에 쓰여졌다. 또한 바이런은 괴테가 가끔 그랬던 것처럼 폭력,

강간 또는 강압의 함축 없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동성애를 주제로 삼았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의 경우와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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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였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사람들이 그 범죄를 고발하지 않는

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나타낸다. 그 증거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아주 유명한 예를 들자면

오스카 와일드 재판과 같은 사건) 남색 범죄을 입에 안 오르는 사회 조건 때문에 표현될 수 있는

동성애의 범위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범주가 사회에 정착된 이후보다 더 넓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는 이러한 사회적 과묵함은 친밀한 우정과 사랑의

표현(contrectation)의 넓은 범위의 가능성, 즉 동성 친구 사이의 친밀한 행동의 범위가 보다 넓다

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때때로 현대 서양인에게 "이상하다"고 생각케 하나 동양

인에게는 덜한 것처럼 특히 서면(書面)으로 강렬한 열정적 애정의 표현은, 금지된 성행위

(detumescence)의 범행을 더 쉽고 심지어 캐주얼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남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기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도미아의 법적 처벌이 중노

동의 징역 또는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까지 특정 경우에는 사형 선고까지362 내려지는 문화에

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없는 한, 동성간의 감정적 표현에 대한 큰 관용의 문화가 생긴 것 같

다. 사회는 일반적으로 동성 관계에 대해 "최선의 해석"을 적용했기 때문에 Byron은 자신의 진심

을 우아한 시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와일드는 빅토리아 시대의 상류 사회를

절대적인 한계까지 도전적으로 밀어붙였다)   

바이런의 시뿐만 아니라 많은 일기나 편지, 친한 친구 사이의 시는 사랑과 욕망의 열정적인 언

어를 담고 있을 수 있었으며, 특히 문학 작품은 그러한 감정 관계를 잘 대표한다. 19세기 후반부

터 “동성애”에 대한 대중화, 더 큰 공적 수용으로 역전된 이 역설(개방으로 인해 동성애에 대한

의심이 커짐)은 최근 몇 년 동안 동성애 오래된 텍스트를 "해독"시도에 관심을 가진 역사가와 사

회학자에게 매혹의 포인트가 되었다. 순수한 정신적/감정적 우정의 증거를 한편으로는 육체적 성

적 관계의 증거로부터 분리하고 다른 범주로 지정한다. 363 동성사회성 (homosociality)라는 용어는

성적 접촉의 증거가 없는 열정적인 동성 우정과, 다른 한편으로 성적 접촉을 암시하는 동성애

(homosexuality)를 구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특히 수면 준비는 현대인을 남을 "의심스럽게" 만

든다. 예를 들어, 에이브러햄 링컨은 여러 해 동안 한 연하 남자와 한 침대를 함께 썼고, 그 사실

                                        

362 프랑스는 1791 년에 반미신(反迷信)형법에 따라 소도미아를 비범죄화했고, 1890 년에 이탈리아가 뒤를 이었다.

비범죄화되지는 않았지만 영국에서 소도미아에 대한 사형은 1828 년에 폐지되었다.

363 예로, Eve Kosofsky Sedgwick,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Kevin MacDonald 이 지적한 이른바 "비판 문화"에 속하는 저명한 비평가인 Sedgwick 은 즉시 엔트모딕의

특징인 서구 전통에서 분리되고 그것에 무관심한 정치적 동기를 중심으로 분석을 집중한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사랑"

이라는 "특정 감정"에 대한 논의를 피한다. 그 이유는 그녀가 역시 "계급, 여성 및 젠더 시스템 전체 에 대한 권력 관계에

초점을 맞춰 욕망(구조)을 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남성 유대 (紐帶)"'는 미덕이 아니라 “호모포비아, 공포 및

동성애에 대한 증오"이기 때문이다. (<<Between Men>>, 서론). Sedgwick 의 더 없는 부정성, “적대감과 증오”에 대한

초점은 프로이트와 전후 엔트모딕 사상의 전형이며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초점과 문화적 과거 (유산)에 대한 완전한 무시나 포기의 문제는 ‘미끄러운 경사면’에 대한 유용한 보호 장치를

제거한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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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중 이목이 주목되자 링컨의 '성적 취향'에 대한 활발한 추측이 촉발되었습니다.364 전후 (戰

後)역사가들은 그러한 판단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여 정치적 정체성으로 "동성애자", "동성애 의심자

", "양성애자"의 목록에 역사의 구성원을 점점 더 추가해 왔다. 이것이 현대 역사학 연구의 핵심이

지만, 그러한 선입견은 19세기 바이런에게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19세기 한국인에게는 더 이상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학과 그 범주 이전에는 사랑의 행복이 있는 곳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

라 영적(축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후 성 해방 운동가들의 영웅인 Wilde조차도 오늘날의

영적/축약보다 타락의 부재 또는 존재를 강조하는 것을 천박하고 무미건조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

니다. 자유로운 contrectation과 detumescence의 평가절하라는 사랑관은 Rousseau의 <<고백록

>>에서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곳은 없다.

과도하게 문명화된 사회에365 진정한 감정(진실함 또는 성실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루소

는 자신의 잘못된 결험을 포함하여 진실하고 진정한 인간의 열정에 대한 예시적인 설명을 제공했

다. 이것은 그의 문학에 높은 수준의 본능적 ‘진실성’을 부여했다. 더욱이 단순한 자연으로의 회귀

는 루소에게 있어 인간의 완전성에 이르는 길이었으므로 더 높은 의미를 지닌다.

Rousseau는 그의 문헌, 특히 Confession에서 나타나는 동성과의 깊은 동지애를 보여주었다

그는 또한 인간의 후천적인 ‘악한’ 성격의 본보기인 야만적인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정 (情)이 결여된 동성 detumescence)였다.

자신의 <<고백록>>에서 루소는 자신이 자위 행위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무례한 낯선 남성들에

게 ‘습격당’했던 젊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러한 만남은 그를 두렵고 역겹게 하지만, 그는

완전히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 쓰는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들과 공유한다. 루

소에게 있어서 다른 남자와의 자위는 감정 없는 성행위, 비인간적인 남성적 야만성, 덧없는 공포

의 사건이었고, 그의 독자들의 감정은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루소의 가장 악

명 높은 구절 중 하나인 원초적 묘사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이것이 detumescence의 공포와 수

치심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루소는 "플라토닉한" 동성 매력, 진지하고 긍정적인 친밀감 및 우정을 표현하는

과장된 contrectation를 표현하는데 큰 자유를 보인다. 18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유럽 소설인

<<Julie, ou la nouvelle Heloise>>에서 Rousseau는 Heloise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남자와 결혼하기

를 주저하는 Heloise와 그녀의 절친한 Claire 사이의 깊은 우정에 대해 썼다.366 그러나 그것은 변

태나 타락 (detumescence)의 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격렬한 contrectation이다. 동성에 대한 그러

한 사랑의 표현- 비록 이성에 대한 사랑을 능가한다 할지라도 detumescence가 실천(노출)되지 않

                                        

364 C. A. Tripp, <<The Intimate World of Abraham Lincoln>>.[ New York: Free Press, 2005.

365 프로이트가 문명의 ‘병’을 인간에게 원래 있었던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희망이 희박하고, 그 상황에서 detumescence

중심의 정신분석의 "치료"를 통해 많은 명성을 얻었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Freud 는 기존 질서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고 늘 그 해체 필요를 암시한 반면, 루소는 문명의 부정적인 면을 (modic 적으로) 부자연스럽게 획득된 것으로 보고

진정성과 감성 (sentiment)으로의 회귀를 통해 항상 치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세계관은 엔트모딕

신자유주의적 세계주의와 전통주의 사이의 현대적 전투를 요약한다.

366 “Claire Loves Julie: Story of Women's Friendship” ,Hypatia vol.9, no.3, Summ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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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면, 비난되지 않았고 의심되지도 않았다.

OSP 도독하에서 detumescence는 결코 친한 우정의 상황으로 표면상 가정되거나 읽혀지지 않았

다. <<고백록>>에서 루소는 두 남자, 그 하나는 Bacle에 대한 자신의 끌림에 대해 쓴다.

“이 바클은 매우 밝고 유쾌한 젊은 친구였으며 생동감 넘치는 말투로 가득 차 그의 나이에는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

다. 그러면 즉시 내가 M. Bacle에 기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를 그만둘 수 없을 정도로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곧 제네바

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했는지! 나는 그것의 모든 힘을 느꼈고, 이 소중한 간격을 최

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그가 나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머리

는 아직 허가 없이 집을 나갈 생각을 할 만큼 내 태도는 아직 충분히 바뀌지 않았지만, 백작은 그가 내 모든 시간을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따라서 그는 집에 금지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내 친구 Bacle 외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수도원에도, 백작에도 가지 않았고, 더 이상 집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거듭되는 질책에 주의를 기울

이지 않았고 결국 해고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위협은 Bacle이 혼자 떠나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생

각을 암시했기 때문에 나의 파멸이었습니다” (<<고백록>>에서)

루소는 바클에게 너무 도취되어(여기서는 연상 [年上]이 아닌 연하[年下]의 남성으로) 의도적으로

(나이 든 루소 자신이 돌이켜봤을 때 "황당한 행동"이라고 묘사했다) 자신의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친절한 상사를 배신하고 그의 후원자이자 연인인 Madam de Warrens의 친절을 시도한다. 이는

단지 한판의 젊은이 특유의 여행에서 Bacle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고백한다. 루소는 그의

상사인 파브리아 백작이 루소에게 “[너]를 유혹한 무가치한 사람을 더 이상 보지 말라”고 충고했

으나 루소는 듣지 않았음이라고 썼다. 두 사람은 여행을 가면서 점차 돈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드 워렌의 집까지 가게 되고, 이별을 준비하는 루소는 바클에게 냉정하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상

당한 감정적 투자가 없었다면 불필요했을 보상적 행동). 그러나 Bacle은 상황을 읽고 Rousseau의

"불일치"를 분개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이 드 워렌스의 집에 접근하자 바클은 "당신은 이제 집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루소에게 포옹을 하고 작별인사를 하고는 등을 돌리고 사라진다. “그 이후

로 나는 그의 소식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남성 contrectational 사랑은 여행 중인 음악가 Venture de Villeneuve에 대한 것인데, 루

소는 그에게 반했지만 드 빌뇌브와 관련되는 것이 부끄럽고 불특정한 신체적 부적합을 느낀다. 

M. Venture에 대한 나의 애착은 그 원인이 더 합리적이었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덜 황당해지만 M. Bacle에 대해 생각

했던 것보다 더 활기차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고, 듣고, 그의 모든 행동이 매력적으로 보였고, 그가 말한 모

든 것이 나에게 신탁이었지만, 그 마법은 내가 그를 그만두지 못하게 할 만큼 충분히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마

담 드 워렌(Madam de Warrens)에게 그에 대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이야기했고, 르 마이트르(Le Maitre)도 마찬가지로 그

를 칭찬하면서 말했고 그녀는 우리가 그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

다. 그는 그녀가 잔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그를 자유분방한 사람 (libertine)으로 생각했으며, 내가 그렇게 나쁜

지인을 형성했다는 사실에 놀라서 그를 그곳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내가 이 젊은이

와 함께 달려온 위험을 너무도 강렬하게 그려서 나는 집착에 굴복하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행복

하게도 내 매너와 슬기 모두를 위해, 우리는 곧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Villeneuve의 재능과 사회적 성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루소는 빌뇌브를 다시 찾는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의 재능과 사회적 성공은 "Rousseau의 열광을 완성"하고, "M. Venture 외에는 아

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마담 드 워렌스조차 잊게 만들 뻔했다" 등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거 후 상

황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이별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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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것들은 <<고백록>> 에서 감정적 경험의 그 복잡한 만화경 속의 두 개의 작은 장면이며, 

그 자체가 전근대 글에서 동성 우정에 대한 가장 열정적인 묘사는 아니나, 그것들은 성욕학의 출

현 이후 인간의 친밀함이 근대의 범주 "동성애 행동"과 "이성애 행동"으로 이원화되어, 다시 현대

의 범주 “동성애 행동”과 “동성사회적 행동“의 더 세밀한 분류화로써 영향을 받은 현대 감수성에

대해 "낯설게” 된 남성간(여성간) 친밀감에 대한 많은 문학적 및 서간적 표현과 일치한다. 성욕학

이전의 에로 (그리고 한국의 동성간 ‘멋’/풍류)를 이해하려면 루소와 바이런의 열정을 단수

contrectational 사랑으로 인식해야 한다. 18세기와 19세기 인간은 detumescence (소도미아)를 일

으키거나 일으키지 않을 수 있고, detumescence의 여부는 전자 contrectation의 질(質)이나 도덕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상 잠재적으로 다양한 (그러나 상호 반대되는 것은 아닌) 감정의 정도

를 가진 단일한 "목적(론)"을 인식해야 한다. 현대 한국인이 ‘범주’에 집착하는 보통의 서양인보다

그런 열정적인 우정의 예가 덜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는 한국인이 선조(先祖)의 문화에 더 가깝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바이런의 용감하고 낭만적인 동성 에로스 표현에 의해 촉발된 19세기 후반과 20세

기 전반 (前半)의 ‘작은 르네상스’가 어떻게 확장되고 발전했는지, 엔트모디가 독일의 모딕 eros 

문화와 어떻게 부정적으로 상호 작용했으며, 결국 1930, 40년대의 전쟁 경험은 모딕적,

contrectation기반 문화의 질식 및 매장으로 이어졌고, 높은 문명에 대항하는 엔모딕스트들이 성

을 무기로 사용하는 수준 낮은 detumescence 기반의 소위 “카바레 문화’에 의한 엔트모딕 승리

의 문을 열어 버린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 르네상스’의 확장과 발전 단계는 역사학, 

문학, 과학의 영역에서 동성 문화와 학문의 작고 불행하게도 단기간의 르네상스였다.  

6.4 고전 (Modic) 동성애 문학, 역사학, 성욕학

고전적 전통의 회복에 기초한 조용한 혁명은 동성애가 과학으로 연구되기 시작하고 바이런과

휘트먼의 동성 에로시가 풍부한 개성으로 쓰여진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이고 contrectation에 기초

된 고전적인 주제를 제시하던 시기에 작가들 사이에서 문학 사조(思潮)을 통해 처음 전파되었다.

바이런 이후로 "그리스의 사랑"에 대한 감상적인 시를 짓는 것은 영국의 많은 교육받은 남성들

사이에서 지하 오락으로 성장했다.367 빅토리아 시대의 OSP 하에서 영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금지

된 주제였으나 문학은 새로운 소학파를 탄생시켰고 머지 않아 그 공동체의 소수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공동체적 확인으로 강화되었다. 시를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고백함

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존재와 법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불행을 반성하면서 사회를 외적으로 생

각하기 시작했으며 368 옥스퍼드의 일부 학자들은 동성 사랑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그리스 저술의

                                        

367 한편 J.A. Symonds 는 1873 년에 <<A Problem in Greek Ethics>>를 저작한 당시 영국은 유럽의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동성애를 엄벌했다. 그러나 많은 유럽 과학자들은 1868 년에 창안된 용어인 “Homosexualitaet”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는 종교적(원래는 비유럽인) 소도미아 개념에 도전했으며 그들의 활동은 영국 내 변화를 촉발했다. 

영국의 법적 기관은 심리학자들이 유럽에서 "sexual Inversion"에 대한 연구를 금지하려고 시도했으나 영국 지식인들은

대륙 여행 중에 이러한 연구를 접하고 영국에 다시 소식을 전하고 심지어 대륙 학자들과 편지를 교환했다.

368 James Patrick Wilper, Chapter 3, “The manly love of comrades” in Reconsidering the Emergence of the Gay Novel in

English and German. Purdue University Press, 2016. 71-9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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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연구 커리큘럼(예: Ross가 인용한 <<Symposion>>)에서 오랜 검열을 제거하려고 했다.

동성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리스어 텍스트에 정통한 옥스퍼드의 고전학자 존 애딩턴 시먼즈(John 

Addington Symonds)(1840-1893)는 유럽 전통 문화 유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의 기독교화된

도덕적 세계에 개입하려고 시도하고 일종의 진정한 문화적 대안을 추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한편 대륙에서 Byronian 시에서 영감을 받아 ‘남남 사랑’ (mannmaenlichen Liebe),

‘Urning(동성애자)의 사랑’에 대한 수많은 대담한 독일어 논문을 발표한 독일 변호사 Karl 

Ulrichs 에서 영감을 받은 Symonds 는 또한 미국 시인 Whitman 의 시에서도 영감을 얻으면서

시에 먼저 주력을 기울렸으며, 곧 ‘역사’, 사회’에 관심을 돌렸다. 그는 1873 년 <<A Problem in 

Greek Ethics>> (그리스 윤리의 문제) 를 저술했으나 사회적, 직업적 문제의 우려가 있음으로

인해 1883 년까지 출판하지 못했고 그 후 10 부만 인쇄되어 가까운 친구들과 공유되었다. 감상적

시에서 역사학에 이르기까지 Symonds 는 1891 년 <<A Problem in Modern Ethics>> (근대

윤리학의 문제)로 정치적 논쟁을 직접적으로 진행하여 Inversion (동성애)과 관련된 기독교 사상과

그리스 사상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그는 현스위스에 거주하며 100 권을 출판했다. 

모든 면에서 이것은 기독교를 통하여 중동에서 수입된 OSP 도덕관의 부정적 양상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의 아들’들에 의해 고대의 고급 사상을 기초로 한 정당한 혁명의 시작이 되었다. 고전

교육을 받은 시몬즈는 평생 고대 그리스인을 존경했으며 고대 그리스인들이 “윤리적 공적 생활의

지침서”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369 1880년 아내와 (당시) 두 자녀와 함께 스위스로 이주한 후 시

먼즈는 르네상스 시기의 광범위한 연구에 전념했으며, 미국 시인 Walt Whitman과 서신을 교환하

기 시작했다. Whitman의 고전적인 주제의 Calamus시는 "동지들의 사랑"을 찬사하여 그를 초기

영국 동성애 개척자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370   휘트먼의 "동지애의 복음"이 그리스의 도리안

(Dorian) 부족들 사이의 동지애를 상기시켰다고 말하면서, Whitman의 시가 자신의 그리스 에로스

전통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었다고 시먼즈가 말했다.371

서구 동성애 역사에서 시먼즈의 핵심 작업은 바로 <<그리스 윤리학의 문제>>(A Problem in 

Greek Ethics)"이다. 이 소 (小)역사서는 그리스의 에로스, 특히 소년애의 전통을 명예와 높은

이상에 기반한 특정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372 서구 최초의 근대 동성애

                                        

369 Emily Rutherford, “Impossible Love and Victorian Values: J..A. Symonds and the Intellectual History of Homosexuality”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75 no. 4,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4. 3 쪽.

370 Neil Miller, <<Out of the Past: Gay and Lesbian history from 1869 to the Present>>. First Vintage Books, 1995. 3-

12 쪽.

371 James Patrick Wilper, 위의 책.

372 여기서 시먼즈는 그리스 에로스의 이상 (理想)을 기독교 도덕에 대한 대안적 이상으로 칭송하지만, 근대 사회에서

소년애의 실천을 주장한 것은 아닐 것 같다. 시먼즈 자신은 남성과 contrectation 중심의 (플라토닉한) 연애를 했으나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을 하거나 그러한 접촉을 옹호한 적이 없다. 1876 년 1 월에 동성애자 시인 Edmund

Gosse 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먼즈는 “물론 이 그리스의 사랑은 근대 세계에서 번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과 질(質)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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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서로서 (단지 동성애에 관한 최초의 근대 학술 논문은 몰(Albert Moll)이 저작했음), 시먼즈는

그를 쓰게 된 동기를 설명하면서 그가 사회와 민족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그리스 동성애 문화를

재분석하려고 시도했다고 썼다:

이 주제에 대해 의학 및 법률 작가들은 과소평가를 받았지만, 역사적으로 여기에서만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열정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영적 가치를 갖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고 한 위대하고 고도로 발달된 인종[즉, 고대

그리스인]의 예를 가지고 있다373

시먼즈는 그리스 동성 섹슈얼리티 주제에 대한 방대한 역사적 증거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출처가

더 이상 지난 몇 세기처럼 숨겨지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아테네의 세련되고 지적인

문화에서” 그리스인의 열정이 취한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의 소연구에서 역사 사건, 시, 비문, 예술 등 현존하는 풍부한 자료를 활용하여 고

대 그리스의 파데라스티아(소년애) 관습을 중세부터 서양 지식을 지배한 관점 [여기서 말하는 OSP]에

서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자체의 저술에 존재하는 고상한 원칙과 미학을 통해 해석했다. 그는 그

리스인들이 두 가지 형태의 소년 사랑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멸시를 받았고 다른 하나

는 칭찬을 받았다. 

사랑을 받는 사람에 대한 존경이나 헌신이 없는 일시적인 욕망의 만족에 근거한 행동은 비열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동성 행위는 우정의 유대에 기초하고 방탕하지 않고 서민과 철학자, 전사, 운

동 선수를 구별하고 그들의 정서적 우월성을 표현했다. 따라서 시먼즈는 근대의 감성에 이상 (異

常)하기는 하지만 남성과 청소년 간의 동성 행위는 고상한 그리스인들에게 최고의 사랑의 형태로

간주되었다고 주장한다. Paiderastia는 잔인하거나 여성적이거나 (Schythia에서는 여성적인 동성 문

화가 알려져 있었지만) 철저한 관능주의, 자기 이익 또는 금전적 이득에 관심이 없었다. (“여성에

대한 사랑은 육체적인 필요이지만 남자에 대한 사랑은 고급 문화의 산물이자 철학의 부속물아다. 

Paiderastia는 저속하거나 천상의 것일 수 있다. 두 번째는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추구할

것이다.” (Symonds, 1908, 23쪽) 시먼즈는 호메로스의 영웅 시대 이후에 명예로운 그리스의 파데라스티

아가 호메로스의 영웅주의와 관능적인, 즉 고귀한 영웅 정신과 육체적 결합의 "혼합물"이었다고

이론화한다. 

시먼즈는 동성 사랑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편향된 근대 지식인의 인식을 자극하는 수단

으로 "원래 맥락"의 다시 찾기에 기반한 역사 재작성을 옹호했다. 그는 근대의 동성애를 섹슈얼리

티의 "부패된 형태"로 보지 않았고, 단지 사회의 관점 [OSP 관점]이 타락적이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세력으로 보았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심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 영혼에 깔라무스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우정에 대한 헬레니즘적 열정을 예술의 동기로 삼지 말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쓴대로이다. Calamus 는 물론

Whitman 시의 우정 정신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 욕망에 대한 시먼즈의 견해는 휘트먼의 견해와 매우 흡사했다.

두 시인 모두 승화된 형태의 동성에 대한 성적 끌림을 높이 평가했지만, 시먼즈는 많은 동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끌림을 고백한 반면, 휘트먼은 평생 인정하지 않았다. Symonds 는 Whitman 에게 편지에서 그에 대해 물을 용기가

있었는데 Whitman 은 다서 부정적인 어조로 대답했을 뿐이다. (Wilper, 위의 책 참조).

373 J.A. Symonds, A Problem in Greek Ethics, The Areopagitiga Society, London, 1908.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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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인들이 파데라스티아 또는 소년애라고 부른 것은 가장 고도로 조직화되고 고귀한 활동을 하는 국가 중 하나에서

인간 문화의 가장 찬란한 시기 중 하나의 현상이었다. 그것은 그리스 사회 생활이 도덕적 또는 정신적 구별성(측면)에서

헬레네에 접근하는 다른 민족들의 사회 생활과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다. 그들의 여러 공동체에서 그토록 놀라운

관습의 역사를 추적하고 이것이 가능한 한 이 주제에 대한 그리스인의 윤리적 감정을 확인하는 것은 과학 심리학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가 근대 법학자, 정신과 의사, 법의학 작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것보다 다른 관점에서

주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Symonds는 전통의 재발견이 과거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개선을 위해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발상은 사회 및 법적 개혁의 근거로서 A Problem in Greek Ethics, 뿐만

아니라 그의 A Problem in Modern Ethics 에도 퍼져 있다. 따라서 40대의 나이에 들어 Symonds

는 “근대 법의학자, 정신과 의사, 법의학 작가”가 활용하고 있던 일반적인 OSP 문화 용어가 아니

라 고전 문화의 관점에서 “전통”을 재정의하려고 시도했다. 시몬즈는 “또 다른, 보다 진정한 유럽

의 관점에서 주제에 접근하고 싶었다.

예를 들어 많은 출처를 통해 Symonds는 영웅 이야기와 실제 삶 모두에서 소년애가 그리스 남

자들에게 큰 용기와 애국심의 행동에 영감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전장에서는 전사가

연인 (사랑하는 소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보다는 기꺼이 죽었다. Symonds는 헌신적인 연

인 쌍에 의한 전쟁에서의 자기 희생의 그리스 역사 전반에 걸쳐 수많은 예를 인용하며, 이 남성

적인 감정적 유대는 Dorians (Cretans 및 Spartans 포함) Thebans 및 Ilians에 의해 동원되어 이러

한 종족의 큰 군사적 성공으로 이어졌다. 

아름다운 청소년 전사와 추종자의 구성 측면에서 비록 구조가 다르나 한국인은 그리스와 신라

화랑 시스템 사이의 특정 문화적 유사성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 구성은 개인 전사와 개인

청소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의 경우 단체 (낭도)와 청소년 또는 청소년들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그러나 전장 (戰場)에서 욕망과 용기가 뒤엉켜 두 시스템을 모딕 시스템으로 결합된다. 

Plutarch는 테베의 특수군 (Sacred Band of Thebes)이라고 불리는 동성 군사 조직에서 전사가 “그

를 죽이려고 하는 적에게, “그의 연인이 뒷면(등)에 상처 입은 것을 보고 얼굴이 붉어지지 않도록

앞면 (가슴)으로 그를 찔러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청)소년애 (Paiderastia)는 교육과도 관련이

있다. 스파르타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찍 집에서 헤어지게 되었고 가족의 영향이 거의 없었으며 소

년애는 멘토링과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크레타에서 한 남자가 우정의 끈으로 청년에게 자

신을 묶이고자 하면 그는 그를 집에서 데려가 두 달 동안 언덕에서 사냥과 고기잡이를 하며 함께

살았다. 그 남자는 젊은이에게 선물을 준 다음 그를 친척들에게 집으로 보냈다. 청년이 남성에게

학대를 당했다면 법무부에 신고할 수 있었고, 만족하면 그 남성의 '전투와 생명의 동지'가 되어

공개적인 친밀감을 느끼며 살게 된다. 그리스인에게 파이데라스티아는 방종한 정욕(Hybris)이 아

니라 억제(Poikilos)에 묶였으며, 그리고 몸보다 영혼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 것들에 관심 있

는 사람들에 의해 "자유, 남자다운 스포츠, 가혹한 연구, 열정, 자기 희생, 자제 (自制), 대담한 행

동에 대한 문화적 미학적 평가의 일부였다.”374

Contrectation에 대한 긍정적 감상의 미학에 초점을 맞춘 화랑전통과 그리스 전통은 모두 OSP

와, 신의 진노(震怒), 죄악중심주의, 그리고 detumescence에 부정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깊은 염세

                                        

374 J.A. Symonds,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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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사상에 기반한 엔트모딕 도덕 형식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거기에 욕망의 영역에서 어

떠한 contrectation도 역할을 하지 않는다.

6.5 시먼즈의 동성 역사학의 국제적 영향

영국 심리학자 Havelock Ellis(1859-1939)와 Symonds 의 창의적인 연결과 관련하여 Symonds 의

아이디어가 널리 퍼뜨렸다. 1880 년대 중반에 시먼즈는 자신이 수집한 전 세계의 동성애 관련

자료로 풍부한 그의 방대한 양의 연구 데이터를 포함하여 책을 공동 출판할 가능성에 관해

Ellis 와 서신을 교환하기 시작했다.375 유럽 대륙에서 종교적 관념에서 과학적 관념으로 성 인식의

점차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시먼즈와 Ellis 는 "homosexual"이라는 단어를 영어에 처음

도입했다-- 시먼즈는 그 기회를 잡아 1880 년대 초부터 고대 그리스에 대한 자료 수집, 그가

학생으로서 공부한 그리스 고서(古書)에서 보이지만 영국 학계에 의해 은폐된 고전 에로스 문화

(전통)을 특히 엘리스의 연구와 혼합하여 더 넓은 독자층을 그의 연구에 노출시키는 수단으로

엘리스에게 호소했다. 그들은 먼저 시먼즈의 문화 데이터를 추가하고 1896 년에 독일어판로

<<Das kontraere Geschlechtsgefuehl>> (반대되는 성감정)을 냈고 (시먼즈의 에세이가 포함된), 그

다음 해 그 영문 번역본 <<Sexual Inversion>> (성역전) (1897)으로 단행본으로 펴냈다.       

시몬먼즈의 동정(同情)적인 문화적, 고전적, 긍정적 contrectation 기반 접근은 과학적 이론과

결합하여 과학적 내용을 부드럽게 하고 풍부하게 했으며 엘리스가 자신의 주제에 대해 더 교양

있고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에밀 졸라(Emile Zola)가 구현한 자연주의 문학에

대한 기존의 다윈주의 과학의 영향에 대한 대응물로서 과학에 대한 문학적 영향은 엘리스와 기타

유럽의 초기 성욕학자,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전 세계 성욕학자와 역사가의 공명을 일으켰고 그

연구 태도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고양시키는데 기여했다. 

20 세기 초반, 성욕학은 엘리스의 다권작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Sex: A Manual for 

Students>> (1933) (그 당시 《性心理學研究錄》로 알려졌다)이 중국에 도달했다. 무려 7 권의

빽빽한 학술집을 중국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의 주요 요점을 중국어로

번역한 책을 한 권으로 출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으므로 1944 년 사회학자 반광단(潘光旦)은

<<性心理學>> 를 출간했다. 그의 요약본에서 반광단은 <<Sexual Inversion>>에서 Symonds 의

그리스 데이터에서 영감을 받아 Symonds 가 한 것처럼 중국 동성애 역사에 대한 부록

(“中國文獻中同性戀擧例”)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성욕학과 관련하여 쓰여진 중국 최초의 근대

동성애 역사 서술이다. 반광단의 의도는 어떠한 과거의 "황금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Ellis 의

                                        

375 Ivan Crozier, “Introduction: Havelock Ellis, John Addington Symonds and the Construction of Sexual Inversion”. in

Havelock Ellis, John Addington Symonds, Sexual Inversion. Palgrave Macmilla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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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Symonds 의 에세이에 상응하는 중국어로 보완하여 그의 요약본을 중국 독자에게 더

적절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부록>에서 그가 요약한 중국 "전통"에 대한 반광단의 태도는 크게

Ellis 와 Symonds 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376 Ellis 는 동성련애가 대자연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서양 역사를 통틀어 많은 위인들의 특징이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한다(Ellis 의 연구에서 Symonds 의 ‘문화 기여’에 의해 분명히 강화된 점). 즉 생물학에

변이가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히 병리학의 변이가 있다. 반광단은 동성련애를 “특정

장소와 시대에 존재하는 사회-병리적(“社會變態的”) 경향”이라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본질적으로

동성련애의 편재에 대한 Ellis 의 관찰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행위가 처벌되거나

비난받아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517).377 반광단은 "逆轉"으로 번역하는 단순히 "inversion"이다.

한편 영광스러운 동성의 과거를 추구하고 고상한 이상주의의 회복을 통해 동성애에 관한 담론을

금지된 비밀에서 새로운 과학적 통합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된 담론 (그것이 그 달

시 ‘병리학’으로 인식되었긴 하나)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려고 노력했던 시먼즈와는 달리, 동성애

에 대한 관심이 조화롭게 사회에 스며들자 반광단은 Ellis에 더 가까운 좀 더 산문적이고 객관적

인 과학적 입장을 취했다. 반광단이 그 주제에 대해 전문적이거나 일시적인 관심 이상 (以上)을

가졌다는 증거는 없다. 일본의 상황은 조금 달랐다.

Ellis가 1897-1920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한 Ellis의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Sex>>

는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일본에서 발췌 및 전체 번역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시먼즈의 <<그

리스 윤리의 문제>>는 일본어 번역 없이도 영어 원문을 통해 근대 일본 동성애 지식에 큰 영향

을 미쳤다고 본다. 

이와타 준이치(岩田準一) (1900-1945)는 18세 때부터 일본의 전통적인 동성 관습인 난쇼쿠(男色)

의 문학사적 표현을 연구하고 역사화하기 시작했다. 이와타는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의 주

요 관심사로 이 프로젝트를 열렬히 추구했다. 그는 초기 고전 문헌에서 난쇼쿠에 대한 모든 언급

을 찾아 문헌, 설화, 일기 및 기타 기록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일본 최초의 근대 동성 문학사(男

                                        

376 Ellis 는 "동성애"를 객관적으로 다루었고 범죄, 퇴행 또는 질병의 전제 (前提) 없이 때로는 가혹한 과학 용어의 영향을

크게 완화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반광단의 중국 과거에 대한 성학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나중에 중국에서 나타난

동성 역사학 연구를 통해 몇 십년 동안 계속 이어졌다. 특히 唯性史觀齋主著, <<中國同性戀秘史>> 上,下, 香港::

宇宙出版社, , 1964 참조. <<中國同性戀秘史>>는 중국 동성애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로, 익명의 저자에 의해

1964 년에 발표되었으며 그후의 동성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 (小明雄，<<中國同性愛史錄>>，香港：粉紅三角出版社，

1984. 王書奴，<<中國娼妓史>>，台北市：萬年青書店，1971.  矛鋒，<<同性戀文學史>>，台北：漢忠， 1996,  周華山，

<<後殖民同志論>>，香港：香港同志研究社，1997.). 이와 유사하게, 이와타 준이치의 주요 연구는 후기 일본 동성 역사와

심지어 일본 최초의 영어 동성 역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377 霭理士 原著 (潘光旦 譯註) <<性心理學>>, 生活, 讀書,新知三聯書店,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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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史)를 작성했다. <<犯罪學>> 잡지378 .에 1930년과 1931년에 연재된 그의 연구는 그 범위와 종

류의 연구로서 세계 최초의 연구물이다.

이와타는 시먼즈의 열렬한 애독자이었던 에도가와 란포(江戸川 乱歩)(1894-1965)의 오랜 친구였

기 때문에 젊은 민족지학자 이와타가 일찍부터 시먼즈의 <<그리스 윤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에도가와는 시먼즈의 작품에서의 그리스 고전주의를 특히 좋아했다. 379

이와타가 Symonds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20세기 초 작업이 알려지거나 일본어로 번

역된 모든 서양 성학자 (Ulrichs, Kraft-Ebing, Carpenter, Ellis 등) 가운데 후에 <本朝男色考>>로 출

판될 동성애에 관한 이와타의 관점은 방법론과 정신 면에서 시먼즈의 것과 가장 가깝다는 사실에

서도 암시된다. 이와타는 <<범죄학>>에서 그의 주요 연구를 출판한 후, Symonds의 또 다른 열

렬한 애독자인 동료 민족지학자 미니카타 쿠마구수 (南方 熊楠) (1867-1941)와 여러 해 동안 편지

를 주고받았다. 이와타, 에도가와, 미나카타에게 난쇼쿠 (동성애)는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시먼즈의 역사서에 대한 그들의 수용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Symonds와 마찬가지로 이와타는 고대 문헌과 역사 자료의 탐색을 통해 후속 근대의 문화적 쇠

퇴로 자신이 보는 것과 달리, '순수성'과 '아름다운 친구' (うらわしき友)의 남색(‘衆道’) 황금기를 밝

히려고 했다. 따라서 영국과 일본 모두에서 찬란한 동성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먼 과거를 탐색하

는 것이 근대 동성 역사서의 첫 단계를 특징짓는다.

이와타가 그의 역사학 프로젝트에서 서구의 성학 이론에 대한 언급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문학 분야에서 동성애 담론이 서구에서 발전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전의 황금 시개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근대적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던 시먼즈와 분명한 유사점이 존재한다. 이와타

는 유사하게 영광스러운 일본의 과거를 포착하기를 열망했으나 OSP 하에서 유럽의 오랜 억압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었고 근대에서 고전적 가치에 뿌리를 둔 새로운 사회적 수용의 희망을 낙관

적으로 본 시먼즈와 달리 이와타는 일본의 전통이 단순히 근대에 타락했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

다이쇼 시대에 에로 구로 마니아로서의 동성애에 대한 대중의 관심 부상또한 성행위와 성행위에

대한 욕망을 둘러싼 "자유롭고" 공개적인 표현 -- 이와타와 미나카타에게 혐오스러워 보이는-- 근

대적 형태의 “대유행”에 비추어 볼 때, 마음 높은 이와타는 일본의 동성애 문화가 쇠퇴하고 근대

의 “부패” 상태가 되기 전에 어떻게 기원, 발전, 번영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거와 초기 기록(도쿠

가와 시대 이전에는 그리 많지 앟음)을 되돌아보고자 한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타

의 현재에 대한 불만은 수세기 동안 동성애에 대한 고전적 관념이 묻혀 있던 유럽에 비해 비교적

                                        

378 연구 (<<무로마치 시대 남색사>>)와 ‘범죄’와의 이러한 연관성은 이와타를 불쾌하게 했을 것이겠으나 그의 원고는

<<中央公論>>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와타의 연구는 <<本朝男色考>>의 제목으로 사후에 출판되었다.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와타는 난쇼쿠 문화의 "중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원 문화 (“僧侶와 男色”) 에서 궁정 및 사무라이 문화

(足利將軍의 男色”)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층 계급으로 이동했다고 이론화한다. He confirms this through his analysis of

poetry form different periods.. 岩田準一, <<本朝男色考>>, 발행자 岩田貞雄, 1974. 사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학

도서관에 감사드립니다.

379 Gregory Pflugfelder, <<Cartographies of Desire>>, Universiy of California Press, 1999 p, 306. 그리고 Jeffrey Angles,

<<Writing the Love of Boy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1. Chapter 4, 143-19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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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일본의 전통과 근대성의 대조와 모순의 심각성에서 기인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근대적 대조와 모순에 대한 일본인의 대응은 시먼즈처럼 희망이 아닌 깊은 후회로 가득

찬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이와타는 일본의 근대 동성애의 타락한 상태를 성욕학이 동성애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근대

병리학 용어와 매우 유사하게 이해했다. 그의 연구에서 이와타는 동성애에 대한 근대의 비뚤어지

고 “변태적” 과학적 견해의 전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서양의 성욕학 이론 중에서 많은

부분이 다소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 데에도 불구하고 (Ellis, 특히 Carpenter와

같은) 그의 근 동성애 문화에 대한 견해는 성욕학의 최악의 가정 (假定)과 일치했다.380

분명히, 이와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와 다른 사람들이 성 과학으로 그것을 보는 법을 배운

대로 현재(비뚤어진, 변태)에 대한 불만 때문에 과거를 바라보았다. 전해진 편지에서 동성 사랑에

대한 이와타의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와타의 <<범죄학>> 기사가 유명한 자연사학자 미나

카타의 관심을 끌었고 두 사람은 120자에 걸친 난쇼쿠와 난쇼쿠 이론에 대한 서신 교환을 시작

했다381  미나카타는 다이쇼 시대의 도쿄 공원의 "저속한" 남색매춘 [카게마]과 도쿠가와 시대의

문학적 묘사에서 볼 수 있는 남색상을 한탄하며 오히려 戰國시대 '황금시대'의 플라톤적 남성 유

대를 가리켰다. 여기에서 두 사람은 남색의 황금기를 '순수함'과 '아름다운 친구'(うらわしき友)로

표현했다. 이와타는 남성간 사랑을 남성간 욕망으로부터 분리하여, 후자를 낮은 수준으로 분류하

며, 미나카타는 ‘이를 남성의 순수한 길 (‘男道’ 혹은 '神靈情') 및 불순한 길 (‘男色’ 혹은 '性慾情')

라고 부른다. 미나카타가 보기에 일본 문헌에서 남성과 남성의 관계는 대부분 후자를 다룬다. 이

와타와 미카타는 근대의 동성애자를 “역겹다”고 여겼으나,382 이와타는 아내와 아이들을 가지면서

                                        

380 반광단과 달리 이와타는 일반적으로 근대 이전 일본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성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근대

일본 동성애 문화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사는 시대에 대한 보편주의적

범주의 과학적 가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각 역사 시대에 사용된 단어의 다양한 문화적 의미에 대해

의식을 갖고 있었다. 예로, 헤이안 시대 남성(<<源氏物語>>에서는 源氏와 小君) 사이의 정교 (情交)에 대한 용어로

‘남색’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한다.(25 쪽) 왜냐하면 남색의 개념이 아직 일본에서 발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일본 동성애의 "기원"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기원에 대한 엄격한 주장은 어리석은(愚か) 일이라고

불렀다. 그는 승려 쿠우카이 (空海) (774-835)가 중국 당(唐) 불교 문화에서 남색의 수행을 도입했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거부한다. 이와타는 오히려 <<伊勢物語>>, <<源氏 物語>>, <<日本書紀>> (720 년 완성)의 설화 <阿豆那比之罪> 와

같은 토속 설화에서 일본 동성 사랑의 "기원"을 이론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사기>>, <<유사>>의 ‘원화설’이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한, ‘남색 기원설’에 대한 질문은 한국에는 제기된 적이 없았다.

381 양자 편지의 발췌문을 한 곳에 보려면, Tsuneo Watanabe and Jun’ichi Iwata, <<The Love of the Samurai: A Thousand

Years of Japanese Homosexuality>>, Gay Sunshine Press, 1989. <<Partings at Dawn: An Anthology of Japanese Gay

Literature>>, Stephen D. Miller, ed., Gay Sunshine Press, 1996. 참조.

382 과거의 이 두 남성의 그 “역겨움”을 곧 성의 개방성, 혹은 성행위 자체에 대한 일부 구식, 후진적 사고를 드러내는

역겨움으로 읽거나, 그들을 정숙한 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성적 해방"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역겨움을

본질적인 요소인 동성 관계의 감정적 요소를 희생시키면서 성행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한 역겨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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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성애를 실천하고 있었고 미나카타도 젊었을 때 그랬을 수 있다.383

근대성에 대한 이와타와 미나카타의 실망감은 contrectation이 지배적 가치로 인식되었던 과

거에 비해 문화적 품질의 "하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이 시대가 인간적 상호작용의

미덕이 아니라 특정한 성행위에 대한 욕망에 의해 분류되고, 단순히 다양한 정도의 착색에 의해

서만 구별되는 보편적 contrectation에 대한 인식 없이 사람들이 분류되는 근대성에 비해 더 인간

적인 시대처럼 보였다. Meot, Eros, 그리고 여기에 ‘男道’ (順道)에 대한 일본어 용어 '道'를 추가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detumescence를 2차 고려 사항으로 이상적으로 이해하며 사소하고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무례하기까지 한 것으로 멸시를 받을 경우가 있었다. 대조적으로 여기에

서 "동성사회자" [?]와 "동성연애자"와 같은 대조적인 용어가 어떻게 사람과 행동을 상반적인 범주

로 더 나눔을 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두 범주 사이의 모호함을 인정하더라도 특정 사람을 어

떤 범주에 넣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남게 되고, 그 결과 사람을 보는데 ‘분류

기준’의 문화가 잔존하게 되어 사회 유대감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처럼 이와타와 미나카타의 편지 내용은 근대 이전의 남남 관계를 포착하는 능력에 대해 모딕

C/D와 엔트모딕 동성애성/동성사회성의 상대적 장단점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날의 이론

가들은 고대 그리스의 남성간 사랑의 관계에서 연상은 “능동 역할” (에라스테스, εραστής), 연하는

“수동 역할” (에로우메노스, ερώμενως)을 취해야 한다는 고정된 규칙이 있었는데, detumescence 

중심 문화에서 종종 이러한 고대 용어를 주로 성행위적 위치로 이해하며, 성적 관계를 배제할 수

도 있는 contrectatory 관계에 대해 이러한 용어를 거의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동성 역사의 경우 조선시대의 수동무 관계를 동성사회적/동성애적 패러다임에 맞추려고 하면 그

구분이 무의미하거나 터무니 없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 문학과 역사를 분석할 때 이 방식

으로 한다.)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모딕) C/D 이론은 성행위가 아니라 모딕 멋다운 수동무 관계, 

마찬가지로 에로스 관계, 그리고 ‘남도’ 관계를 특징짓는 보살핌과 상호 애정의 contrectatory 문

화에 초점을 맞춘 모딕 전근대 이상 (理想)에 더 가깝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detumescence 중심의 관점은 전근대 남성이 소년을 성추행한 상황을 전근

대 남성과 소년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공유하는 상황과 동일한 수준 (homosexuality)의 만남으

로 분류할 것이다 (이 때 맥락이 전근대 사회임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 반면에 C/D 분류는 성추행을 범

한 남자를 Diotima가 <<Symposion>>에서 설명하고, 전근대 난쇼쿠도 애호가들에게 찬사를 받았

으며, 조선 왕조 남색적 멋/풍류 관계에 대해 이론화되는 에로스 / 멋 / 남도 / 고상한

contrectation 원칙의 위반자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내재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이 이상화된 동성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나, 그것은 지

난 세기 동안 한국인의 마음에 그러한 과거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전통

의 원리가 ‘멋 교육’을 통해 무의식적인 문화에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타와 시먼즈의 곤경은 한국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이와타의 논문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학자 이석훈(李石薰)이 1932년에 쓴 좀 거

                                        

383 <<Partings at Dawn>>, 14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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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고 비체계적인 신문 수필384 에 한국 동성사 (同性史)에 대한 관심이 잠시 싹트기 시작했다. 일

본 난쇼쿠 전통에 대한 언급을 붙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와타의 연구를 읽거나 들었을 것이다. 

비극적인 지역 사건, 즉 서울에서 두 젊은 중산층 여성의 기차 자살 러브 협약을 둘러싼 최근 언

론의 열광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의 마음 속에 한국의 동성 전통의 가능성, 또는 아마도 해당 주

제에 대한 향후 연구에 대한 질문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이석훈의 한국 동성 역사는 결국 발전하지 못했다. 그가 진지하다고 가정하면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그의 말은 성실하다고 가정했을 때, 1930년대를 흐리게

한 정치·경제적 사건들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더군다나 그가 이 기사에서 언

급한 향후의 동성역사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아마도 동성역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

는 역사적 자료의 양적, 질적 차이 때문일 것이다. 이와타가 장문의 참고 문헌 리스트으로 편찬하

여 따로 책으로 출판한385 일본 문학 코퍼스의 동성 주제의 범위에 비해 이씨는 한국의 동성 역사

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부족했다. 

또한 이석훈에게도 고상한 동성연애에 대한 강한 의식적 개념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소년의 사

랑은 그에게 숭고하고 고전적인 의미가 없었고 그 것이 그에게 표현된 것은 비열하고 어리석은

형태의 정욕만 보였다. 그러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근대적 담론에 노출되면서 그는

근대 동성애 관행에 대한 이와타의 "역겨움"를 공유할 수 있었고 이를 부분적으로 의료화의 ‘안경’

을 통해 볼 수 있었으나 이와타와 시먼즈와 달리 그는 "다른 과거”, 또 “다른 관점"에 대한 “창"을

쉽게 이용할 수 없었다. (한편 이석훈이 남성의 동성 관계를 노인과 소년의 관계로 개념화하여 조

롱하면서도 도덕적인 근거에서 그 행위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롭다) 386 비극적인 지역

사건, 즉 서울에서 두 젊은 중산층 여성의 기차 자살 사랑 계약에 대한 최근 언론의 열광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의 마음속에 한국의 동성애 전통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촉발시키는 것이다. 그

러나 이씨가 동성애의 근대 "부패한" 상태에 대항하는데 남색 전통 전체를 동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동성 역사의 가치에 대한 그의 불확실성을 실제

로 긍정적으로, 즉 그의 사회에서 고전과 근대 사이에 고민해야 할 단절, 분열 문제가 없다는 표

시로 볼 수 있다. 

                                        

384 <同性愛漫談>, <<동아일보>>, 32.3.19.

385 <<日本同性愛書目解題『後岩つつじ>>

386 “...남성간의 동성애는 暗黑面에 가리워 있을 뿐이다. 과연 사내끼리 A 가 B 를 두팔로 목을 꺼안고 여드름이  

툭툭뵈여저나온 번?주그레한 뺨나? 뺨?을 부드치면서 “키스”의 “갤디 쿠르치?를 演奏한다면  그에서더혀?과 망츠?한

꼬락쓴이가 어데있스며 假令 더벙머리 老總角이 十四? 九歲 美童에게 혹딱반~하마 가슴을 태우며 “사랑하는 O 男이여!

나는 그대가 그리워 죽을 지경일세! 그대의 보등보등한 두 뺨, 그 샛벌가튼 두눈 그리고 붉고 생족한 익은 앵도가튼 입술!

아…..! 이가티 맛치 異性에게나 하듯이 艶書 O 쓰고 안젓?는 꼴을 여태서 본다면 그에서더 징그럽고 우습고 못난 자식놈이

뜨어대잇겠는 가~고 사람들은 말할 것이지?” -<동성애만담>, <<동아일보>>, 3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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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동성 사랑은 근대에서 여전히 잘 기능하는 집단적 멋의 무의식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

석훈에게는 질문이 결여된 대답이었고, 질문이 없었다면 그 대답은 무의미했을 것이고, 현재와 과

거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질문이

없다는 것은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동성 역사가 필

요하지 않았고 동성애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인간 관계를 지배하는 무의식의 일부이며, 그들의

무의식의 이 부분을 의식에 따로 따로 끌어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을 바꾸거나 개혁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먼즈와 이와타의 고통을 짊어진 다

른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밝히기 위해 의식화해야 할 것이다. 1933년부터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

면 동성 성은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의 문화적 무의식에 조화롭게 통합되어 동성의 역사

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933년 이후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 더 많은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6.6. 모딕 문화, 과학 담론을 부드럽게 했다

동성애 역사학 (gay historiography)뿐 아니라, 예술에서의 모딕 전통 내용이 또한 성과학 담론 자

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시에서 동성 사랑을 묘사하는 바이런의 솔직함은 울리히(Karl

Heinrich Ulrichs) (1825-1895)라는 독일 변호사에게 동성 사랑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Naturwissenchaftliche)이론을 제작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울리히는 동성애에 대한 OSP 기반 관

점의 관용과 중단을 촉진하기 위해 동성애 행동에 대한 독창적인 과학 분류를 시도한 초기 사람

이며, 독일에서 소도미아에 대한 투옥 처벌 (1871년 독일 법 Paragraph 175 [175항]에 추가되면서

남성간 성 계가 불법이 되었다)를 비판했다. 심지어 바이런식 낭만시에서 그리스 테마를 사용한

인용문으로 자신의 초기 연구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나 또는 자연이 잘못 되었을까?/ 아직 소년일 때, 한 가지 성향이 강하고,/ 변덕스러운 상상으로, 내 영혼을

지배했어/ 그리고 그를 통제하기 위해 완전한 반항을 요구한 것이라면?/ 내 토지에 있는 촌놈의 아들들 중에서/ 상냥한

소년은 내 맨션에서 기다리곤 했다./. 그리고, 시간이 내 머리를 거의 희게 한 지금,/ 내가 잘 알아, 시골 소년에게 같은

애무/ 품위는 그것을 금지했지만/ 내 눈을 즐겁게 한 것은 사랑, 사랑이었다 / 그 사람이 내 시야에 언제나 존재한다/

겸손하게 태어난 그, 귀족인 나/ 그러나 그의 젊음은 나의 우상이었다/ 오! 내가 그의 뺨을 내 뺨에 누르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 팔이 그의 허리를 휘감으면 얼마나 좋았는가!/ 그것은 내 혈관에 부은 최음제 같았다./ …. 이 불을

첨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 소년이 아닌 소녀는 욕망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인 사랑이었나? 오,

슬픈 사고!/ 그러면 무엇이 자연으로 하여금 덫을 놓도록 부추기는가?/ 왜 밤낮으로 내 눈앞에 그의 형상이 떠다니는가/?

또는 왜 그 사랑스러운 얼굴에 그토록 열렬한 열성을 쏟는가/ 왜 이성은 탐욕에 굴복하는가?/ 법이 "붙잡아라"고

외치지만 열정은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런데 자연은 우리에게 열정을 줬고, 인간은 법을 주었다!/ 이러한 독하고 강한

성향이 어디에서 샘솟는지/ 아무도 해치지 않는데 어찌하여 그들을 옳지 않다고 한가…/ 얼마나 많은 선장들이, 무기

행위로 유명한데/ 하수인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는가?/ 말해보라, 왜 위대한 에파미난데스가 죽었을 때/ 세피도로스가 그의



270

옆에 묻혔을까?/ 또 왜 플루타크는 추도문으로 젊은 총애에 대한 그 족장의 사랑을 인용했는데/ 왜 우리는 그의 교리를

비난하도록 강요받는지/ 아니면 불명예의 쓴 잔을 마시도록 강요받고? 387

OSP 규범에 대한 울리히의 정치적, 과학적 투쟁은 동성 사랑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첫 번째

왜곡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도미아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그의 명분에 대한 기득권층

(법학계, 과학계)의 공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 정체성 분류법’을 사용하려 함에 있어,

contrectation 이 이상(理想)적으로는 보다 중요한 요소인 contrectation 과 detumescnce 라는

이중적 성격에서 초점을 뗐다. 울리히는 에로스/contrectation 의 가치를 스스로 이해했으나,

소도미아 행위(detumescence)가 그의 사회 투쟁의 핵심 포인트였음으로, 에로스/contrectation 은

점점 “동성 사랑”에 대해 사유하는 사람들 (점점 그들은 변호사와 과학자가되었다)의 의식에서 덜

중요해졌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바로 Richard Krafft-Ebing 이다.

울리히의 연구는 크라프트-에빙 (Richard von Krafft-Ebing) (1840-1902)에 의해 알려지고, 신경과

의사로서 한때 환자로서 울리히에게 조언하고 울리히의 논문을 관심있게 읽었던 Kra.-Ebing 은

과학자와 법학자에 호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학적 이론 생산에 대한 울리히의 열정에 영감을

받았다. 울리히는 동성애 (Urningism, Uranianism)가 선천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료 및 사법 기관을 평생 설득하려고 시도했다. 그 울리히의 투쟁에서 소도미아 행위 그

자체,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초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이어야 함을 증명하기 위해

울리히는 소위 Urning 이라는 특정 성 정체성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분류를 통해 그것이

선천적인 특성이며 따라서 법원에서 범죄화하고 처벌해야 하는 행위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동성애가 “뇌에 존재”하는 타고난 특성이라는 울리히의 주장은 Kra.-Ebing 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단지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그는 의학적 또는 사회적 원인을 찾는 데 관심이 많았다. 이것은

                                        

387 Then, say, was I or nature in the wrong,/ If, yet a boy, one inclination, strong,/ In wayward fancies, domineered my

soul,/ And bade complete defiance to control?/. Among the yeoman’s sons on my estate/ A gentle boy would at my

mansion wait./ And now, that Time has almost blanched my hair,/ Full well I know, though decency forbad,/The same

caresses to a rustic lad:/Love, love, it was, that made my eyes delight/ To have his person ever in my sight…./Of humble

birth was he, patrician I,/ And yet his youth was my idolatry./ Oh! how I loved to press his cheek to mine;/ How fondly

would my arms his waist entwine!/‘t was like a philter poured into my veins./ ….What lights this fire? / Maids and not boys

are wont to love desire;/ Else t’ were illicit love? Oh, sad mishap!/ But what prompts nature then to set the trap?/ Why

night and day does his image float/ Before my eyes? Or wherefore do I doat/ On that dear face with ardour so intense?/

Why truckles reason to concupiscence?/ Though law cries “hold” yet passion onward draws./ But nature gave us passions,

man gave laws!/ Where spring these inclinations; rank and strong/ And harming no one? Wherefore call them wrong?..../

How many captains, famed for deeds of arms,/ Have found their solace in a minion’s arms./ Say, why, when great

Epaminandes died,/ Was Cephidorus buried by his side?/ Or why should Plutarch with eulogiums cite/ That chieftan’s love

for his young catamite: / And we be forced his doctrine to decry/ Or drink the bitter cup of infamy?/ -울리히의 <<Die

Gescheiechtsnatur des mannliebenden Urnings>>(1868)에 인용된 "돈 레온"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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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스의 중요성을 흐리게 (은폐)하는 두 번째 큰 왜곡으로 이어졌다. Kra.-Ebing 의 접근방법은

사랑이나 감정의 가치가 아니라, 동성ㅇ애 욕망에 대한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원인을 밝히는

일이었다. 원인을 확인한 후에야 의학적 치료법(과학의 목적)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울리히는 적절한 과학적 설명(치료가 아님)을 올바르게 식별하고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사회

변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믿었다.

고전적 사상과 낭만주의 시의 정신에서 파생된 자신의 동성 욕망에 대한 울리히의 자신감과 개

방성에게서 영감을 받아 Kra.-Ebing은 울리히와 같은 “환자”들로부터 더 많은 증언을 수집하기로

결정했다. 그 수많은 인터뷰 (사례연구)로부터 생긴 그의 초기 성욕학 연구물은 성욕학의 분류화

(울리히처럼)뿐 아니라 성과학의 국제화에 대한 근대 초기 기반을 형성했으며, 국경을 넘는 광범

위한 영향을 미쳤다. 후대의 기준과 비교하면 그의 초기 성 이론은 어조와 언어가 가혹하다고 비

판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그는 대학 교수로서 필연적으로 그가 일하는 국가의 도덕 풍토를 따

랐고 세심한 데이터 수집 및 해설을 적용한 것도 같은 문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388

수많은 개인 인터뷰를 통해 Kra.-Ebing은 마침내 사례 연구 모음집<<Psychopathia Sexualis>> 

(성병리학) (초판 1886년)를 출판했다. <<Psychopathia Sexualis>>는 법학적, 의로학적 전문가를

위해 환자, 범죄자을 치료하거나 선고하는 데 참고서로 작성된 전문 매뉴얼로389 Kra.-Ebing은 의

료 및 사법 당국에서 그의 과학적 발견들을 참고, 인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학적 설명을 전문

화하는 데 특별히 중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환자가 괴로워하는 문제를 설명

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Kra.-Ebing은 ‘질병과 치료’의 분위기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동성애의 새로운 "본질"이 되었다. 

한편, Kra.-Ebing은 자신의 사례연구와 연구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일반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의 연구는 실제 사람들의 삶에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것인만큼 사람들에게 가혹

한 용어를 무분별하게 적용하지도 않았다. 그는 범죄자와 사회 부적응자 등 연구 대상의 ‘병리적

상태’에만 사용했다. 그는 강간범, 살인자, 히스테리 환자, 극도로 우울증을 앓는 환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면하고 일상 업무를 처리했다. 따라서 Kra.-Ebing이 "사디즘"과 "마조히

                                        

388 Kra.-Ebing 은 그 이전과 이후의 많은 과학자들처럼 생물학적 유기체의 물리적 체계가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심리적, 정신적 현상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진술된 의도는 인간의 불행을 완화하고 엄격한 OSP 적 견해에

따라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을 언급하는 "잘못된 생각과 노후된 법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389 Kra.-Ebing 의 연구 대상은 정신적 또는 법적 문제가 입증된 대상일 뿐이며 그의 연구는 의도적으로 잘 조정된 대상을

다루지 않았다. 그의 진술된 의도는 인간의 불행을 완화하고 엄격한 OSP 견해에 따라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을

언급하여 "잘못된 생각과 노후된 법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Kra.-Ebing 의 연구 대상은 정신적 또는 법적

문제가 입증된 대상일 뿐이며 그의 연구는 정신적으러 잘 안정된 대상을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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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이라는 용어를 성학에 처음 도입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처음 연구 대상자의 행동을 설

명할 때 썼다. "퇴화" (degeneracy)라는 용어도 문자 그대로 “비생식적”의 의미에서 ‘출산을 위한

것 이외의 모든 형태의 성행위’에 대한 과학적 명칭으로 사용했으나 기독교 도덕 (OSP) 모랄의

분위기는 그의 서사에서 보일 경우도 있고 그의 과학적 사고를 뒷받침하는 것은 에로스가 아니라

OSP 도덕이다. 따라서 유럽 특유의 고대의 eros 지혜는 Kra. Ebing의 선구적인 프로젝트에 개입하

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조'가 질환의 원인이 되었다.

Kra.-Ebingdms 범죄적 성향, 성적 타락 (비충산적인 성욕), 정서적 문제 등 여러 혼란의 주(主) 

원인을 찾아 환자의 혈통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퇴행성 섹슈얼리티(동성애와 자위를 포함)가

가계 (家系)의 유전(遺)적 약점이나 불순성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Lamarckianism, 졸라

(Zola)의 자연주의 (Naturalism), 다윈의 진화 과학 개념 (모두 18세기말 주요 사상형태)을 반영한

이론이었다.환자의 조상 (祖上)의 정신적 특이성과 혈연 관계, 가족계에게서 발견되는 신경증, 정

신병, 퇴행성 징후 등은 그가 채택한 다윈주의적 패러다에 근거된 것 같다. Kra.-Ebbing은 동성애

가 선천적 소인인 피험자와, 동성애가 특정 상황, 환경, 장소에서만 관련되는 피험자가 있다고 결

론지었으며, 유전적 또는 선천적으로 동성애자인 사람들의 경우 (원래 이를 생물학적 기형 (畸形)

으로 봤으나 나중에 단순히 "분화" (分化)로 수정되었음)(97). 그는 "뇌의 성역전"으로 진화한 임신

의 배아/태아 단계에서 그 원인을 이론화했고, 다른 한편 그는 환경적으로 획득한 동성애가 아동

기 자위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이론화하고 이는 아동을 신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도덕적으로 약화

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는 많은 초기 성 학자와 마찬가지로 자위가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성적 정신병의 뿌리"라고 생각했다그가 수집한 사례 기록에서 연구 대상자를 동성애자일 경우

Invert, Pervert, antipathischer Sexualtrieb ("반감적 성적 본능") 또는 Contraere Sexualempfindung 

(반대 성적 감정), 처음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학용어)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하여 퇴행의 유

형으로 분류했다. 라틴어를 읽지 않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재량권을 위해 외설이나

잔인한 묘사를 라틴어로 고쳐 썼다.

“변태 성욕학” 에 몰두할 결심을 조건화한 것은 고전적 과거에 대한 신봉자였던 자신감 있고

열정적인 울리히와의 접촉을 통해서였다는 점을 강조할 만 하며,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환자에

대한 Kra.-Ebing의 높은 동정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동정심이 그의 매뉴얼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하

여 일본에 소개된 최초의 유럽 성 연구 중 하나로, <<Psychopathia Sexualis>>의 제4판의 일부

번역판 (裨補)으로 <<色情狂>> (1908)이 출판되었을 때, 일본인은 남색에 대한 "퇴행적인" 이론에

직면하여 놀라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Kra.-Ebing은 일본 대중에게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

는데 부정직하거나 부주의하지 않았다. 그의 연구는 연구 대상이 대부분 범죄자, 즉 공식적으로

성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임을 분명히 했다. 저자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남색’ (그리고 ‘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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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에 대한 그 연구의 의학적, 범죄적 견해는 오랜 세월 남색을 문제나 범죄가 아니라 미덕으로

보는 일본 전통과 매우 양립할 수 없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충격에 대비하게 했을까. 390

Kra.-Ebing은 자위가 동성애 욕망의 근본 원인으로 규제되거나 치료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표방

했다. <<색정광>>의 번역판을 위해 선정(選定)된 부분에서 Kra.-Ebing은 자위 행위를 신진 식물

의 죽음에 비유한다, 391 그런데 <<Psychopathia Sexualis>> 원본의 제 126 사례와 <<색정광>>

의 제 38 사례를 비교해보면, 단순히 직역이 아니며, 일어 원본에서 볼 수 없는 설명 사항과 부연

을 추가하고 어떠한 사항들을 선택적으로 삭제했음을 알 수 있다. 

자위 행위에 빠지면 남성과 여성의 궁합(tenshin naru danjo souai)을 애통(imi)하여, 우울 또는 악독(akushitsu dokueki 

…wo mi ni uken koto)을 겪는 비관주의자(enseika)로 발전한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걸리는 것(kakaru)으로 제시된

다. …또한 자위는 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신체 성장을 방해하고 생식기(shintai no hatsuiku wo fusage, seishikki no 

shinkei ijou wo okoshi)와 사정(in i shasei no souki oyobi)에 신경 이상을 일으킵니다. ijou naru seishikikandou wo okoshi 

kitari), 결과적으로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시든다고 한다 (tsui ni isei ni tai suru ai wo sosousuru ni itaru mono to 

su)….다양한 도덕적, 정신적 기능이 자위 행위에 의해 크게 손상되고, 미인을 떨어뜨리고, 용기를 앗아가고, 여자와 사귈

기회가 있거나, 용기가 부족하여 할 수 없다. 그것을 즐기거나 기쁨을 찾지 못하기 (jikou)때문에 싫어한다. 그리하여 영적

인 시들음(in i)을 낳아 자위를 즐기거나 배천의 수간을 시도하여 여자에 대한 애모가 시들게 된다….신경적 쇠약이나 우울

병으로 인해 수음에 깊이 빠지거나, 육체는 정욕을 잃고 또는 동성의 육체로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계획을 세워 (setsujou 

wo mitasu kotowo kuwadetsuru ni itari) 남자를 깊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깊이 사랑하는 여자… (danshi ni shite danshi 

wo aishi, joshi ni shite joshi ni renchaku suru no ki wo miru sesou sukoshi to sesu…) 

위에서 Kra.-Ebing이 주장하는 자위 행위의 부정적인 영향은 자위 행위가 젊은 아동에게 치명적

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은유를 포함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존재했고 유럽에서 가루 광고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색정광>>에서는 실제로 생태적인 죽음보다는 그것은 이성

과 짝짓기를 하려는 욕망의 죽음을 가리키는데, 자위하면 결과적으로 동성애자가 되어 번식할 가

능성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Kra.-Ebing의 경우 이러한 퇴행은 Tissot가 1 세기 전에 생각

한 것처럼 정액의 손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유전적 오염, 즉 환자에게 있는 선천적인 일부 결

                                        

390 일본 지식인들은 서구 과학의 주장을 믿는 경향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이는 일본은 蘭學 (올란다학)

적극 수용의 역사를 통해 의학에서 새로운 사상를 도입하는 데 몇 세기동안 익숙했기 때문이다.

391 “しゅういんは じつに いまや 萌芽せんとする しゅうが よりみらいに ひらくべき びかとほうこうとを けっさつして

じゅうよくせいてんの じょうよくを おこすべき なんどうのは らんをおこさしむべき いちだい どくぶつたり,

おさないよりして しゅういんを おこないたる…ものじんせいなる しゅんき はつどうきに たっするときは

しんみおんがのかんじょう に とおざかりてんじんらんまんたるだんじょ そうれん の かきょう を いみ，

そやきょうばく? の きょどう を なす に いたり， しらず しらず てにょ の じんどう に はんくわい するに いたる

こうしょう なる かんえにょうみなる しんじょう しだい に あと を おさめ， からい に ひとしき ふじんを いたみ

どくぎに そむき びそう を やぶり， せいじつ そうぞう いしき かんじょう など ことごとく へんちょうし だんじょ の

てんりを がいし だんじょの てんじんなる こうとうを いみ， ただ いんしゅうのみを もって ゆういちの かいぐと

なすに いたるの さんきょうに おちいる.” <<색정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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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때문이다.392 한편 일본인 번역가가 일본어 텍스트에 유교의 음양 원칙393에 대한 언급을 추가

한 것은 흥미로운데, 이는 Kraft-Ebing의 실제 의미와 상반되나, 일본인 번역가가 (일본인에게 상

당히 과격한) 자위를 혈통을 통해 전해지는 범죄인의 증상임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데 의사소통

에 도움이 된다고 느낀 것 같다. 물론 서양인에게는 때때로 "동성애자"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여

성스러움이 과도한 자위 행위로 인한 체질 나약함 또는 피로와 논리적으로 그 당시 연결될 수 있

었음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남자들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과 출산 생활을

방해한다면,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문제로 여겨졌으며, 만약 치료법이 발견되

거나 그것을 우회하기 위한 요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 이것은 사회 및 학문적 기여가 된다. 이러

한 ‘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ra.-Ebing의 이론은 Zola, Darwin, Torah 등의 다양한 사고 형태

를 하나의 이론으로 포함하는 데 감탄할 수 밖에 없다. 잔인함이 아니라 긍정적 인 사회 공헌으

로 스스로 봤을 Kra.-Ebing은 그의 시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비논리적이거나 비포괄적이거나 잔

인하다고 비난받을 수 없다.

동성 사랑에 대한 현대적 사고에서 에로스를 숨기고 현대적 사고에서 고대인의 지혜를 제거하

는 데 도움을 준 성학자를 한 명 더 살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예민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광

범위한 사례 연구를 생략하거나 축약한 <<Psychopathia Sexualis>>의 일어 번역과 마찬가지로, 

                                        

392 자위 행위를 범죄 행위와 연관시키는 Kra.-Ebing 의 학설은 일본인에게 완전히 특이한 것이었을 것이다. Kra.-

Ebing 과 그 당시 기타 성학자들은 자위로 인한 어린 시절의 뇌 손상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조건화한다는

이론을 세웠다. Krafft-Ebing 은 국가 (법적, 의학적 기관)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뒷받침하는 자위 행위와 범죄의 인과

관계에 대한 이론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 Kra.-Ebing 에 따르면 후천성 "질병 현상에 속하는" 남성들은 <<색정광>>>에

따르면 “영구적일 수 있는 자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경 쇠약을 아동기에 겪었다. 성욕은 대부분의 경우 성기가 발달할

때까지 아이에게 완전히 숨겨져 있다. 그러나 뇌가 발달하기 전이나 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있기 전에 자위를 한다면,

자위에 빠져 정상적인 발달에 장애가 되고, 비정상(ijou naru) 생식감동이 생긴다”) Kra.-Ebing 은 자위 행위가 기존 정신

장애의 증상이지 정신 장애의 원인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드러낸다. 자위 행위는 단순히 그 기존 상태를

악화시킨다. Krafft-Ebing 은 정신 질환에 대한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자위를 할 때 비정상적인 성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Tarunoski 라는 의사의 말을 인용한다. 그러나 자위를

하는, 소질이 없는 사람은 보통 그러한 비정상적인 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성욕이 강하고 자위를 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소질이 없는 사람은 소질이 있다고 해서 자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Kra.-Ebbing 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설득력이 있는 논리를 보여주지만, 그 이후 프로이트가 자위를 자연스러운 성적 발달 과정의 일부로

이론화하면서부터는 서구 사회에서 OSP 의 영향을 줄인임으로 이러한 이론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Kra.-Ebing 의 변태론, 즉

수음 및 동성애가 포함한 변태 행위를 더 큰 정신 장애의 증상으로 보는 견해는 19 세기 후반 성학자들의 일반적인

가정이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견해는 1920 년대 내내 일본 성욕학자들이 주도한 성학 담론에 어느 정도

남아 있었으나, 이 견해와 다른 서구 성욕학자의 믿음의 심각성은 일본에서 문화적 요인과 편집에 의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93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다시피 도교의 음양론에서 남남 관계에서 나타나는 양의 과잉과 같은 문제에 관한 견해가

있었고 또 남자가 여자와 섹스를 통해 얻는 귀중한 음 에너지의 결여로 몸을 굶기는 문제 등 이러한 개념이 한나라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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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스위스 과학자 Auguste Forel의 The Sexual Question (원제목: Die sexuelle Frage)(1906)의

초역 (抄譯)으로 <<性欲倫理>>로 출판되었다. 500페이지 이상의 빽빽한 작은 활자 원문 텍스트에

서 70페이지의 큰 활자 텍스트로 편집, 번역되었다. 394 우생학 이론이 짙게 물들여진 <<The 

Sexual Question>>은 날카로운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성윤리에 접근한다. 도덕에 대한 지침으로서

의 칸트의 "절대적 명령" (Kategorischer Imperativ)에 도전하여 Forel은 성적 도덕이 사회에 대한

이익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에 이로운 행위는 선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면 나쁜 일인

데, 이 견해는 "건강한 인종"에 대한 그의 유토피아적 비전에서 비롯되었다. Forel에게 도덕과 사

회 위생은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 Forel의 사회 도덕과 성적 욕망에 대한 우생학적 이론의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작동하는 위계적이지만 협동적인 집단 구조인 개미

집락(군체) 행동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았다. 평화주의 사상과 함께 다양한 사회 문제, 

특히 알코올 중독과 매춘에 대한 과학적 해결책 모색,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산아 제한, 유전 문

제의 지속을 피하기 위한 선택적인 번식, 즉 뻔뻔스러운 인종 과학이었다.

이에 기반을 두어 그의 동성애에 대한 그의 견해가이 수반되었다. Forel은 동성애자가 결혼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착취하는 경우를 제외 놓고 동성

애를 무해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Kra.-Ebing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유럽 성학자가 그랬듯이, 당

시 독일의 관행처럼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반대했고, 여성 매춘부 이용하는 남성의

행위보다는 두 남성 간의 성적 접촉을 더 낫다고 여겼다. Forel은 유전적 동성애, 상황적 동성애, 

‘암시’에 의한 동성애, 전환적 역전을 포함하여 동성애(양성애)의 여러 원인과 유형을 인식했으며

각각을 구체적인 예를 사용하여 설명했다.

Forel의 원문과 비교하여 일본의 초역 (요약)을 분석해보면 초역본인 만큼 전형적인 동성애 행위

와 베를린 특유의 하위문화에 대한 묘사 등 Forel의 논의에서 세세한 부분이 거의 모두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orel의 동시대 성욕 이론가 동료들 Kra.-Ebing, Hirschfeld와 Forel의 불일치

및 동의는 완전히 생략되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여성에 대한 경멸이 있다는 포렐의 믿음, 동성

애의 유형에 대한 포렐의 논평, 중산층 동성애자들의 좌절감, 동성애자와 결혼한 여성이 겪는 고

통에 대한 이야기, 정신병원 같은 공간, 가톨릭 성직자 공동체에서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논의, 

동성애자들이 벌거벗은 남자를 볼 수 있는 공중 목욕탕의 '문제', 동성애자는 이성애자 남성을 선

호한다는 포렐의 주장, 항문 성교에 대한 그의 논의, 베를린의 유명한 동성애 나이트클럽 장면 등

모두 생략되었다. 395396

                                        

394 フォ- レル, <<性欲倫理>>,日本雜誌의 雜誌社, 1910. 번역 위원회는 번역에 대한 논평에서 당시 일본에서 두드러진

자연주의 문학파의 문학적 사실주의와 포렐 이론의 적시성을 언급했다.

395 Forel 의 남성 동성애에 대한 간략한 논의(10 페이지)의 일본어 3 페이지 요약에서 다음 사항이 나와 있다: 60 쪽:

사디즘, 마조히즘, 동성애와 같은 Sexual Inversion (性慾本能の倒亂)은 종종 유전(遺傳的) 문제임. 61 쪽: Invert(倒亂者)은

겪어야 하는 조건이지만 [유럽에서] 무거운 처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중립적(不善不惡, 無害)이지만, Invert 이

결혼하는 것은 부도덕(不道德)임. Invert 은 또한 아이를 갖는 것을 피해야 함. .62 쪽: 만일 Invert 이 본능을 만족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 ‘위험한 광인’(正に 危險なる 狂者)으로 간주하여 치료(治療)해야 하지만 투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가 그 만족 시도에서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그가 미성년자를 범했다면 그는 처벌받아야 한다. 상대방이 성인(成人)이고

강제적인 성접촉이 아닌 한, 이는 비교적 무해한다. 수간(獸姦)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유럽)의 법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래된 종교 교리(大古 神學的敎義)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한다. (63 쪽) 암시, 나쁜 환경(惡風) 또는

반복(屢繰り返へすこと)을 통해 얻은 Inversion 은 쉽게 치료된다. Invert 의 습관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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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번역가들은 동성애를 둘러싼 문제를 특히 동성애 문제로 정확히 다루지 않고, 주제를 '性

慾 倒亂者' (이 분류에 사디스트, 마조히스트적 ‘도란’도 포함)로 유지해 모호성을 만든다. Kra.-

Ebing과 Forel이 사디즘과 마조히즘을 이성애의 필수 요소로 이해한 반면, <<性欲倫理>>의 60-63

페이지의 논의는 Forel에서 동성애에 특별히 적용되는 요점이며 사디즘과 마조히즘은 대부분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동성애자를 정확히 지정하지 않기로 한 번역자의 이 결정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독자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집"

과정은 문화 간 번역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며, 그로 인해 생성되는 간헐적인 모호성은 이러한 의

도적으로 펴낸 초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욕학적 텍스트의 일반적인 번역에도 해당되기도 한

다.

이 과정은또한 때때로 문화 필터로서 보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서양의 이론을 번역할 때 일

본인은 포함하고 배제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골랐고, 이는 종종 일본인의 관점에서 매우 조잡한

내용을 필터링하는 역할을 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하부타처럼 일본 및 유럽 문화 컨텐즈의 추가

는 성학적 담론의 가혹한 측면의 균형을 제공하기 위해 위해 도입되기도 했다. 이는 위에서 1920

년대 Moll의 한국 ‘문화번역’에서도 볼 수 있으며, 1930년대 동성애에 관한 일부 한국 기사에서

어조의 균형을 제공한 고전 문화의 도입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397

그러나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대한 Forel의 성욕이론의 가치는 OST로부터

자위와 동성애의 표면적인 "해방"398 의 예이지만, 그것은 그 해방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

에 검토해야 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더 큰 패러다임과 관련된 해방이다. 사실, 우생학의 원칙은 오

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으며, 그 중 가족 (출산) 계획등 과 같이 많은 "진보

자들"이 지지한다. Forel의 우생학적 견해에 대한 판단을 여기서 선언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적

문제"에 있는 그의 설명에는 "유전적으로 열등한"것으로 간주되는 불임 수술 격려와 같이 오늘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러 측면이 있다.

Ellis와 Carpenter와 같은 훨씬 더 긍정적인 성 이론가의 이론(<<Intermediate Sex>>(1906) [일어

판 <<中性>> 1919]의 저자로 Carpenter는 특히 20세기 초 일본에서 그의 긍정적인 동성애관으

                                                                                                                              

성적 접촉이 불가능할 때 일시적인 대안으로 발생한다.

396 Forel, August. The Sexual Question: A Scientific, psychology cal, hygienic and sociological study for the cultured

classes. C.F. Marshall trans. Rebman Company, New York. 1908.

397

398 동성애와 자위행위의 연관성에 대해, 65 쪽: “자위(手淫)의 습관은 많은 원인이 있는데, 대개는 순간적인 필요에 대한

해결책이지만, 종종 자위는 나쁜 환경(惡風)에서 보고 배우기 때문에 습관이 된다. 유전에 의한 경우도 있고,

신경이상(神經の異常)에 의한 경우도 있으며, 포경 수술(包莖), 벌레의 침입, 신체운동(體操) 등의 상황적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과장하게 무섭고 가장 위험한 부도덕 행위로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 습관은

안정과 의지를 강화하거나 성적 접촉의 기회를 얻음(매춘 제외)으로 고칠 수 있다. 이것은 자위행위를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며, 자위행위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옹호하는 것처럼 전혀 위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윤리의

올바른 길에 대한 나 (Forel)의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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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천재"로 칭송되었음399)은 여기에서 생략되나 그들의 이론은 Kra.-Ebing이나 Forel만큼이

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구원은 유럽인의 가장 가혹한 이론을 논의할

때 성학자가 대중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전통, 문화를 비하하고 싶다는 어떠한 암시도 찾을 수 없

다. 대중의 건강과 유전학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이론의 곳곳에 눈에 띄나, Forel과 같은

성학자는 가능한 방법으로 불임 정책이나 수술까지를 제안하나,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며 그가

진실하지 못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 그의 노력은 즉 “사회도덕의 일반적인 기준을 높이고

그 [병적 성욕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종교에 입각한 도덕은 정신병자의 행위에 불과한 성욕

을 큰 죄로 여기지만, 이는 성욕자의 ‘악희’를 초래할 뿐이다.” (61). 

Forel과 Kra.-Ebing은 모두 "비생식적인" 성적 욕망에 대한 대중 및 지식인의 이해를 "현대화"하

려고 노력했다. Kra.-Ebing는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생물학적 원인을 찾고, Forel은 OSP 신념을

무시하고 우생학적 신념으로 대체할 것을 권했다.

일본의 성 학자들은 이러한 이론을 대중에게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선의를 가

지고 전달하려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자유

로이 문화 편집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본 성학자들은 내용을 신중하

게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긍정적인 일본과 유럽의 역사문화적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담론을 부드럽

게 하려고 시도했다. 비록 이것이 OSP 사상과 현대 서구 이론의 엄밀하게 과학적인 내용과 모순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했다.

한 가지 예(여기에서는 하나만 논의되나 다른 출처는 참고 문헌에 추가됨)는 <<색정광>>의 등

장으로부터 7년 후인 1915년에 Kra.-Ebing의 <<Psychopathia Sexualis>>의 보다 완전한 번역본

400 을 공동 번역한 하부토 에이지(羽太銳治)이다. 1920년대에 등장한 여러 성학 주제에 대한 대중

화를 이룬 작가로 일반 대중의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들은 매우 집중적인 출판 활동을 통

해 이 대의를 위해 노력했다.

하부토는 Kra.-Ebing의 이론과 개념들를 가지고 강력한 실용성을 도입했다. 그는 일본인의 삶을

‘계몽’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성학의 대중화에 평생을 바쳤으며, 일본이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함

에 따라 많은 담론적 혼란 속에서 주로 Kra.-Ebing의 이론에 근거하여 "올바른 성"에 대한 일본인

의 교육을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생각했다. Kra.-Ebing의 이론을 일본 대중에게 가장 많이 전달, 

제공한 사람으로서 그는 부정적인 세부 사항 (괴로워하는 환자 사례 연구의 세부 사항 등)을 자

주 생략하고 Kra.-Ebing의 이론 컨텐츠를 대중을 위한 실용적인 지식으로 "번역"했다. 또한 하부

토의 성욕관 (性慾觀)은 기독교 도덕의 과학적 합리화에 매우 가까운 Kra.-Ebing의 도덕관을 밀접

                                        

399 Michiko Suzuki, “The Translation of Edward Carpenter’s <<The Intermediate Sex>> in Early Twentieth-Century Japan”.

400 번역판 초판은 <<Psychopathia Sexualis>>의 1894 년 원어판 (제 4 판) (초판은 1886 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Kra.-

Ebing 의 1913 년판 <<Psychopathia Sexualis>>는 하부토와 사와다준지로우 (澤田順次郞)의 1915 년 번역판

<<変態性欲論 : 同性愛と色情狂>>(東京 : 春陽堂, 大正 4 [1915] 참조.)의 기초가 되었으며 18 회의 재판이

있었다. .하부토는 1912-13 년 사이에 독일에서 1 년 동안 유학했으며, 그 기간 동안 그는 Kra.-Ebing 의 데이터가 풍부한

<<Psychopathia Sexualis>>를 접했다.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1914 년 생물학을 공부하고 비뇨기 병원에 개업했으며,

1920 년 <<慾と人生>> 저널을 창간하면서 긴 출판 경력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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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반영한다. 가장 다작의 성학자 중 한 명인 그는 1906년에서 1935년 사이에 총 100권에 가

까운 저서를 펴냈다. Kra.-Ebing의 ‘변태 성욕학’ 매뉴얼의 번역으로 기억되나, 대중에게 늘 실용적

인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그 다수의 책의 내용을 차지했다. 하부토의 약 100권의 책 중 가장 높

은 비율은 의학 전문가인 저자인 만큼 예상대로 다양한 주제의 학문적 연구 (15)로 확인될 수 있

으나, 두 번째로 큰 비율은 여성의 실용적 성 이슈 관련 주제 (10), 세 번째는 여성의 관심사를

어필할 책 (7), 일반 성학 화두 (7), 구애와 결혼에 관한 가이드북 (4), 어린이 교육/교육 및 가정

생활 (4), 성 위생/ 남녀 성관계 /생식기 문제 관련 (5), 남성의 건강 (3), 남성의 여성 유혹 기술과

성행위에 어필 (3), 소비자의 호기심 어필 (예: <<성의 비밀을 풀다>>)(3), 각각 두 개의 제목이

있는 카테고리는 성 철학, 대중문화 관심, 성 전통 지향 등으로 되어 있다.

대중 교육자로 일반 시민에게 가장 “도뭄이 되는” 성 교육을 계몽하는 책을 저술한 하부토는

‘올바른 성생활’이 결혼 및 재생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교육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노력을 기울

였다. 그는 최적의 신체 건강을 위해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할 것으로 자위를 경고했으며-- 자위를

주제로 "위험"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자기 규율, 억제의 한 형태로서 성적 욕망의 자기 억

압을 권했다. 그리고 ‘올바른 성’은 출산을 목적으로 결혼한 후 남녀 간의 섹스로 정의했다. 그럼

으로 그 이외의 성행위와 관련하여 ‘성적 토착’ (性的 倒錯’)에서 파생된 ‘變態性慾’, ‘變態’등 과학

용어에 대한 언급은 위의 많은 하부토의 저서에 포함되어 있다. 401 ‘정상’과 ‘비정상’ 분류의 엄격

한 이분법에서 섹슈얼리티 측면에서 동성애는 근친상간과 같은 여러 형태의 성적 ‘피해’와 함께

분류되었는데, 그는 자세한 논의를 피하거나 개념적으로 중화하기 위해 일본 문화 용어를 사용한

다. Kra.-Ebing이 라틴어로 음란한 구절을 넣어 한 것을 하부토가 생략과 회피로 한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란 성욕 혹은 연애의 연관,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갖추면서 어떤 것이 이야기인지를 하는 것을 피

한다. 성욕이란 불교에서처럼 通色則是空이거나 범죄를 탈각하거나, 진정으로 신성한 내용을 해설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기존 종교는 잘못된 생각에 얽매이거나 그것을 정화하고 싶어합니다.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겉보기에 순수한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유대교와 브라만교와 마찬가지로 모두 腐弊墮落입니다. 그들은 성욕을 부자연스럽게

억누르거나 도피하여 위선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親子 とは 性慾 或は 戀愛 の 連續, そういうような 關係 にあるも

ので 有りながら, どういうもの が 話 をする のを 避ける. 性慾 とは 佛敎 でいうとおり 通色則是空 とか, 犯罪を 脫却す

るとか, まことに しんせいな 內容を 解說する ことの 絶間ない 努力 をはらっている…”

한편 ‘올바른 성’402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토는 서

                                        

401 柴本枝美, <1920 年代に おける 性教育論の 目的規定について : 山本宣冶の性.  教育論を中心に>

京都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2005. 51: 291 쪽.

402 “올바른 성욕” (正しい 性慾) 의 개념은 1920 년대 일본의 성학 텍스트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赤律城內의 <<性典>>

(誠文堂, 1927)에 따르면, "性慾 の目的- それは勿論, 種の保存-- 生殖のためでなければならない. 食慾は, 生存のため

にある本能であるが, 性慾は 本能のために 存する 本能 である. それ 故 に, その慾望は  最 も 大 きく,  最も 影向 が大

きい わけである.” (11 쪽). 대중적 소비를 위한 이 성 교육 매뉴얼의 특징으로는 아동 성 발달에 대해 Moll 의

‘중성기’론이 강조되고  (209 쪽), ‘自慰’는 ‘呪 うべき惡癖’, ‘害’로 간주되며 (170 쪽), ‘동성애’는 또한 ‘倒錯的同性間性慾,

男性脫化, 女性脫化, 偏執性性慾變態などの 變態性慾”라고 여겨진다고 한다. Krafft-Ebing 등의 성관과 유사하게 자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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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론을 일본 대중에게 제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표준적인 주제를 생략하지 않았으

나 ‘변태성욕’과 같은 주제만을 다룬 책은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주로

다룬 하부토의 책은 많지 않다. 전 100여 권의 저서 중 매춘과 사회악 관련 책 (1), 동성애/변태

성 생활 (1), 범죄 (1), 정신분석학 (1)) 부분적으로 그의 경력 초기에 성학적 연구를 ‘범죄’와 ‘비정

상적인 심리학’의 맥락에서 다루었고 범죄 관련 용어를 구성한 Kra.-Ebing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

로 본다.

Kra.-Ebing처럼 하부토는 성욕학 (sexology)이 생물학적 시스템과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수단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때때로 <<요미

우리>>와 <<아사히>> 신문의 사례를 인용하고 그릇된 (‘誤った’) 성행위의 예를 지적한다. 즉

각 개인을 넘어서, 가족, 사회,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기는 살인, 자살, 폭행, 질투, 강제

매춘, 파트너의 불륜을 근거로 한 스트레스의 원인에 그 일부로 동성애도 포함된다.403

또한 하부토는 그의 성욕학 분석과 나란히 상당 분량의 일본, 유럽 동성애 역사 및 문학사 섹

션을 포함시킨 최초의 일본 성 학자 중 한 사람이다. 수 권의 책에서 동일한 역사 텍스트를 반복

적으로 포함시킨 하부토는, 문화적 역사적요소를 자신의 성학서에 추가하는 것이 종종 가혹한 과

학적 언어와 개념에 중요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404 이러한 식으로 그는 과학

에 ‘문화’, 특히 고전 문화를 추가했고, 이로써 일본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던 대부분 실용적인 정

보를 "부드럽게"하고 풍부하게 만들었다. 

한편 말년에 이르러 그의 연구 범위를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연구로 그의 연구대상 범위를 확

장하고 그들의 사례를 조사한 후 Kra.-Ebing은 그의 초기 이론을 대체로 거부하게 되었는데 하부

토가 미리 서구 성학적 사고의 보다 가혹한 측면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몇 가지 방법, 즉 1) 예외

적인 범주를 언급하면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중의 감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생각의 반영

으로 "문화 편집" 혹은 게이트 키핑에 참여했으며, 2) 민족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를 고려하고 일

반 독자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는 성에 대한 실용적인 성 지식에 중점을 두었다. 

                                                                                                                              
동성애를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또한 동성애를 환경이 조건화하는 병리적 현상으로, “この 變態性慾は, 自慰 の

結果,  陰萎 となったもの, 或ひは,  他 の事情 に於いて 陰萎 であるものや, 性慾亢進症  のものなどが陷 るのであ[る]”.

(173 쪽). 돌이켜보면, 하부타의 ‘문화적 편집’ 행위, 그리고 일본, 유럽의 전통 성 문화와 OSP 문화의 법의학적 성욕학의

가혹한 판단들 사이의 균형 모색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신 분석학은 이 과학 체계의 가정으로부터 현대 주체를

‘해방’시킨 사고 형식인데도 정신분석학 자체 내의 문제적 측면도 계속해서 비판받아야 한다.‘  

403 羽太鋭治. <<性の話>> 日本橋区酒類商茶話会 1925 서언.

404 원래 소설가가 꿈이었던 하부토는 의학뿐만 아니라 예술에도 관심이 많았고, 이러한 문예, 예술에 대한 감수성은

그의 대중적인 성학에 문화적 균형을 이루는 효과를 주었다. 흥미롭게도 그는 의도적으로 여러 책에 일본 동성애 고전

역사에 대한 동일한 장(章)을 포함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다르게 보면, 성행위와 관련된 가혹한 용어들이 일본의

역사적 내용과 극명하게 대조되고 하부토가 예를 들어 일본의 동성애 역사 사례에 ‘변태’ 등의 용어를 도입하여 두

대조되는 세계를 함께 맞추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 효과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하부토는 또한 특정 책의 의도된 독자에 따라 담화의 내용과 어조를 '더 단단하게'하거나 '더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

두드러지게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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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하부토는 정신과 실천 측면에 있어 진정한 교육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에서 하부토의 교육 프로젝트가 멋 표준과 많은 부분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후기 일본과 한국에서 등장한 동성애에 대한 신문 보도와 대중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일본의 성학’ 현상은 양국, 특히 한국에 ‘쿠션 역할’을 했다고 고려할 때 일본은 독자

적인 문화 편집을 하여 일부 아이디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나머지는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으므로

일본과 한국도 받는 쪽에서 혜택을 받았다. 그들이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었다. 

그러나 문화 차용 (수용) 문제는 복잡하다.. 1920년대 담론에 비해 1930년대 한국의 성에 관한 담

론에서 ‘변태’라는 용어의 사용 증가는 언뜻 보기에 거슬린다. 그러나 이러한 ‘변태’의 출현과 그

것이 갖는 건강에 해로운 심리적 영향의 암시는 동성 사랑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인 관점과 더 밀

접하게 일치하는 동성애의 "성 발달 단계론"의 개념구조가 계속됨에 따라 완화되었을 수 있다. 그

래서 일제강점기 동성애에 대한 가장 길게 평시적 평론가 중 한 명인 이석훈이 “동성애는 변태인

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아래로 계속 읽으면 몰(Moll)의 성 발달 단계론, 즉 한국 대중의 동

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전통적인 개념과 맞물리는 학설)이 그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동성연애란 물론 남자들사이에도 업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동성연애하면 벌써 우리는 여성을 상대로 생각할 수 있느니만치 젊은 여자 사이에

이런 일이 만습니다.

더구나 이런 일이 심한 것은 사춘기(사춘기)에 있는 여자 –가령 말하자면 여학교

삼사학년때나 혹은 그마마한 나이에 이르러서 비로소 생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쇼크”를 밧게 될 것 가트면 그들은 우선 가능한

범위안에서 자기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만족”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때가 그들의 성에 대한 자각과 흥미가 아직 異性에게로

이전되기전일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동성연애란 이성과 이성이 결합되기 전의 하나의 고독한게단이라고 생각합니다.405

일본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일본은 일본 지식인들이 ‘문화편집’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화 역사

와 경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겼음에 틀림없는 것으로부터 Kra.-Ebing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자기 사회의 이익에 맞게 조정하려고 시도했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사이코패스 섹슈얼

리스’의 내용을 그들의 대중 문화 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그 책의 생각들이 일본 문화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색정광>>이

본질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당한 작품이라는 인식은 <<색정광>>의 일어 번역가가 그 내용을 일본

의 문화적 맥락에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번역에 유교/도교적 요소를 추가했다는 사실에서 암시

된다. 즉 범죄와 동성애에 관한 그 이론의 도덕적, 법적 내용을 음양론으로 강화하였다. 그러나

                                        

405 이석훈,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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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일처제에 대한 기독교의 강조가 '높은 도덕성'의 증거라거나 그것이 '진보'(sinpo, susumu), 일

본인도 Kra.-Ebing의 선진 기독교 문명과 "야만적인" 문명의 양극화를 쉽게 공유하지 않았을 것이

다. 

일인 번역가들은 또한 Kra.-Ebing이 처음에 인식한 것과 같은 사회적 병폐 (일본이 많을 경우 갖

고 있지 않거나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은)를 해결하기 위해 수 많은 사례에서 일반 원

칙을 파악하려고 시도한 Kra.-Ebbing의 작업에서 많은 사례 연구를 인용하는 것을 피했다. (그 예

로, 동성애: “tasei no taisuru jouyoku gentai (減退) aruiwa mattaku hatsuzetsu shi kore ni 

ka(化)furu ni dousei ni tai suru jouyoku koushin(亢進) seru mono”.) 오히려 그들은 사례 연구에서

나타나는 고뇌로부터 독자를 "쿠션"했고 대신 그들은 더 부드럽고 그들이 그 글을 편집하고 있는

문화에 적합하나 가족과 사회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그것에 대한 무기가 아님) 항상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학의 측면을 선택했다. 따라서 그들은 때때로 Kra.-Ebing이 포함하

지 않은 전통적인 "modic" 콘텐츠를 "문화"로 채우고 전통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특히 오래된

것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려고 시도함에 관심이 많았다. 이것은 (필요할 때) 서구 기독교(OSP) 신

념 체계에서 성학이 섹슈얼리티가 타락 (性弊害)했다고 믿었던 기준과 독립적인 건강한 발달 과

정을 보장했다. 한국에 전래되어 한국의 상황에 적용되었던 무차별의 성단계론의 대중성은 성학

이 혼돈과 무정부 상태를 조성하고 문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성관 (性觀)에

잘 들어맞는 것으로, 현대 지식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지원하고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었음을 보

여준다. 유럽의 초기 근대 성학자들을 조사할 때도, OSP에서 파생된 어린 시절 (유아기)의 섹슈얼

리티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때때로 특정 전후 견해가 그들을 특징짓는 것처럼 개인적 또는 문화

적 증오 또는 이기적 권위주의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러한 우려는 사회 질서에

대한 열망과 고통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 과학적 개념의 사용 희망을

반영한다. 아이들이 에밀처럼 건강할 뿐만 아니라 좋은 교인, 일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프로이트와 함께 '증상으로서의 변태' 학설 또는 ‘일시적인 일탈로서의 변태’와 같은 이론은 자위

가 성 발달 과정의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으로 대체되면서, 동성에 대한 “변태” 욕망이 그 주

체 (主體)의 심리의 근본적인 일부로서, 깊이 각인된 성적 본능이라는 견해로 대체되었다. 

동성애의 원인, 인과성에 대한 탐구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일반적으로 수용될 때까지 지속되었

으나 동시에 프로이트가 “유아시에 어린이의 발육 과정에 있어서의 결함이 ‘변태 취향’을 이르킨

다” 406 "A"라고 주장한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러한 탐구가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성적 발달 이론의 중요성 (몰 등 프로이트 이전의 많은 인물

들 덕분에)은 과대평가될 수 없으나, 프로이트의 기여도 복잡했다. 

                                        

406 LeVay, Simon. Queer Science. MIT Press, 1996. 31-3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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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면에서 프로이트는 많은 터무니 없는 생각을 종식시켰다. 1912년에 이르러 쥐나 모르모트에

는 고환과 난소 이식 수술을 시도할 정도였는데. Eugen Steinach [1861-1944]는 이러한 生殖腺이

혈액 속으로 호르몬을 보내고 이는 육체적 발전과 성적 행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했다. 남성

동성애자에 있어서의 두뇌 내분비물이 비정상이라고 보아, 두뇌의 발전을 남성 방향이 아닌 여성

방향으로 몰아간다고 생각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나, 나중에 연구

자들은 호르몬 주사가 성적 취향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어 다만 테스토스테론 주사는 욕

망의 강렬을 증가하게 할 수 있다고 알게 되었다. 인간 이식 수술은 실패로 끝났다. 나중에 생물

학자들은 전기 쇼크 치료법, 백질 절제술, 거세 등 동성애 취향을 “치료”하는 실험을 해 봤다. 결

국 1930년대에 들어 동성애에 대한 생물학적 이론이 물러나고 프로이트의 이론이 과학자들의 원

인 찾기를 대체했다. 물론 과학적 발견은 일반적으로 "시도와 실패"의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동

성애자의 고통을 완화하려는 과학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비록 많은 가정 (假定) 이 틀렸다 할지라

도 오늘날의 입장에서 그들을 정당하게 비판되거나 조롱될 수 없다. 서구 성학의 역사를 통틀어

사회의 이익을 위해 헌신, 노력하려는 열망은 과학자의 마음 속에 거의 항상 존재했다.

한편으로 프로이트의 성적 해방이든 포렐의 사회적 우생학이든 (또는 훻씬 더 낮은 수준에서는

‘멋’ 개념의 경우라도) 이질적인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한 지점, 한 공식에

너무 많은 강조를 가하는 것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요구한다. Forel과 그 당시의 성학

자들에게 문제적인 유전이 미래 세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의 궁극적인 도덕

적 의무 중 하나였지만, Forel은 오늘날 우리가 유전과 연관시키지 않는 많은 것들을 유전 문제로

보았다-- (예로, 자위 행위를 피하기 위해) 약한 의지, 히스테리, 도벽, 강간, 악행, 불행한 결혼 생

활, 지체 자녀 출산, 반전, 부도덕 등은 그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토템 이

론을 먼 역사적 사건에 적용하거나 인간 행동에 대한 의미 있는 동기와 같은 프로이트의 가정 중

많은 부분이 오늘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올바르게) 간주된다. 

한편으로 프로이트의 유산 (遺産)인 성 해방 (Sexual Revolution)이든 포렐의 사회적 우생학이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없으며, 어떠한 한 공

식 (公式)에 지나치게 많은 강조를 두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 아닌가.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

고를 의식해야 한다. Forel과 그 시대의 성학자들에게 문제적이라고 여겨진 유전 (遺傳)이 미래 세

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의 궁극적인 도덕적 의무 중 하나였으나 Forel은 오

늘날 우리가 유전과 연관시키지 않는 많은 것들을 유전적 문제로 보았다. 즉 의지력 (예: 자위 행

위를 피하기 위해), 히스테리, 도벽, 강간, 비행 (卑行), 불행한 결혼, 출산 지연, 반항 및 부도덕

등). 이와 유사하게, 현대 문제를 먼 역사적 사건이나 인간 행동에 대한 의미 있는 동기와 연관시

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또는 토템 이론의 적용과 같은 프로이트의 많은 가정 (假定) 은 오늘

날 (올바르게)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Ross가 주장했듯이, ‘성 혁명’은 제거해야 할 많은

오래된 문제를 제거했으나 동시에 새로운 신경증, 새로운 갈등, 그리고 새로운 손실을 초래했다. 

그 손실 중 하나는 에로스의 우위와 detumescence의 평가 절하로, 거의 독점적으로

detumescence와 그 공허함에 초점을 맞추어버렸다. 

6.7 엔트모디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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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손실을 이해하려면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지 최근 역사를 조사해야

한다. 폭력, 강간, 강제를 내포하지 않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동성애를 쓴 바이런을 통해 에로스적

가치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휘트먼의 시는 이상주의적이고 플라톤적이었고, 아마도 그의 사랑

의 대부분과 그가 생산한 고대인의 높은 이상주의와 노동계급 남성의 활력을 결합하여 미국 시에

서 최고의 줄을 남겼다. 40세가 되어 그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고백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했지만 내 사랑은 갚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이 노래들을 썼습니다.” 407

휘트먼은 분명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신의 욕망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디오티마의

"위대한 연설"이었다. “휘트먼의 인본주의적 정신은 20세기 후반 해체주의에 의해 계승된다” 408

는 주장은 전후 해방주의 활동가와 역사가들이 서구 정신을 얼마나 흐리게 했는지 보여준다. 서

구 생활의 해체 작업은 휘트먼의 예술 정신에 반대되는 것으로만 볼 수 있다. 1900년 전후하여

독일에서는 조지 서클(George-Kreis)이 그리스 문화에 흠뻑 빠져 있었고, 스테판 조지 (Stefan

George)는 무력하거나 성적으로 금욕적이지는 않았으나 육체적인 사랑보다 정신적인 사랑을 가

장 중요하게 여겼다. Oscar Wilde는 detumescence에 대한 헌신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shrinking violet (내성적인 사람)처럼 보인다.

21세기 전반부까지 서구의 많은 문화는 빠르게 발전하는 예술 분야 전반 (全般)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발전, 교환, 모방 및 적용하면서 고전 지식과 기존 전통의 지속 및 부활에 호

소했다. 그리고 과학, 심지어 성 과학. 이 문화 유산의 "끝장"은 복잡한 변이과정이었으나, 중요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90년 전 세기의 전환기에 오늘날의 베를린 지역을 살펴볼 수 있다.

6.8 모딕은 엔트모딕을 만난다

해매는 새들

서구의 모딕 동성애 전통과 엔트모딕 사상의 첫째 재앙적인 만남은 1912년의 한스 블루허 스캔

                                        

407 A.L. Rowse, <<Homosexuals in History: Ambivalence in Society, Literature and the Art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289 쪽.

408 이승훈,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세계사, 1991. 7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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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볼 수 있다. 오늘날 Hans Blueher Scandal은 20세기와 그 이후 모딕 동성애 담론의 운명에

대한 선구 예시처럼 보인다. 세기의 전환기에 Hans Blueher (1888-1955)는 Wandervogel이라고 불

리는 독일 청소년 운동의 젊은 단원이었다. 이 운동은 modic 문화적인 세력과 entmodic 세력이

충돌한 장면이 되었다. 그 둘의 운명적인 대결은 또한 제2차 세계 대전과 함께 결정되어 버렸었

다. 

Wandervogel 집단의 형성은 18세기말 급속하게 산업화되어가는 Steiglitz-Berlin 지역에서 교육

받은 중산층의 사회 계급적 지위 (권위)가 쇠퇴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되며,409 부르주아 생

활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소풍을 즐겨 하는 청년 “독립” 운동으로, 대자연

에서 단체 여행, 음악 및 동지애의 그 기반이 처음 1901년에 형성되었다410 영국 보이스카우트 운

동에서 영감을 받은 설이 있으나, 이것은 하이킹 (Wanderung)의 오래 독일 전통과 매끄럽게 융합

되어 수세기 동안 독일 문화의 대중적인 활동이자 문학적 주제이며 괴테에 의해 아름답게 칭찬되

었다.411 반더보글에서는 하이킹 때 열정적이고 인기 휴러(지도자)의 지도하에 단체로 여기저기 다

녀왔다. 

반더보글 조직 내에 동성애에 대한 공개 토론이 터져진 것은 처음 22세의 활기찬, 사랑받는

지도자인 Jansen이 연하 (소년) 멤버와의 성 관계를 맺어 이는 발각되자 Jansen이 해고되면서 시

작되었으며, 해고는 당장 스캔들없이 진행되었으나 얀센은 자기 해고를 불만스로워 하고 때마침

반더보글 운동의 최초의 역사서를 쓰고 있는 심리학자이자 반더보글 운동의 초기 단원이었던 그

의 친구 한스 블루허에게 동성애를 청년 운동의 중요한 동인 (動因)으로 그것은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기보다는 미덕으로 옹호해야 한다는 논문을 쓰도록 격려했다. Wandervogel 운동 처음의 역

사서로서 그 자체로 감탄할 만한 작품으로 청소년 운동의 2부 부분으로 된 일반 단쳬 역사 <<반

더보글- 청년운동의 역사>>(Wandervogel- Geschichte einer Jugendbewegung)에 이어 Blueher는

추가로 <<에로틱한 현상으로서의 반더보글 청년운동>> (Wandervogel Jugendbewegung als 

Erotisches Phaenomen")  (1912)이라는 3부를 펴냈다. 운동의 동성애에 관한 3부 <<Erotisches 

Phaenomen>>에서 Blueher는 동성애적인 감정 (욕망)이 조직의 필수 요소이며 많은

Wandervogel 지도자가 동성애 성향이 있으며 바로 이 요소가 Wandervogel 조직의 리더십에 특

별한 리더십 품질을 부여했으며 등등의 Blueher의 주장은 곧 지역 공론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청소년 운동과 대중 사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책의 보이콧으로 이어졌으며 Wandervogel 지도

                                        

409 Hermann Giesecke, <<Vom Wandervogel bis zur Hitlerjugend>> Juvente Paperback, 1981. 11-16.

410 Gerhard Ille u. Gunter Koehler, <<Der Wandervogel: Es begann in Steiglitz>>. Stapp Verlag, Berlin 1982.

411 Josef Hoffmiller, <<Das Deutsche Wanderbuch, Wanderfahrten von Goethe bis zur Gegenwart>> Georg D.W. Gallway,

Muenchen.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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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동성애 감정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회보를 모든 지역 단체에 발송함으로써

‘숙청’을 이루었다. 412

파트 3에서 Blueher는 동성 욕망이 남성 청소년 분트 (단체들)를 결속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이론

화했다. 이는 에로스의 관점, 즉 열정적인 contrectation 관계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부분

적으로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Blueher는 성(性)학에서 파생된 '역전(Inversion)'이라는 말을 강하

게 내포하며, 동경해야 할 긍정적인 현상으로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성인 가이드의 보살핌을 받

는 청소년에게도 적용했다. Blueher는 이것이 좋은 일인지 묻는다. Blueher의 책은 부모와 교육자

들 사이에서 경악을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운동 참가자들은 그들의 운동이 “inversion” ("역전", 

동성애)에 근거한 것인지 걱정스럽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413

현대 정신분석학의 담론을 통해 전통적인 에로스 체계의 미덕을 주장하는 블루허의 발표는 독

일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초판의 서문은 심리학자 매그너스 허쉬펠트(Magnus Hirschfeld)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성애 운동의 아버지’--동성애 해방 운동의 영웅--으로

환호를 받았으나 Hirschfeld는 용감한 전사의 영웅적인 유럽 동성애 전통과 건전한 남성적 본능을

가진 과시하지 않은 에로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Hirschfeld는 남성적 특성이 없는 것으로 추

정되는 “여성스러운” 남성을 모으는 것을 선호했으며, 반더보글 휴러 처럼, Maennerheld처럼 스스

로를 ‘인생의 승리자’로 보는 동성애자 유형이 아니라, 자신을 인생에서 "압박당한" 사람으로 여기

는 사람을 그의 Wisseschaeftlich-humanitaere Komitee에 많이 초대했다. 그러한 집단 Hirschfeld

는 그 자신이 쉽게 지휘할 수 있었고, 그는 더 넓은 사회에 대한 그들의 억눌린 분노를 이용하여

(또는 그는 그들에게 원한을 심어줄 수 있다) 더 넓은 사회를 도전하고 그 표준들을 도전하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 같다. 따라서 Hirschfeld는 entmodic 동성애 해방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

러야할 것이고, 유럽의 과거와 밀접한 연대를 느끼며 전통적인 도덕을 지지하는 주류 사회의 공

간에서 편안했던 남성적인 동성애에 대한 허쉬펠트의 무관심은 결국 블루허는 허쉬펠트 Komitee 

(연구소) 방문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414

대신 Blueher는 Freud와 그의 서클에 매료되었다. Freud는 Blueher를 비엔나로 Wandervogel 에

로티시즘 연구에 대해 강연하도록 초대했다.  프로이트의 열정과 에너지가 젊은 Blueher에게 어

                                        

412 Ulfried Geuter, <<Homosexualitaet in der deutschen Jugendbewegung>>. Suhrkamp, 1994. 49-58 쪽. 책은 처음에

금지되어 얼마 후 금지해제되어 더 많은 판본이 인쇄되었다.

413 앞의 책, 15

414 Hans Blueher, <<Die deutsche Wandervogelbewegung als erotisches Phaenomen>>, (Sechste  Auflage). Verlag

Kampmann u. Schnabel, Prien am Chiemsee, 1922. “Vorwort zur zweiten Auflage”, 5-1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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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강하게 어필했는지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Blueher에게 그러한 대담한 연구를 쓰고 출판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개념적 도구인 “성 억압 이론”을 준 이는 바로 프로이트였을 것이다. 그러한

논문을 내기 전에 상당한 망설임과 과묵함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들이 압제를

당한다고 확신시키면 그들은 시키는대로 다 하게 돨 법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과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아마도 Blueher가 그의 "에로스 해방론"에 대한 그의 주장에서 Moll의 Contrectation과

Detumescence 개념을 눈에 띄게 활용하나 Moll에 대해 다소 단호하고 불친절하게 말하는 이유

일 것이다. 몰은 프로이트의 라이벌이었다. Freud는 전문적 경쟁을 ‘위협’으로 보았고 그는 Moll로

부터 몇 가지 아이디어를 빌렸다.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엄격한 사람인 Moll은 정직한 학문의 생

산을 넘어 과학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유명해지려는 프로이트의 야심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같

은 이유로 허쉬펠트를 좋아하지 않았다.

블루허의 화제작 ‘3부’가 독일 사회가 이미 몇 가지 성 스캔들로 들끓던 시기에 발표되었다. 

Paederasten Klub 사건, Moltke-Harden 사건, Eulenberg 사건 (p 21) 등의 사건, 그리고 어떠한 신

문 기자가 왕실 내에서 선정적인 동성애 비밀 사건에 대해 선정적인 기사를 써 왕 (Kaiser)에 스

캔들을 불러일으켰다 스캔들은 기자가 나라이나 왕실에 대한 관심에서가 아니라 신문만 파는 것

만 추구하는 기자였다. 위의 모든 것들은 앞으로 닥칠 고난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독일 사회에 대해 책임없는 언론이 성 루머와 스캔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동성애를 대중

의 현장에 도입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블루허는 아직 완전히 과거의 일이 아

닌 시기에 contrectation에 기초된Eros와 "Knabenliebe" (소년애)의 고전적 이상과 살아 있고 지적

으로 접촉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 심리학자 B블루허가 사용한 성학자 Albert Moll415의

                                        

415 Moll (1862-1939)l 은 Krafft-Ebing 처럼 아동의 자위 (수음)가 정상적인 성 발달을 방해하는 장애라고 생각했고

아동기의 다른 외상 사건 중 아동기 자위의 결과의 하나로 성인 동성애를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몰은 프로이트처럼

대담한 선구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성 장애 치료의 역사, 특히 자위의 개념변화의 역사에 대한 그의 공헌은 그의 더 큰

과학적 연구 태도나 전망이었음으로, 결국 이후의 변경에 대한 주비 단계를 이바지했다. 특히 Moll 은 자신의 과학

분야에서 종교, 문화, 정치 및 기타 외부 요인을 제거하는 데 단호했다. 전문적 객관성에 대한 그의 이러한 주장은 그를

동시대인인 Hirschfeld 및 Freud 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점이다. 과학적 객관성에 대한 Moll 의 헌신은 동성애나

자위행위의 등의 표현에 대해 아이들을 탓할 수 없는 ‘성 무차별기’라는 개념적 공간을 이론화하고 개방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간에게 너무 엄격하게 범주를 부과하는 것을 의심하게 어겼고, 프로이트의 그 유사한 주장 이전에 이성애자들은

잠재적인 동성애적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Moll 은 ‘성인 (adult) 동성애’는 치료해야 할 병리학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동성애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독일에서 동성애를 범죄화한 175 항의 시위에 동참했다. 그는 또한 동성애자들이 대중을 소외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성애를 과도하게 이상화하지 않을 것을 권했다. 그는 또한 동성애를 치료해 보는 것보다 동성애를

미화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젊은이들이 그러한 영향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Jahrbuch fut

Sexuelle Zwischenstufen 2 (1900).1-29.  따라서 그는 Hirschfeld 의 과학-인도주의 위원회의 정치적 활동을 비판했다.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 행동주의를 조장하기 위해라면 과학의 사실을 왜곡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순수 과학을

사랑하는 Moll 은 자신의 과학 주장을 공개하기 전에 경험적으로 시험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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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Contrectation 과 Detumescence"로 돌아가서 고전적인 서구 남성간 관계와 이에 대한 사회

적 관점을 이론화한다. 20세기 초에 저술한 기독교 개종자 몰은 깊은 애국심과 독일 전통을 동경

했고 1920년대 한국에 소개된 성 발달 이론과 결부되어 있다

심리학자 블루허 자신은 역전(Invert), 신경증(neurosis) 등과 같은 전문 용어, 즉 엘리스와 기타 학

자들의 언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의 용어에 대

해서도 잘 익혔다. 에로스(Eros)뿐만 아니라 성적 비밀성 (discretion)과 같은 사회적 규칙을 포함

하여 실제로 그것에 반대되는 측면도 적지 않았다. 한국적 개념으로,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노출

과 함께 한국의 멋과 같은 생산적인 창조물이었을 수도 있는 것은 오히려 modic 유럽 문화와 그

것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는 신과학 사이의 부조화를 야기했다

수세기 동안 OSP 하에서 수세기를 보낸 후, 오늘날 성교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A. Moll 과 Max 

Dessoir은 독일의 어린 시절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종교적 도덕적 불안을 끊으려 기독교의 맥락

과 OSP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발달 이론의 관점에서 틀을 짓는 첫 째 단계를 수행했다. 자위

행위가 건강에 좋지 않고 이후 동성애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있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Moll은

OSP의 힘을 완화하기 시작한 생물 심리적 과정으로서 성적 개발 과정에 중점을 둔 무차별기라

고 불리는 개념 공간을 열었다. 이것은 성욕학에 대한 그의 유일한 공헌이 아니었다.

그가 세심한 연구원이었다. 자신의 연구에 관한 그의 모든 주장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더라

도, 그러한 실수는 진보적인 사상가로서의 그의 기부에 비해 무시할 만함이었다. 그의 발상 중 일

부는 프로이트의 나중의 발전을 예견했다. 몰은 아이의 성적 성장을 위한 3단계 주기화를 만들었

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 임상 관찰 을 바탕으로, 그는 욕망의 역동성을 2단계 개념을 통해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Contrectation과 Detumescence의 개념을 이론화했다. "C"과 D는 별도로 작

동할 수 있는 성욕의 두 단계를 설명했다. C는 인간으로부터의 성적 충동을 의미하는 반면, D는

모든 상황에서 충동의 긴장의 방출을 의미했다. 416 Moll은 이 두 용어를 인간 발달에 적용하여

어린이의 욕구 기능을 이해하려고 했다. Moll은 점차 어린이의 초기 성적 충동을 이론화했다. 

몰의 개념은 블루허에 의해 반더보글 청년 운동의 역동성, 특히 블루허가 전통적 용어인 멘너

헬트(Maennerheld, 남자들의 영웅)를 사용하여 그가 묘사한 젊은 조직원과 지도자 사이의 정서적

                                                                                                                              

성감대(erogenous zone)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프로이트에게 인정되는 적지 않은 개념을 이미 사용 중이거나 예상했는데

프로이트는 그의 전임자들에게 인정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았다. Moll 의 조심성 있는 성격, 순수히 경험적 과학에 대한

그의 주장, 그의 냉철함과 공정한 마음가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과학을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프로이트의 야망과 기량의 그늘에 의해 그 공헌들이 역사에서 가려있다. . Volkmar Sigusch, “The Sexologist Albert

Moll –between Sigmund Freud and Magnus Hirschfeld”. Med. Hist., vol. 56, 2012. 6 쪽. . Moll 은 엄격한 과학적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선비'유형의 지식인이었다. 기독교로 개종한 몰은 독일 문화를 존중했으며 죽을 때까지 애국적인

독일 시민으로 남았다. 그는 무모하고 부도덕하다고 여겼던 Hirschfeld 의 급진적인 문화 개입을 매우 싫어했으며, 1 차

세계대전 후 국가적 굴욕의 비참한 세월 동안 성적 반역자이자 폭동을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독일 국가

사회주의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416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detumescence 충동는 분비물을 방출하려는 유기적 충동으로 이해되고, contrectation

충동은 육체적, 영적 매력을 유발한다. Albert Moll, <<Untersuchungen über die Libido Sexualis>>.Bd.1, Berlin,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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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성에 대한 분석에 적용되었다. 블루허는 몰의 이론을 전통적인 사회적 맥락에 적응시키는 과

정에서 그 이론에 새로운 맥락과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블루허는 독일 동성애 문화에서 이

전에는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역동성을 포착했다. 여전히 OSP 도덕 체계하에서 동성애에

대한 침묵을 깨트린 블루허의 책 출판은 프로이트와 완더보겔의 동성애자들에게 극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에 대한 대중의 보이콧과 스캔들을 부추겨 완더보겔 사회에 분열을 일

으키고 결국 조직 외부로 확산되었다. 이는 블루허가 동성애를 중산층 사회에 어색하게 노출시켰

을 뿐만 아니라, 그 무언의 독일 동성문화를 묘사하기 위해 성학적 개념(몰과 프로이트)을 섞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의 대담한 논문은 (몰에 따라) 반더르보글의 역동성에 대해 사실적인 것을

포착했고, 완데르보겔 집단의 "지도자 체제"의 본질적인 동성애적 성격을 칭송하면서 프로이트을

따라) 성적 억압을 제거하고 성적 개방 (그의 책의 후기 판에서 지도자들과 청소년 극단원들 사

이의 성적 행위에 대한 언급과 고백을 포함했음)을 촉진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블루허는 청소년

조직원들과 지도자들 사이의 성욕에 대한 언급과 고백, 그리고 완더보겔 조직 내에서 동성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또한 피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여 이렇게 해서 대중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놀랄 것도 없이, 1910년대의 독일 기독교 중산층 대중들은 십대 아들들을

감독 없이 긴 하이킹 여행에서 20대 완더보겔 지도자에게 보살핌을 맡겼지만, 그들의 아들들의

활동에 성학을 적용하는 블루허의 논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블루허 스캔들은 추상

적인 "성 해방" 담론을 문화적 현실/사회적 맥락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혼란을 대표한다. 

여기서 완더보겔 집단 내의 성적 역동성, 혹은 준 성적 역동성에 대한 블루허의 논문에서 몰의

이론이 작동하게 되었다. 그 역동성을 방어하기 위해 몰의 이론을 적용한 블루허의 열정적인 서

술은 다소 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통찰력뿐만 아니라 프로이트의 첫 번째 주요 논문인

<<Drei Abhandlungen>> (3개의 수필) 와 마주치고 그에서 함축되는 “인간의 성 해방 필요설”로부

터 큰 영향을 받은 블루허의 무모함을 보여주었다. 블루허가 쓴 내용은 아래에서 검토하겠지만, 

본 연구는 OSP 하에서 유럽의 동성 역동성에 대한 이론화에서 블루허가 몰을 적용한 것에서 추

론하려는 시도를 하겠다. 

위에서 주장한 것처럼, 원래 Moll이 사용한 신경생물학적 용어인 Contrectation (블루허의 용어

적용에서 성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감정적, 신체적 반응)과 Detumescence(성적 방출 행위)를 블루

허는 반더보글 단체에서의 에로스 원동력을 묘사하는데 원래의 맥락과 다른 맥락에 적용했다. 

즉 블루허는 반더보글 관계의 정서적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 성적 욕망의 두 부분, 즉 C의 육체

적, 영적 매력과 D라는, 분비를 방출하려는 충동에 대한 Moll의 개념을 취했다. 블루허에게는

contrectation는 사랑, 존경, 친밀감, 부드러움 및 성적 매력등 매력과 관련된 모든 감정을 포함하

여 지도자 (Fuehrer)-청소년 관계의 모든 측면을 나타낸다

Detumescence와 Contrectation를 짝지어주는 것은 욕망의 목적론을 의미하며, 이는

Contrectation이 목표 지향적임을 의미하므로 블루허가 두 개의 상호 연결된 개념을 사용하여 리

더-팔로워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독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목적론을 의미한다. 그래서 <<Erotisches>>에서 detumescence를 피해야한다는 몇 가지 언

급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성욕과 관련되는 contrectation은 용인 될뿐만 아니라, 축하하고 운동의

핵심 (원동력)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책의 주제까지 될 수 있는--. 본질적으로 무관심한 일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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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는 불협화음, 심지어 부정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혼합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동시에 블루허는 실제로 완전히 가능한 것을 포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Wandervogel에 대한

동성애자의 관점만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아마도 많은 또는 대부분의 소년들은 지도자에 대해

의식적으로 에로틱한 감정을 갖지 않았으며 인간의 정신은 과학적 측정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것

이다. . (프로이트로부터) 그러한 감정 (그것이 존재한다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해방"해

야 할 필요성을 가정함으로써 블루허는 자신과 반더보글 조직에 곤경을 조성하여 의심과 갈등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것은 과학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므로 블루허는 <<Erotisches>>의 두 번째 판에 포함된

개인적인 증언 (단원들이 익명으로 보내온 편지)을 통해 “증거”를 제공하려고 했다. 그 중 한 장은

리더와 청년의 성행위를 하게 된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한 편지로, 블루허 쪽에서는 이로는 대중

의 사랑을 유발시키지 못했다. 

블루허의 경험으로 보아 감정이나 충동에 대한 과학은 의심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블루

허의 성욕학적인 언어 사용은 에로틱한 감정의 외출 (해방?)이라는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사실 반더보글 공동체를 해치며, 한동안 조직과 대중의 평판에 피해를 입혔

다

“억압된 성적 욕망이 질병을 일으키고” “적절한 인간 경험을 방해한다”는 프로이트식 가정 하에

서 반더보글의 내적으로 느낀 에로스를 아우팅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 불안, 분열을

초래에 대한 생각없이 성인 지도자와 그에게 맡겨진 아이들 사이의 에로틱한 감정이 긍정적인 가

치라고 독일 대중에 대한 호소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블루허에 대한 Freud의

영향은 블루허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현실 (자녀를 보호하려는 부모의 욕구 등)을 잊거

나 무시하도록 이끌었다. 블루허가 묘사하는 Wandervogel의 감정을 고상 Eros로 여긴다면 Freud

는 또한 블루허에게 자신의 과거417를 잊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lueher는 그의 지적

멘토인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화를 내고 야심차게 사회적 격변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

은 것 같다. 

최근 동성애 운동역사가들은 Blueher의 위의 행동이 “용감”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나,418 스캔들

                                        

417 고대 그리스인 연인은 사랑하는 이에게 당혹감, 평판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Blueher 는

고대 이로스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 그는 Wandervogel 단체가 처음부터 그리스 Erastenart (‘Εραστέναρτ’) (Eros)와 관련이

있었다고 언급한다. Hans Blueher, <<Die deutsche Wandervogelbewegung als erotisches Phaenomen>>, (Sechste  

Auflage). Verlag Kampmann u. Schnabel, Prien am Chiemsee, 1922 21 쪽,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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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조직 내 조화와 유대감은 이후 결코 이전과 같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스캔들 이전에

Wandervogel 지도자들과 그들의 청소년 단원들 사이의 관계는 잘 처리되었을 것이며, Jansen의

해고와 같이 조직내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서구 자유주의 기준에서도

적절한 조치였다( 보이 스카우트).419 Blueher 스캔들은 동성 매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침묵을 유

지하는 오랜 전통을 깨뜨렸으며,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스캔들은 나중에 Wandervogel 조직을

별도의 조직, 주로 보수 및 자유주의 파로 분할하는 데 기여했다. Blueher Scandal로 시작된 "동성

애 Wandervogel 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은 아마도 전후 수 년 동안 언론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1912년의 스캔들은 국제 언론이 독일 통일을 결심한 히틀러의 청소년

단 (HJ),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동성애자’로서 화랑과 S.A., 그리고 그 때 에로스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Erotisches Phaenomen>>이 1914년에 두 번째 출판되었을 때, 초판이 출판되고 금지된 지 1

년 후, Blueher는 생각할 시간을 갖고 청년 운동에 대한 대중적이고 포괄적인 디자인을 공개하려

는 이전의 시도가 그것은 창피하고, 잘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이론적으로 서투른 것처럼

보였다.”(6)고 고백했다. "이론적 서투름"을 인정하는 것은 modic 전통에 불을 비추기 위해

entmodic적인 정신분석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6.9 민주화 이후의 동성애 문학

1987년 한국은 4.19혁명, 광주항쟁,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학생과 시민의 산발적인 저항운동을

거치며 새로운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독재정권의 종식과 함께 유신 체제하의 경제성장으로

부상한 새로운 교육을 받은 중산층은 개인용 컴퓨터와 미디어 (언론)의 도움으로 점차 세계 소비

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전 가치가 민족단결, 경제발전, 집단성장이었다면, 새로운 가치는 개인

의 자유, 인권, 관용이 되어 갔다. 특히 금융위기의 해인 2008년 이전부터 신세대 젊은이들 사이

에서 이러한 가치관이 돌기 시작했다. 권위주의 정부가 물러나고 유신의 문이 닫히고 서서히 글

로벌 소비의 문이 열리면서 자유주의적 글로벌 섹스의 태도와 전략이 한국의 일상 삶과 문화세성

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 효과 중 하나는 문학에서 동성애 주제 (主題)의 새로운 유행이었

다.

“경제적 민주화” 체제하에서 한국 문학에서 유신 모랄은 도전받기 시작했다. 마광수·,장정일 두

작가는 문학에서 허용되는 성적 주제화의 규모라는 점에서 독재 시절의 문학 정신에서 가장 극단

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정일의 초기 문학은 아이러니, 패러디, 현대 문화비판의 문학으로 분석되어 왔다. 420 장정일

                                        

419

420 예로, 한영인, <<장정일 초기 소설의 문제성 –“90 년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0(59) 75-8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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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극단적인 반항심은 자신의 엄격한 종교적 성장 배경에 대한 반항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기존 도덕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비판의식은 유신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역사적 순간

과 우연이 일치했다.

한편, <<중국에서 온 편지)(1999)에서와 같이 장정일의 짧고 부수적인 동성애 재현은 60년대

작품의 피상적인 재현들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1988), <아담이 눈 뜰때

>(1993)와 같은 그의 초기 작품에서는 동성애적인 상황을 새로운 리얼리즘과 심리적 디테일로 묘

사한다. 특히 <<아담>>은 마치 전후 작가 J.D. Salinger를 연상시키는 한 청년의 성적 혼란을421

패러디, 아이러니 또는 허무주의로 다루고 있다. <호밀밭의 파수꾼>(1945-6 저작, 1951년 출판)은

동성애와 무과계이지만 전후 미국 문학에서 성에 대한 부정성 묘사라는 측면에서 서구의 엔트모

딕 문화 전환의 첫 신호 중 하나였다. <<아담이 눈 뜰 때>>를 살펴보자면 주인공은 오디오 점원

으로 일하는 중년 남성으로부터 섹스의 대가로 턴테이블을 제공받는다. 

그는 나를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말했다. 그건 별로 내키지 아노았지만, 턴테이블 때문에 그러기로 했다. 앞자리에

탄 나는 턴테이블을 뒷자리에 말어 넣었다. 전리품인 양 그걸 무릅 위에 안고 있는 것이 우그꽝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다. 아침의 거리는 출근을 하는 사람들과 자동차로 붐볐다.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

호를 받고 멈추었다. 근처에 국민 학교가 있는지 국민 학생들이 떼를 지어 우리가 탄 차 앞으로 지나갔다. 그는 지

나가는 국민학생들을 탐욕스레 쳐다보았다. 나는 구역질이 났다.

“내려서 가겠어요.”

뒷자리에 놓인 턴테이블을 안고 나는 그의 자동차에서 내렸다. 성인이 성인을 상대로 욕망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페도파일들은 용서할 수 없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방비한 어린 아이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

로 삼는 것은 폭력행위이다. 공공연히 조직된 미국의 소아해자 모임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성체험을 할 권리로부터

악업되어 있고 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슬로건은 ‘8세까지 성경험을 하지 않으면 너무 늦다’

이다.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선 나에게 그가 창 밖으로 말했다.

“앰프가 필요할 거야. 생각이 있으면 오라구”

미친 자식. 그는 내가 턴테이블 때문에 그와 함께 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앰프를 얻기 위해 또 한번 자신

과 자게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침대 위에서는 정신적 교감을 설득하면서도 그는 그의 오디오를 미끼로 많은 젊은

아이를 유혹했을 것이다. 422

시간이 지나면 이 부정성은 더욱 공격적이고 거만해지며 수치심이 없게 되었다. 여기서 장정일

은 <<산조>>나 <<움직이는 성>>과 같이 예술적 정당성을 지닌 동서양의 동성애 전통의 높은

이상의 기미조차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423 (그리고 어떤 전통도 없이 그는 현대의 사회적, 도덕

적 기준을 위반하는 현대 자유주의 친-소아성애 운동(그 규모가 물론 매우 작음)의 맥락을 차용한

다. 물론 작가는 특별한 정치적 의식을 가진 뛰어난 패러디스트지만, 1993년 당시의 독자는 이렇

                                        

421 성인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여자에게 정상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는 10 대 남자를 주제로 하는 이 책은 미국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으나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갑자기, <<호민밭의 파수꾼>>은 미국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

"아메리칸 클래식"으로 간주되어졌다.. .

422 장정일, <<아담이 눈 뜰 때>>, 미학사, 1990. 100-1 쪽. 작가는 한때 “전통, 나는 한번도 그것에 흥미를 느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현대시 세계>> 14, 1992. 78 쪽.

423 <<아담>>은 어떠한 ‘전통’에 대한 근본 (의식)이 없으며, 실제로 미국의 매우 주변적인 하위 문화에서 그 맥락을

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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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물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묘사는 윤리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인가 (그럴 경우 비판받을 수

있다) 아니면 선의적인 패러디인가 (이 경우 이미 비판이 자체적으로 포함됨으로 더 이상의 비판

이 필요하지 않다).” 민주화 직후 당시 도덕적 잣대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구절의 서술

적 아이러니나 모호성을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것은 좀 더 일반적으로 '전복 시도를 미덕으로 위장

하는' 진보진입전략과 연결되는 '난독화'로 작용할 수 있다.424 이 해석적 애매성은 독자가 문제 되

는 구절을 읽는 방법을 확신하지 못하게 한다. 이 난독화가 모든 독자의 반응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러티브가 패러디로서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plausible deniability)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대개는

그것이 고의적인 위반으로 비난을 받기보다는 풍자 (패러디)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

를 초래한다. 사실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이 동시에 공존한다. 자유주의 문학이 기대하는 반응은 물

론 해석적 불확실성에 기반한 독자의 무반응 또는 수동적 수용이다. 그러나 사실 이 “상반되는 해

석 가능성의 공존”은425 도덕 기준 자체에 대한 작가의 부정이라는 더 중요한 행위로부터 독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장정일의 문학은 샐린저의 <<파수꾼>>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적 의제에 대한 대중의

관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를 '시험'하는 일종의 기초적인 엔트모딕 문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전쟁 후나 사회 혁명 이후 등 역사상 취약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다. 첫 번

째 자유주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점점 더 많은 금기가 점차 깨질 때까지 다음 작업이 더 과감해

짐은 물론이다. 이것을 흔히 “자유주의의 미끄러운 경사”라고 한다. 점점 자유주의가 점점 더 강

력한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리브럴리즘의 이러한 모호한 침입 전략은 독자를 결국 어떠한 문제되

는 구절이나 작품에 반대하면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낙인이 될까 두려워하

는 위치에 놓이게 한다. (결국 이전의 '시험'은 통과했고, 그로 인해 사회가 무너지지 않았잖아!라

고 혁명가가 주장한다). 이 점진적인 적응 과정은 물동이 속의 개구리처럼 계속해서 비(반)반응을

일으키지 않거나 적절한 지점에서 멈추지 못하면 자유주의에 의해 점점 더 큰 ‘범법’ 행위를 낳을

뿐이다.

도덕 표준을 단순히 깨기 위해 깨뜨리려고 하는 자유주의 문학, 예술에 접근할 때의 일반적인

법칙은 사실 해석의 문제(예: "위반 또는 패러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성 (negativity)자체

가 주점 (主點)이라는 것이다. 적지 않을 경우 전통의 모든 고상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엔트모딕

자유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426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한 의식적인 반대에 적극적이지 않은 어

떤 경향도 그것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427

                                        

424

425 이 “전략”에 대해서는 이영준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 하거나 안 하거나를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로 요약했다.

이영준, <<악마에게 혼을 팔고>> 참조.

426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기 위해 자유주의적 ‘혁신’ ‘개혁’과 전통을 혼합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가치 대 멋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리버럴리즘(맑스주의에 선행하고 그 이념적 근거를 일부 형성했음)는

파괴적인 (해체적인) 형태로 전통을 저하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의 표준과 가치, 전통적 도덕성, 사회적 문화적

결속 - 자유주의가 공격하고 전복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공격을 한다. 이는 많을 경우 멋의 목적과 정반대이다.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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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문화 편집이 단순한 반항보다 더 낫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 후자의 선택은 한국의 '멋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에 뿌리를 둔 가치로서, 멋은 전통과 개혁 사이를 항해하는 이

러한 창조적 과정을 인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전통’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사회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성적인 상황을 허무주의적이고 천

박하게 묘사하고, 전통에 근거하지 않은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으로 보이는 장정일의

문학은 멋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장정일은 탁월하고 총명한 작가이지만 1990년대 검열을

타파하는 데 한몫을 했음에도 그 ‘탈멋’적 입장은 동성문학의 최고 수준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

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에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자유주의적 '엔트모딕' 문학의 한국 진출(주의)로 이론화

된 것을 고찰해보면, 문학적 개념으로서의 '멋'의 의미와 가치가 보다 명확해진다. 허무주의, 아이

러니 등 다양한 관점이 중시되는 포스트모던 시대 문학에 있어 '멋'은 현실적으로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성 관련 문학을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일종의 ‘근본’으로서

'멋'을 이론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멋은 문학뿐 아니라 다른 창작 영역에서도 한국 문화와 현대 자유주의를 생산적으로 혼합하거

나 저항하는 무의식적 ‘근본’으로서 지금 글로벌 시대에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 성적 자유

주의가 국제 시장과 소비자를 찾는 기업주의적이고 세계적인 거물에 의해 점점 더 지지를 받게

되면서, 세계화의 수용은 쉬워지지만 글로벌과 로컬 간의 협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 동성

애 문학의 최고 기준에 대한 문화 생산과 비평의 기준으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의미에서 서구의 성혁명은 소비자의 장기적인 복지 자체가 아니라, 주로 성산업의

자유화와 성소비주의에 관한 하향식 혁명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유주의의 내러티브는

소비자, 권력 및 이익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탐색을 가로막는 모든 전통적 제도와 관행을 혁

명적으로 공격하려 한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이룩할 수 없는 성적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온다. 

한국인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도 자유주의와 무비판적으로 동맹을 맺을 필요는 없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성 판매" 과정에서 전통을 파괴하는 것은

서양이나 동양의 모딕 전통에 진정한 근거가 없다. 이상적으로, 섹스는 항상 문화에 조화롭게 통

합되어야 하고, 그래야 한다. 급진적 정체성주의를 부추기는 파괴력은 외부, 이른바 '엔트모딕' 영

역에서 나온다. 프로이트의 '성적 억압' 이론은 성적 취향별로 민족을 소비자 정체성으로 분열시

키는 성의 세계화와 성 혁명을 수행하는 데 유용했다. 이는 민족에 대한 글로벌 권력의 진입로가

될 수 있다. 특정 다른 나라가 문화적 표준으로 국가적 ‘멋’ 이상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성문화의 흐름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기존 문학 작품에서 '멋'이 있는지 여부의 질문이 남는다. 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멋은 근현대 성문학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한기언의 일반론으로

작품을 평가하면 어떠한 작품도 그 이상은 거의 실현되지 못함은 물론이다. 

또한 저작물의 문학적 또는 문화적 가치를 무효화하거나 불신하는 일을 겪지 않는다. 멋은 단

순히 문화 생산에 대한 최고의 도덕적 표준을 나타낸다. 여기서 ‘멋’ 개념은 민족의 이익을 어느

정도 반영하거나 봉사하는 동성애의 표현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수세기에 걸친 한국 역

사의 근간 (근본)을 이루는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모든 동성 재현, 표현을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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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학적 기준을 제시한다. 

1990년대 동성애 주제 문학은 1960년대 주제화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작가들은 새로운

자유화 분위기를 이용하여 구식 표현을 별 역사적 의식 없이 활용하거나 확장했다. 하지만 1960

년대와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의 어떠한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하여 보다 '멋' 수준에

가깝다.

서영은의 <<그녀의 여자>>(2000)에서 (1997-8 저작, << 시간의 엉굴>>의 제목으로 1999년 출

판) 저자는 하데스(명부의 왕)와 페르세포네의 신화를 '전통'으로 차용하고 이에 바탕하여  '순수

한 영혼'을 소연으로, '부패한 마음'을 현부인으로 순수/부패의 이분법 구조로 그린다. 이는 동성애

라는 주제에 대해 ‘멋’적인 접근을 시사할 수도 있지만,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학대의 관계로

전개된다. (이제 사망한) 남편에게 수년간 학대를 받은 현부인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이용하

여 죽은 남편의 행동을 모방하고 20대 소연을 지배함으로써 ‘복수’를 시도한다.

소설은 기묘하고 꼬인 관계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현부인의 자살로 마침내 끝이 난다. 

소연도 소녀 시절 트라우마를 겪었으나, 현부인의 관점에서 동성애는 단순히 이성애 관계의 모방

을 통해 그녀가 겪었던 이성애 (가부장적) 갈등을 영적(靈的)으로 해결하려는 실패한 시도의 일부

일 뿐이다. 결국 두 여성의 만남은 교육적 가치도 영감적 가치도 없고, 현부인이 복수를 시도하는

것 자체도 성공하지 못한다. 서연은의 서사를 최정희의 동성애 소설작과 비교하면, 일제강점기 이

후 1990년대 이전 한국에서 자란 사람에게 동성애는 피상적이고 기이한 현상으로 밖에 설명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최인석의 <<내 영혼의 우물>> (1995)에서 감옥에서의 동성애를 묘사하며, 합의에 의한 것이더

라도 일반적으로 이를 ‘강간’으로 분류한다. 지옥같은 감옥생활을 배경으로 동성애 그 자체가 동

물적이고 인간이 인간을 잔인하게 대하는 징조일 뿐이다.428

개들이 잘 싸운다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개들은 싸우지 않아. 사람이 싸움을 시키는 거지. 투견이라는

둥 콩쥐도 팥쥐도 친했어. 양길이도 견훤이도 다투지 않았어. 다 사람들이 버린 개들이지. 훈련시켜달라고 맡겼다가 찾으

러 오지 않는 거야. 돈 때믄이지, 뭣때문인지 모르지만…다 그렇게 해서 한 식구가 된 개들이었어. 새끼를 버리는 건 사람

뿐이야. 개는 새끼를 버리지 않아. 개는 서로 주이지도 않아. 미워 하지도 않아. 강간하지도 않아. 사내들끼리 그런 짓을

하는 법도 없어. 누구든지 한 식구로 맞아들여서 사이좋게 살아. 여자 문제로 싸을 때가 있지. 하지만 한 두 본 힘을 겨뤄

보는 것으로 곧 결판이나.” (47) 429

인간의 잔혹함에 대한 최일석의 메시지는 독자를 일깨워주는 메시지이나, 감옥에서의 동성애 행

위는 모두 강간으로 간주됨에도 부구하고 서영은의 묘사보다 최인석의 메시지가 조금 더 멋 수준

에 가깝다. 최인석의 강간 주제화에는 인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내포되어 있는데도 아이러니

하지 않은 진심어린 호소이기에 이 이야기는 진지하게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므로 장정

일의 초기 소설들보다 전체적인 주제가 멋 작품 수준에 가깝다. 

신경숙의 <<딸기 밭>> (2000년 출판)에서 내러티브 목소리는 망각증을 통해 성적 만남에서

자신을 분리한다. 그녀는 못생긴 남자와의 만남을 잊고 아름다운 여자와의 마음을 잊는다. 오랫동

안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경험도 아니고 단순히 이야기하고 나면 잊혀진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문

                                        
428 <<작가세계>>,

429 최인석, <<내 영혼의 우물>>, 고려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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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도 불구하고 만남에 대한 천박함과 주제적 거부(인혀짐)는 교육적이거나 영감을 주는 가치를

거의 제공하지 않다. 조경란의 <<나의 자주 빛 소파>> (2000년 출판)은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

역방향을 보여주지만 캐릭터가 너무 천박하고 만남이 너무 무의미해서 멋이나 정보적 가치가 거

의 없으며 허무 만 있다. (글쓴이는 이 단편 동성애를 전혀 묘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음)

<<이교도의 풍경>>(1999)에 나타난 이응준의 성 묘사는 생생하지만 여전히 아이러니와 허무주

의에 얽매여 있다. 430 <<<붉은 달이 뜨는 광경>>(2000)에서 박상우가 동성애를 그림자 속에 있

는 어떤 것, 오히려 신비로운 것으로 보지만, 동성애를 이성애 결혼을 파괴하고 부모 중 한 명 없

이 자녀를 남길 수 있는 비극으로 지적한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는 물론 사실인데 화자의 엄마를

잃은 어릴때의 고통은 그가 데이트하는 여자에게 여자애인(영화감독)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

서 그로 인해 어린 시절의 고통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 431 동성연인이 있는 유부남의 불륜에 대

한 박상우의 비판은 일리 있는 비판이며, 작가는 자신의 희생자임을 강조하면서도 이중생활에 대

한 도덕적 메시지와 멋 수준에 닿아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문학의 동성애 주제는 등장인물이 동성애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

작하는 일종의 '중간 단계'에 접어든다. 윤대녕의 <<수사슴 기념물과 놀다>> (1999) 는1990년대

동성애를 주제로 한 가장 예술적인 이야기 중 하나아다. 그것은 또한 샤머니즘을 주제로 하여 그

것을 가능한 멋 문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이 단편은 현대 한 이반 남자의 풍속을 상상하는

작품으로서, 미국 교포 첨단 예술인 백남준과 독일 예술인 요셉 보이스 (Joseph Beuys)의 운명적

인 만남을 분의기적인 배경으로해서 30대 이반 남자와 한 집 없는 남자의 만남을 중심으로 그

이야게가 매우 재치 있게 전개된다. 이 단편에서는 이반인 “나”는 이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

으나, 이는 그가 여성과의 접촉에서의 불만, 좌절 때문에 생긴 뉴앙스가 있다. 주인공이 자신이

이반’’임을 '개종'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윤대영의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의 배타적인 섹슈얼리티

가 아닌 양성애를 규범으로 제시함으로써 고정 관념을 피한다. 윤 작가의 단편 <<흑백 TV를 꺼

짐>>은 작가 특유의 재치가 있지만 <<수사슴>만큼 화려하지 않고 덜 공상적이다. 

성 정체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표현의 깊이가 제한적인 또 다른 과도기적인 작업은 권여선의

<<나쁜 음지리표>>. 이 환상적인 단편 소설은 더 큰 장애, 고통, 아이러니한 세계관의 일부로 레

즈비언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두 개의 악보처럼 서로에게 달라붙어 기이하고 기발한 음악을 만

든다. 

자유주의의 분열적 성격은 민족을 분열시키고 단결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위험이 될 수 있지만, 

정체성 개념을 수용한 1990년대 작가들은 동성애 캐릭터의 삶을 전례 없는 명료함과 객관성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심산의 <하이힐을 신은 남자>는 각본을 문학적으로 각

색한 작품으로, 등장인물의 트랜스젠더임은 외로운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소

틀에 박힌 듯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트랜스젠더의 삶의 고단함을 보여준다.432 멋적인 방

식으로 송경아의 <<송어와 은어>>(1997)는 레즈비언 연인의 묘사에서 그리스를 모티브로 삼았

                                        
430 이응준, <이교도의 풍경>, <<내 여자 친구의 장례식>>. 문학동네, 1999.

431 박상우, <<사탄의 마을에 내리는 비>>, 문학동네, 2000.

432 심산, <<하이힐을 신은 남자>>, 청년사, 1992. 195-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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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소설에서는 등장 인물 송어가 ‘갯물 카페’에서 남성인 주인공한테하는 이야기에서 두 여성

애인’송어’와 ‘은어’를 그리스의 섬 레즈보스를 그들의 고향으로 설지한다. 남남,녀녀의 성적인 만

남을 묘사한 최초의 이야기 중 하나로, 현대의 아동 성매매를 암시하는 등 불안한 이미지와 기이

한 판타지적 요소가 특징이다. 

이나미의 <<빙하>>와 정이현의 <<무궁화>>는 둘 다 동성애라는 주제를 일종의 미스터리로

간직하고 있는데, 조금씩의 ‘표현’과 병행되는 이러한 신비감과 은폐는 배수아의 중심 서사 전략

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배수아 초기 작품에도 동성애풍 언급을 몇 개 발견할 수 있다. 일찍이 <<랩소디인블루>>(1995)

에서는 여성 주체에게 괴로운 존재, 무정한 세상과 이성애 범주로부터 몇 가지 탈출구가 나타나

기도 한다. 즉 1) 여자끼리 사는 것. (경희 고모는 친구와 유료양로원으로 떠난다...그 친구는 경희

고모를 너무나 좋아하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부터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였다고 한다. 우리

는 집을 떠나서 같이 사는 거야. 그래. 결혼 같은 것은 하지말고. 남자를 사귈지라도 절대로 결혼

해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살지는 말고. 그래. 약속해.” [249])과 2) (화자의 새엄마처럼)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270)이 바로 그것이다. 소설에서, 나머지 여자들은 (미호, 유리, 정희, 화자 엄마)는 “성장

못 한” 채, 불행하게 살 수 밖에 없는 운명을 맞게 된다. 또한 <<철수>>에서, 일상 생활의 단조

로움 (“…78년…도… 88년도… 98년도 똑 같이 단조롭게 느껴진다)과 가난에 시달리는 화자의 여동

생은 “언니 나는 게이가 되겠어…그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래. 아주 다른 뭔가 반드시 있을 거

야…”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게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긴 하지만, 소설상에서 ‘반

가족주의’(45), 화자와 철수 사이의 무미건조한 관계에서 보이는 ‘반 이성주의’적 함축, ‘가정 폭력’

의 흔함과 비교하여 볼 때, 동성애는 불쾌한 현실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선택’/수단의 성격을 띠

고 있다. 

배수아는 거의 10년 동안 어린 시절과 십대의 판타지 풍경에 중점을 둔 비판적이고 도피적인

이야기를 쓴 후 동성 주제를 더 명시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멋”적이 진 않으나) 이 때부터

“군중”에 대한 혐오감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1년 <<시취>> 라는, 인생과 연애에 대해 매

우 빈정대는 작품을 쓴 이후의 무렵에 쓰여진 작품인 <<이바나>>, <<동물원킨트>>, <<에세이

스트의 책상>>에서는 작가의  유럽 여행 경험 이전의 작품에서 찾아지는 사랑과 배려가 배제된

산업화된, 남성 특권 세상에서의 여성 등장 인물의 스트레스를 달래 주고, 순결한 유아 시절로 뒤

돌아감과 관련되는 것들 즉 등장 인물이 항상 마시고 있는 커피, 그리고 음식, 의류, 음악, 영화, 

공원, 동물원과 같은, 개인/가정 차원에서의 남성과 사회로부터의 이탈에서, 그녀는 이전에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표현할 새로운 맥락을 찾았다.

그래서 <<이바나>>(2002)와 소위 “독일 소설” <<동물원 킨트>>, <<에세이스트>> 등에서는

처음으로, 성/젠더의 의미를 축소하는 생물학적 성별과 사회적 젠더에 대한 래디컬한 무관심/무차

별을 표현한다. <<에세이스트>>에서는 동성애를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배수아의 기존 작품

중 동성연애를 제일 커다란 범위로 다루는 작품이라 하겠다. 스토리의 핵심적인 관계가 여자인

“M”과 마찬가지로 여자인 화자의 “연애 관계”로 볼 여지가 충분이 있다고 본다. 이는 텍스트에서

두 사람의 육체 관계의 묘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분위기를 통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면

서 M은 내가 상처받을 것을 미리 계산했을 것이 분명했다. M은 에리히가 페니스를 가진 남자이

며, 보통의 여자들이 추구하는 쾌락을 제공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해서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

는 M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에리히에게 질투심을 느끼지는 않았다. …M은 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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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인해서 연결되는 관계를 좋아하지 않았다. M은 그것까지 나를 속일 수는 없었다.” (135-6) 그

들의 드라마틱한 이별도 연애관계를 암시하고, 또한 화자가 한국에 오는 중에 “나는 내가 돌아가

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M를 그리워 할 것이고…” (119)라고 탄식하는 장면도 역시 연애 관계를 암

시한다. 

작가가 M이라는 인물에게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단지 대문자로 표시한 의식적 행위도 텍스

트에 “포스트모던하게” ‘젠더의 애매성’을 불어넣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작가가 독자에게 M

의 성별 (젠더)을 구별할 수 없게 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애매화하는 동기에 대해 문제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일찍부터 <200호실국방>(1999)과 같은 단편에서 배수아는 젠더를 애매하게 표현하

는 방법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여자인 화자와 ‘미쉘’ 이라는, 성별이 중립적

인 이름을 가진 외국인과의 연애관계가 가볍게 그려져 있다. 또한 2000년에 <<내 안에 남자가

숨어 있다>>라는 여성 육체미를 다루는 책을 냄으로써 성적 정체성이라는 코드된 “성향” / “사회

적 궤적”을 생산 했다고 볼 수 있다.

배수아 유럽 경험 이루의 작품에는 레즈비언적인 테마가 더욱 더 대담하게 나타났다. <<마짠 방

향으로>>에는 인적 없는 아파트의 허무함과 단조로움을 날카롭게 꿰뚫고 흘러 나오는 라디오의

노래 소리 “동성연애자 소녀!”, 종업원과 간호사이라는 이전 거주자에 대한 러브스토리의 설치, 마

지막 장면에서 간호사가 개인광고란(personal ad)에 쓰는 장면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특별한

여자 친구 말입니다…그런 친구를 만난다면 함께 살고 싶어요…시간 흘러서 나이 들게 된다면…숲

이 우거진 언저리의 집…에서 입양한 아이와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가정을 만들고 사

는 거지요) 등 레즈비언의 이상 (理想)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동경이 보인다. 결국 2000년대 배수

아 소설은 가정/이성애를 버리는 ‘힘’/의지를 가진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 10년 안에 권송아, <<쉬즈 마인>>, 특히 << 커밍 아웃>등 전명안의 작품

과 같이 동성 주제를 새로운 직접성으로 취급한 작품들이 있다. 장정일의 초기 작품의 어조에 더

가까운 백민석의 <<내가 사랑한 딸기>>(1981년에 황문수 일화)의 동성관계에 대한 아이러니와

조롱조 접근에 비교하면, 전명안의 <<커밍아웃>433은 이반 작가의 진정한 목소리로 글로벌 섹스

와 한국 현지 상황 사이에서 협상하는 1990년대 한국 게이 남성의 자기 인식적 삶의 어려움을

정직과 솔직함으로 다룬다. 젋은 이반 남성은 서양과 대만 (臺灣)의 영화나 잡지에서 보이는 완만

한 생활을 이끄는, 공공연하게 커밍 아웃된 게이와 레즈비언의 이미지로 인해 무모하게 영감을

받고 그의 가족에 커밍 아웃을 하기로 한다. 스토리는 열심히 기독교를 믿는 외아들의 동성애자

정체성에 대한 일가족의 불신 (不信), 충격, 당황과 아들의 비참, 좌절감을 서술하는 잘 쓰여진 일

편이다. 원래 <게이 문학>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e-book에 포함되는 몇 개 이반 글의 하나로서, 

이 스토리는,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 한정된 그의 출현의 상황과 아울러 글로벌 퀴어 소비문화의

유입과, 그의 유토피아적인 비전을 자기의 근거지에서 재생산하려 드는 지방적 “소비자”의 지독한

실제와의 불안정된 관계를 잘 묘사해준다.434

그런데 전명안의 기발한 이야기는 높은 수준의 멋작품의 바람직한 요소인 역사적 의식이 결여

                                        
433 전명안, <<커밍 아웃>> <<게이문학 묵지 1>>. Gaymunhak.com (E-book).

434 이야기는 나중에 새로운 엔딩으로 수정되어 <<어머니의 괴씬한 한 아들>>로 개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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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그 기준에 다소 못미친다. 그 이상형에 가장 근접한 동성 테마 작품은 이남희의 <<플

라스틱 섹스>의 三部作이라 할 수 있다. 동성 연애를 경험하는 여성 3대를 아우르는 이 세 작품

은 세대에 따른 사회와 성에 대한 경험과 관점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남희는 1990년대 후반의 급

속한 자유화되어가는 한국에서 미래의 가능한 문제와 가능한 이점을 인식하는 능력에서 1990년

대의 가장 선견지명이 있는 목소리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제

국주의인 전후 자유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건전한 회의론을 표현하는 그녀의 가장 훌륭한 문학 작

품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될 것이다. 그녀는 회의론을 ‘성의 해방’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젠더의

진보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서도 가능성을 찾는다.

이남희는 Anthony Giddens의 “성적 가소성” 이론을 변화하는 한국적 맥락과 융합하여 1990년

대 홍대 주변의 하위 문화에 대한 재미있는 묘사와 함께 성혁명이 젊은이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

한 비판을 만들어냈다. 389 여성의 관점에서, 다시 이전 세대를 돌아보는 한국 세대와 비교된다. 

(1981년에 황문수 일화 435 )

1997년 전후에 쓰여진 이남희의 <<프라스틱 섹스>> 삼부작의 주 관심은 바로 ‘여성간의 문제’

가 됨으로써 이 문제에서 작가가 사적인 경험을 사회로 연장시켜, 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

떠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 봤다. 남성 (가부장)이 완전하게 빠진 이 서술에서는 섹

슈얼리티, 젠더 (여성성), 가족 (母子간, 혹은 姉妹간)내 여성간의 관계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전망 여부’라는 의식으로 요약해 본다. 물론 문학적 실험으로

서 여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남성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세계관으로서

이러한 접근은 마르크스주의가 조장하는 사회적 분열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멋’의 가치

와 양립할 수 없는 것 같다. 문명의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 자연적 차이를 무너뜨리는

논리도 마찬가지지만, 성혁명이 한국에 받아들여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더 큰 위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때, 이남희는 이 한 측면에 대해 성 혁명을 비판했다. 

<<플라스틱 섹스>>에 그 제목을 붙인 이론은 무엇인가? 피임이 범용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기술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알맞은 신 (新)성애관을 포괄적으로 소개한 것은 기던즈

(Anthony Giddens)의 <<친밀성의 구조변동>>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적이고 젠더 위

계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합류적 사랑’ (confluent love) ‘성찰성’ (reflexivity)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성애관일 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동성애와 같은 비출산적인 (non-procreative) 성에

대한 부정적 기준에 변화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 이는 또한 다른 차원의 여성 문제 –여성간의 젠

더, 가족 관계 등 에도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다. 이를 이루기 위해 소개되는 중심적

개념인 ‘조형 (造形)적 성’ (플라스틱 섹스 혹은 섹슈얼리티)은 탈중심화된 성, “남근의 지배, 재생

산의 필요로부터 해방된 성”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다. 기던즈에 따르면, 현대적 방임 기술

의 포급과 새로운 재생산 기술의 결과로써, 다시 말해 재생산의 소명과 남성의 성적 지배 밖에서

재구조된 섹슈얼리티로 정의된다. 여성 생식기의 혁명과 남성간, 여성 간의 동성애의 번영은 “성

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유되는 것, 수양된는 것, 자신의 독특한

                                        
435 黃文秀, <現代 文名과 性의 價値> <<月刊 朝鮮>>, 1981. 10 월호, 5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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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부분이 된다” (15)436 라는 성혁명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기덴즈의 이러한 이론은 프로이트와 푸코의 성이론을 수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성이론은 오직 생물학적/해부학적인 것이 아니며,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에서 성적인

(sexual) 것과 생식기작 (genital) 인것을 구분함으로써 성이 생식기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차원을 포함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두 개의 개념을 분명하게 구

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전자가 더 폭 넓은 개념으로서 생식기와는 관계 없는 많은 활동들

을 포함한다)고 말 한다. 성이 바로 생식과 직결되는 것이 아님 또한 주장한다. 쾌락의 기능과 생

식의 기능을 동일시 하지 않는 그의 이론은 “성 해방” 개념에도 기여한 바 크다.437 그러나 거기에

는 한계가 없지 않다. 페미니스트나 레즈비언의 관점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은 "남성중심주의적"인

것처럼 보였다. 프로이트는 여성간의 섹슈얼리티를 여성성 자체의 libido 변화나 경제 내에서 일

어나는 욕망이라기 보다는 여성의 ‘남성성 콤플렉스’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문화적, 사

회적으로 남성적인 것을 특권화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

로이트의 히스테리설 등은 남성 지배를 지지한다고 평가되었다. 

푸코의 성이론 또한 페미니스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푸코의 성이론 또한 젠더에 관심이

없고 섹슈얼리티와 권력이 강추된다. 푸코는 성의 역사는 담론의 역사이며, 지식과 권력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성 문학도 이를 적극적으로 내면화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기

본적인 레벨에서 이를 한국 문학에 대어 보자면, 서영은의 <<먼 그대>>와 <<그녀의 여자>>438

와 같은 작품은 권력 관계 안에서 생산된 지식, “담론의 의식 (儀式, ritual )”439 인 ‘고백’이므로 이

런 성의 지식/담론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침묵/비밀성은 그 담론/권력/지식을 유지하

기 마련이다.440

푸코의 이론을 일부 수용하면서 그 응용을 크게 바꿔 본 Anthony Giddens의 1990년대 연구

물 <<친밀성의 구조변동>> (1992)이 지향하는 ‘순수한 관계’ (pure relationship), 젠더 평등성, 민

주성의 가치를 한국 사회에 적용할, 어떠한 잠재성이 있는가, 또한 민주화 단계에 새롭게 들어 온

한국 사회 실태를 위해 어떠한 함축을 지니는가에 대해 고려한 이는 사회학 부문뿐이 아니라, 문

학 담론을 생산하는 이도 그랬다. 성, 사랑, 에로티시즘에 관한 Giddens의 일별 미래지향주의적인

이론이 상상과 구상 (fiction)을 매체로, 미래를 예견하면서 비판의식을 충부히 도입하는 좋은 경

우가 이남희의 <<플라스틱 섹스>> 삼부작 (단행본, 1997년)이다. 다시 말해이남희가 1996-7년에

                                        
436 Giddens, Anthony.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437 프로이트, S.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세계의 문학, 1983. 347 쪽.

438 <<사랑의 시대>>는 별제목.

439 “진실과 성은 의무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의 비밀에 대한 표현을 통해 고백 속에서 결합된다. 그러나 성과 성의 현현의

매개로 작용하는 것은 진실이다.” Foucault, Michel. History of Sexuality, vol. 1, Vintage, 1978. 61 쪽.

440 “담론은 권력을 전달하고 생산한다; 그것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권력을 훼손시키고, 폭로한다. 권력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와 비슷하게, 침묵과 비밀성은 권력의 은신처가 되고, 금기를 고정시킨다.”

Foucault,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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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이 작업은 기든스의 이론이 1990년대 한국을 분석하는 데 선견지명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오

히려 이 새로운 관점을 한국 문학의 가부장적 담론에 대한 반담론/혁명적 이론으로 일방적으로

조장한다. 그녀는 이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잠재적으로 가소화되는 성의 시대의 장단

점을 객관적으로 본다. <<ㅍ>> 삼부작은 그리 긴 작품은 아니나, 성해방, 여성성, 임신과 피임, 

모성성, 법적 검열의 사회 문화적 문제 등 다양한 여성 이슈를 단도직입적으로 다룸으로써, 작가

의 개인 세계와 더불어 1990년대 한국 사회의 고민의 맹아를 파악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

많다고 본다.

이남희의 문체와 세계관은 1990년대 더 많은 각광을 받은 동료 작가와 대조적인 멋적인 면

을 지닌다. 그 것은 아마도 그녀의 글쓰기의 저변에 깔려있는, 예술성 못지 않게 단도직입적인 사

회 비판적인 의식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1990년대 당시 이남희 만큼 진보적인 젠더 관점을 성

혁명의 사상체계 안에서 비판하는 한국 작가는 매우 드물며,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우먼 이슈

에 대한 의의 있는 사상가로 크게 인정 받을 만 한 인물이다.         

1980년대 중반에 데뷔한 이남희는 민주화 이전에 깊은 사회 인식을 담은 소설을 <<실천 문학

>> 등의 민중적인 잡지에 발표했으며, 역사 소설, 사회 평론, 새타이어, 사회 소설을 쓰기도 했다.  

작가 활동의 첫 10년 동안 여느 한국 작가처럼, 우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작품, 즉 외부 (현실

사회) 세계에 근거한 문제들을 주 관심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사십세>>를 발표함과 아울러, 

백지연은 1996년 처음으로 이남희가 “자기 고백적 글쓰기”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441  <<ㅍ>> 또한 이러한 고백적인 글쓰기의 성격을 분명히 띠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

발적인 발전이라고만 할 수 없다. 한국에서 1990년대부터 보이는 ‘과학적’ 여성 해방주의의 맥락

에서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의 심화 (深化)는 문학계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소설을 통해 접근하는

것과 같은 문화 운동이 벌어진 것도 <<ㅍ>>의 등장을 조건화한 중요한 배경이 된다.442  <<프

>>는 그 구조상 전통적인 ‘삼대작’이지만, 혈통이나 부계의 그 것이 아니라, 443 성의식 (sexual 

consciousness)을 기준으로 서술됨으로써 기존의 삼대작 장르와 통 다르다. <<플라스틱 섹스1>> 

(1997), 이어서 <<여자가 여자일 때 [플라스틱 섹스 2]>> (1997), <<어두운 열정, [플라스틱 섹스

3] >> (1998)444이 그 것이다. 비평계에서 큰 주목 받은 작품은 아니나, 특히 동성애 모티프를 대

                                        

101 쪽.

441 백지연, <현재를 응시하는 ‘수인’의 글쓰기> <<미로 속을 질주하는 문학>>, 창작과 비평사, 2001. 93-1

442 <<우리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418 쪽. 이송희는 남한에서 반공 이념으로 인하여 식민통치 시기의 사회 운동의

풍부한 경험 (근우회, 광복회 등)을 수용하지 못 한 채, 50-70 년대 여성의 운동의 어용적 성격으로부터 점차 벗어나

70 년대의 노동 운동, 80 년대의 부문 운동, 90 년대의 예술 매체로 한 운동의 과정을 서술한다. 1990 년대의 틋징은 잡지,

연극 등의 문화적인 활동의 등장으로 규정된다.    

443 그러나 작가는 혈통, 부계 등의 전통 가치를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급진주의를 수용하는데

주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444 앞으로 각 작품 <<프 1>>, <<프 2>>, <<프 3>>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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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게 정치적으로 다룸으로써 1990년대에서 드물게 보이는 젠더 문학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제상으로는 동성애를 다루는 <<ㅍ1>>는 30대 전반 나이의 작가인 ‘노은명’으로 대표되는

소위 ‘성정치前’의 성애관과 19살 ‘초록이’로 대표되는 ‘정체성’에 근거한 자아관을 대비해 보여주

는 실험적인 작품이다. 화자 은명은 반복되는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또 한 명의 남자 친구와 헤

어지자 매일 점심 때부터 밤까지 거리를 무작정 걸어 다니기 시작한다. 홍익대 근처의 ‘헤븐 더스

트’라는 젊은 ‘반문화족’이 모이는 라이브 클럽에서 19살 초록이를 만나게 되고 둘은 애인이 된다. 

겨울 동안 동거하는 중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는 초록이와의 관계에서 은명은 불안

감과 혼돈이 어쩔 수 없이 서로 충돌하는 경험을 한다. 초록이는 은명이 쓰고 있던 중인 은명 자

신의 외할머니, 어머니와 자신의 겪어 온 여성으로서의 삼대 (三代) 경험을 다루는 <<어머니의

식민지>>라는 소설이 들어 있는 노트북을 훔쳐 떠난다. (이 ‘소실’ (所失)은 새로이 <<프>>라는

제안적 삼대작의 창작으로 이어지게 된다). <<프>> 대다수의 부분은 홍대 앞의 반문화 거리를

은명이 초록이를 찾아다니는 비성공적인 탐색 과정이다. ‘헤븐 더스트”의 바텐더에게서 힌트를 얻

어, 펑크 라이브 클럽에 가서 초록이의 10대 후반 친구 펑크 밴드 드러머인 희완을 만나게 된다. 

자기의 소설이 들어 있는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초록이의 행방을 계속 질문하나 희완은 그

녀의 행방을 모른다고 한다. 결국 희완이 은명을 초록이가 있을 지도 모르는 압구정동 레즈비언

바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으로 <<ㅍ1>>이 끝난다.

원치도 않은 결혼에 대한 반감, 결혼이 여자를 속박시킨다는 결혼관, 결혼 생활의 폐쇄된 아

파트 생활을 거부하는 은명이라는 등장인물의 처지는 1990년대 한국 소설의 새로운 주제가 아니

더라도, 팔루스의 헤게모니로 억눌린 삶의 거부와 더불어 초록이와의 만남을 통해 ‘놀이로서의 섹

스’445의 개념에 사로잡히게 된 것도 여성 작가로는 드물게 보이는 것이다.446 그러나 새로운 문화

적 가치인 “놀이로서의 섹스”가 개인적 경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1990년대 한국 사회

의 생산주의, 가족 중심주의적 구조를 위협하는 잠재성을 포함한다는 작가의 의식이 드러나기 때

문에 중요하다. 서술의 전진과 함께 은명의 의식 변화는 사회의 미래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것은

또한 불길한 느낌을 포함한다. 그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모색은 1990년대 당시의 성 스캔들과 연

결됨으로써 드러난다. 1960년대 박승훈 스캔들, 1992년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여성의 즐거

                                        

445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생각해보면, 그런 섹스가 대단히 재미있고 어색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곤 하였다.

좋은 점도 많았다. 같은 성이기 때문인지 서로의 욕망에 민감했고 같은 감정에 빠져드는 때가 많았으며 굳히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서로에 대한 배려도 어디까지나 동등하게 주고 받는 편이었다.

남자와 관계할 때의 미진한 느낌, 때로는 맛보게 마련인 굴욕적인 느낌은 이런 섹스에서는 없었다. 적어도 ‘누가 누구를

범한다’는 굴욕적인 표현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 것만해도 대단하잖아.’ 은명은 감탄하였다.” 이남희, <<프라스틱

섹스>> [단행본] 창작과비평사, 1998. 39 쪽.

446 이남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소설을 쓴 즈음에 나는 전혀 새로운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은

40 대로 접어든 나에게 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젊은 세대들의 자유로운 사고 방식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사리 경험이 많은 기성 세대가 가지지 못한 인간에 대한 관대한 사고 방식이 젊은이들을 통해 변화와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 소설은 나 자신에 일어난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관점을

지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BUDDY>>, 제 2 호, 1998 7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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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은 금물) 스캔들에 버금가는, 위에서 언급된 충격적인 문학 스캔들이었던 1996 장정일 사건이

그것이다. <<프>>에서 은명은 출판계에서 ‘<<너도 나처럼 해봐>>447 라는 도전적의 제목의 소설

이 나왔는데 그것을 주제로 ‘섹스와 해방’이라는 공개토론회에 참여하여, 초대 작가의 한 명으로

서 성애 혁명의 기본원리를 작은 연설로 표현한다. 소설의 외설 여부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고 단언하기 전에 우리가 섹스의 개념을 시대의 흐름과 떼어서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 보

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개념을 바꾸어놓았듯이 과

학의 발달이 섹스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전통은

그 변화의 와중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마련인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옛날에는 섹스가 생

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옛날엔 생식과 연결되지 않은 성을 도착적인 것, 변태적인 것, 잘못된

것으로 정의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생식과 섹스는

분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피임기술은 놀이로서의 성이라는 개념을 강화했으며, 아마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인공수정

이나 복제가 섹스와 분리된 생식의 개념을 완성하게 될 것이고 생식으로서의 성이라는 개념은 놀이로서의 성의 개

념에게 완전히 자리를 내주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놀이로서의 성이라는 개념을 받아

들인다면 여지껏 우리가 가져왔던 정상적인 성이니 변태적인 성이니 하는 판단기준은 모호해지고 쓸모 없어질 겁

니다. 결국 성은 놀이에 지나지 않는 것일 테니까요. 이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필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

화입니다. 그러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묘사했다는 판단 역시 적당치 않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의 흐

름 속에서 그런 성행위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34)

자유주의적 담론 내에서 피임은 현대적 피임법의 보편적 사용에 의해 자연/생식과 성을 분리

됨으로써 기존의 (자유주의적 여성의 경우) 불리한 틀에서 처음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이 때

Giddens의 주장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인 단위가 성찰적 정체성 (reflexive identity)에 의해

호명 받듯이, 사회 단위도 성찰적 기관 (reflexive institutions)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성성

(sexuality)은 더 이상 외부적인 규율과 뒤떨어진 패러다임, 즉 밖으로부터 개인에게 주어진 조건

에 따라 형성,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형적인 요소’ (15)로 이해된다. 여성의 해방 또한

성의 해방과 밀착한 연계에 놓인다.  

그런데 이를 한 숨에 소화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딜

레마는 <<프>>의 중심적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한국 1990년대의 소위 신세대가 포스트모던

성 개념 자체를 쉽사리 수용할 수 있었던 반면, 30대 한국 여성인 은명은, 기존 세대로서, 그 진

보적 담론을 발화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레즈비언’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느낀다.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실제로 내면화하는 것의 차이다. 은명은 사회의

식이 깊고, 신뢰성 있고, 고민을 많이 하는 한편, 초록이는 자유분방하고, 신뢰성 없고, 기회주의적

이라, 두 대조적인 모드를 일시 연결하여 봤자 오래 유대감을 유지하긴 쉽지 않다. 이와 동시에

기덴스식의 소위 ‘불가피한’ 혁명 --가부장 청사진 (재생산)과 그에 따르는 규범으로부터 분리된

리버럴 성정체성--은 은명이 깊이 의식하는 반면, 초록에게는 ‘고리타분함’과 ‘죽이는 것’ (=매우

                                        

447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가명. “자신의 소설…[이] 작가의 의도, 작품성 등과는 전혀 상황없는 방향으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통해 <포르노>로 규정받고 있는 [한국]…의 문화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을 그”는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1996 년 12 월 파리에 있엇을 때였다. <<작가세계>>, 1997 년 봄호 (32) <장정일 특집>, 18 쪽. (그리고

<<리뷰>>, 1996 년 9 호, 167-9 쪽.) <<프>>에서 이는 “거기엔 처음부터 끝까지 흔히 볼 수 없는 성행위 묘사가 가득 차

있어 주목을 받았다. 처음부터 아예 포르노 소설을 쓰고 싶다며 되뇌고 다녔던 저자는 한국땅에 없었으나 당국에선

사법처리 방침을 내세웠고, 외설이냐 예술이냐 하는 해묵은 공방전이 벌어졌다.” (3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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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 의 이중적 개념 밖에 없으며 (36), 이는 두 여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의 경우, 은명 같은 사회의 몰락과 초록이 사회의 등장을 의미한다. 

“내가 젤 싫은 건 말야, 사람들이 말만 앞세운다는 거야. 나는 나야. 내 인생은 나의 것 어쩌구 말은 번듯하

게 하는 주제에 실제론 남의 눈치에 맞춰서 대강살거든. 언니는 좀 깨야돼. 자기가 느끼는 걸 왜 부정하려고해? 언

니도 이걸 바라고 좋아하고 즐긴다는 거 난 느낄 수 있는데…난 이처럼 간절하게 만져보고 싶은 사람은 언니가 처

음이었어. 그 사람이 좋고 만지고 싶은데 같은 여자니까 안 된다. 그게 더 부자연스러운 거 아냐?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게 아름다운 거잖아?”

    “그렇지만 말이야.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자. 만약 니가 이십년전, 동성애라는 말이 보편화되기 전에 살았다

면 어떨까? 그랬더라도 넌 내게 느끼는 감정이 그거 좋아 하는 우정 이상의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역사가 진보한다는 거 아니겠어? […]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속이지 않고 제대로 된 표현을 달

아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옛날보다 오늘이 나아진 점이라고 생각해. 이십년전? 지금이 그땐 아니니까 그런 가정은

쓸 데 없어. 근데 언니 왜 계속 똥 씹은 얼굴이야?” (42)

    

이러한 이남희의 민감한 사회 의식은 <<프>>의 ‘성 문학’으로서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 때 불특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절대 흑백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Giddens의 유토피아적인

비전과 비하면 더 염세 (현실)적이다. 초록이가 말하는 “이십 년 전 따위의 가정이 쓸 데 없다”는

주장은 기존의 ‘역사’와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살자는 도전적인 태도다. (이는 90년대 문학 ‘동네’

의 또 하나의 사회 도전자였던 작가 배수아의 매니페스토인 <텍스트의 변명>에서 보이는 신세대

세계관의 근본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448) 초록이가 작가 서영은의 소설 <<그녀의 여자>>의 소연

처럼 냉정한 대학교 교수인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연상의 여성을 찾으나, 그 점을 배제하고는

두 인물은 아주 다르다. 소연이는 단지 남성을 싫어 하는 광인의 연상 여성 현 여사의 권력 하에

굴복할 뿐, 초록이는 자신의 나약함, 혹은 남성에 대한 반발심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여성을 좋아

해서 여성과 자는 인물이다. 그러나 초록이의 확고한 성 정체성과, 이에서 기인하는 자유로운 태

도에 반하여 그 도덕성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녀는 섹스 파트너가 많고, 도둑질

을 하고, 책임감을 안 느끼는 젊은이로 표상된다. 은명은 반대로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나이브하다. 

초록이의 부도덕성은 세대 차이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은명이가 쓰고 있는 이성애 삼

대작이 들어 있는 노트북을 초록이가 훔쳐 떠나도록 함으로써 은명이가 스토리를 완성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그 주제조차 완전히 바뀌게 하는 세력이다: “…누구도 같은 시냇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는 것.” <<ㅍ1>>라는 여성 문제 삼작이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은명에

게서 가부장 속 여성 (이성애)의 역사를 빼앗음으로써 새로운 의식에 근거한 언어(소설)가 가능해

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혈통, 가부장으로부터 분리되는 새로운 유대 개념을 의미한다. 

<<프1>>에서 다루어진 은명과 초록이의 세대적 차이 관계로부터 초점을 옮겨, <<프 2>>에서

는 같은 가족내의 두 자매인 <<프1>>의 주인공인 은명 (妹, 같은 인물)과, 천사적인 성격을 가지

며, 나약하고,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병을 ‘과시’하는 은애 (姉)의 관계가 화제가 된다. 어릴 때

예술 감각이 수월하고 오페라 가수가 될 꿈을 꾸었던 은애와, 남성적이고 선생과도 같은 성격을

가진 동생인 은명은 대조적이고, 은명의 눈에 은애는 짜증나게 하는, 여성스러움을 과시하는 여성

이다. 그러나 이런 유아 시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그들의 운명이 서로 바뀌어 버린다. 

                                        

448 배수아, <텍스트의 변명>, <<작가세계>>, 1999 (봄), 307-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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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이 되리라고 예측됐던 은명은 예술가 (작가)가 된 한편, 재능이 많았던 은애가 주부 (主

婦)가 되고 집에 갇혀, 인생 목표를 가족에게 아들에게 바치는 아내,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시행하

는 것으로 여긴다. 아들을 낳으려고 받던 수 많은 태아성별검사와 인공유산 때문에 몸이 더욱 나

약해지고 병이 자주 들고는, 가족에서 희생자 역할을 보란 듯이 ‘연기’하기까지 한다. 소설에서 두

자매가 만나는 곳은 아들을 성공적으로 출산해 낸 후, 자궁적출술을 받는 앞날, 은애의 병실이다. 

여기서 ‘임신’의 개인적 의미와 아울러 그 사회 정치학이 같이 <<프2>>의 주된 테마가 되다. 

임신을 둘러싼 은애의 상황과 동시에 한국적 특정 상황을 기덴즈의 성애혁명으로 녹아갈 수 있겠

는가라는 물음, 다시 말해 유교 사상이라는 맥락에서 ‘피임’이 성애 혁명을 약속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배은경이 지적하듯, 유교적 가부장 제도에서는 여성들이 아이를 원하기보다는 가정 내

에서 자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의 아들만’449을 원했을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배

경은 벌써 게덴즈가 상상 못한 특정한 한국 사회 요소로 보인다. 어느 정도는 은애는 ‘애 낳으려

고 태어난’ 여성성의 전형이며, 은애의 기본 태도는 가부장에 의존하는 여성임과 다름 없다.

           

   “첫아이로 딸을 낳았을 땐 잔뜩 풀이 죽어 있더니 둘째로 아들을 낳았을 때 은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로 의기양양했다. 거기엔 눈물 겹도록 결사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다. 소녀시절엔 그토록 겁많고 나약한 은애였지만

두번째 임신부터 과감하게 태아 성별검사를 했고, 중절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냈으며, 흔히 겪는다는 산후 우울증

같은 건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그런 고생 끝에 아들을 낳자 누구도 이루지 못한 드문 과업을 달성한 듯 오로지

기쁘고 자랑스럽기만 했다. 시집과 친정 모두가 아들이 귀한 집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미혼의 삼십대란 남자보

다는 여자에게 더욱 심각한 계절이다.” (58)   

그런데 굳이 경제적 생활적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아들을 낳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늘 ‘순

교자’ 노릇을 하고, 거기에 젠더 역할 (Butler에 의하면 ‘연기’ performance)을 시행하는 것에서 여

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은애의 모습은 완전히 ‘여성성의 여성’으로 사회화된 여성을 대표하는

사례다. 이와 반대하여, 은명은 그러한 여성성의 ‘위선’이 꺼려져, 소위 비혼주의자로 나타나는데, 

이 차이는 mothering의 과정에서 둘의 어릴 때부터의 젠더 실천과 무관한 것이 아님이 암시된다. 

가족 앨범을 보면 어렸을 때 그들 자매는 연년생인지라 거의 쌍둥이처럼보였다. 그런데 일부러 구분지으려고 했던

것인지 둘을 소년 소녀라는 식으로 대조적인 차림새를 하게 하여 찍은 사진이 많았다. 특히 은명의 생일 사진은 아

마도 부모의 원망 (願望) 때문이었겠지만, 남자아이처럼 상고머리를 치고 쾌자 복건을 썼는데 그 옆에 있는 은애는

긴 갈래머리를 땋고 색동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얌전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50)

‘낡은 젠더 역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그것과 다른 식의 자유를 모색하는 은명은 가족 (어머니)

과의 건전한 관계 (상호적 호감, mutual liking, 97-8)도 희생이 될 수 밖에 없는 끊임 없는 아픔에

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또한 기덴즈의 유토피아적인 여성의 미래 건강성과 모순된 배치에 있다

본다. 

<<프2>>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은명의 생각, 즉 “여자들의 적 (敵)은 여자들 자신인 거예요”

(74)는 자매간의 수평적인 관계와 더불어, 어머니와 딸 사이의 수직 관계에서도 뼈 아프게 드러난

                                        

449 배은경, <1950 년대 한국 여성의 삶과 출산조절> <<한국학보>> 116 집 일지사, 2004. 4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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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은명, 은애 자매간의 경쟁 심리는 어머니의 눈에는 은애가 승리자임과 대조적으로 미혼이며

하물며 연애가 많은 은명이 폄하 받게 된다. 전통 윤리는 이제 자유로움을 위협하는 독한 모성

toxic parent으로 대두된다.

“얘, 얘, 아들이란다! 얼마나 좋으냐! 정말 난 미들 수가 없다. 정말 장하지 뭐니.”

    어머니는 사춘기 소녀처럼 들떠 소리쳤다.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라도 한 것 같았다.

   “쳇, 지구 인구가 오십억으로 차고 넘치는데 거기다 사람 하나 더 불러놓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리람. 

더구나 좀 지나면 남자에는 흔해빠지게 될 텐데… […] 어쩌면 내가 잘못 하고 있는지도 몰라. 대단한 업적을 남길

것도 아니면서…”

  […]

  “그리고 이번에 은애가 너한테 말 좀 전해 달라고 하더라”

  어머니가 문득 말에 힘을 주었다.

   “뭐요?”

   무심코 되물었다.

   “애 낳는 게 책 한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해볼 만한 일이라고 하더라. 새겨들어. 정말 맞는 소리 아

니냐?” (60-61)  

그럴 뿐일까. 딸 은애가 위험한 피임을 통해 자신 (은애)의 몸을 해쳐버린 결과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만 하는 소식에 어머니의 ‘염려’ (“아무리 그래도 그럴지. 꼭 애기 집을 들어내기까지 해야

한다니? 이제 그애는 어떡한다니? 누가 걔를 온전한 여자라고 하겠니? 옛날 말로 하자면 돌계집

이랄 거 아냐? 어유, 내가 걜 어떻게 키웠는데…” [55) )는 한국의 특정한 맥락에서 ‘피임=자유’ ‘자

유=민주적 사랑’이라는 도식을 세워 놓기엔 무리가 많다는 것을 드러낸다. 마치 아들을 낳기 위

해 여자 (은애)가 존재하는 것처럼, 자궁 없는 여자는 cold oven, 아이를 안 낳으려는 여자 (은명)

는 ‘아웃사이더’ 라고 보는 어머니 (한국 여성의 전통 여성관)의 태도는 팔루스의 권력이 그토록

막강한 것을 암시한다.

<<여자가 여자 일 때>> (프2)에서는 여성의 개체 의식이 아마도 제일 일관되고 중요한 양상

인데 이는 어느 정도 Giddens가 많이 참조한 초더로우의 (Nancy Chodorow)의 정신분석적 페미

니스트 이론에서 이론틀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더로우는 프로이트의 남성 중심 이론인 오

에디푸스 단계 이론을 변형한 사람으로 중요한 여성학자다. 그녀는 어머니, 딸의 관계와 그것이

여성 (남성) 사회화와 성별적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초더로우가 말

한 전 위디푸스 단계에서 위디푸스 단계로 통과하는데450 남성경험과 여성 경험 사이의 중요한 차

                                        
450 초더로우는 여성 억압을 이론화하는데 사회적인 원인보다 심리적인 원인을 더 중요시하므로 문제적이라는 사람도

있으나 그녀의 성별적 개성(?)과 정체성에 대한 이론은 젠더에 기초된 심리적 갈등에 대해 우리의 이해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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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논의, 즉 남성 여성의 성별적 사회화 (socialization)의 이론이 중요하다.451

<<프2>>에서는 <<프1>>처럼 동성애가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남희가 보여 주는

소위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Giddens의 패러다임으로 소화될 수 없는 많은 팩터가 있음은 분명

하다. 피임 기술이 초래하는 ‘성과 재생산의 분리’에 관련하여 기덴즈의 성애 혁명론은 어떠한 특

정 사회에 적용될 수 있더라도, 어떠한 다른 사회에서 이를 막아내는 세력으로서 사상, 습관, 사

회 실천이 개입되는 일이 많다. 즉 모든 사회에서 사회 발전론적 패러다임이 적용될 수 없고, 같

은 피임 기술을 가지고 혁명이 골고루 실현화될 것만은 아니다. 한편 기덴즈는 효과적인 피임은

임신율을 줄이는 가능성과 아울러 개인적인 섹슈얼리티를 유동적으로 (malleable) 만드는 가능성

도 있음을 주장한다 (27). 소위 ‘섹슈얼리티의 해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

률은 이를 증명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인공유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전통적 가부장제

도를 강화하는 보수적인 경향 (남아 선택주의)을 보강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 역시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가 로컬에서 지구화, 토착화하는 과정을 주장하는 Appuradai의 문화 이론을 여기에

대어 볼 수 있다.

다른 정치학, 분열들도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여성의 실리적 경제 생활에서 또한 감정

세계의 차원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 <<프2>>에서 은애와 은명의 어머니가 처하는 조건 –남편의

급료로 가정을 경영할 수 밖에 없고, 대신 그의 바람기, 낭비를 견디는 행위 등- 은 바로 그러한

감정의 분열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은명이 “엄마가 사는 걸 보면 요즘이 구십년대가 아니라 조선

시대 같다’ (69)라고 평가하더라도, 가족 고조난 극단적 혼돈 상태인데, 딸은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안정성을 모색하지만 초기 소설에서처럼, 가족은 주인공의 생의 중심적인 무대를 형성하기 때문

에 이런 것들을 찾지 못 한다. 이는 초더로우가 묘사하듯, “…그녀는 이러한 정체성을 원하는지, 스

스로를 억제하는 능력에 의해, 남의 요구에 대응하고 그녀 자신과 그녀가 대표하는 여성성에 화

내는 아들과 딸을 키울 수 밖에 없는 운명 (doom)을 가지게 되는 그녀의 역할과 그 역할에 자신

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성인 운명에 이어지는 정체성을.” (초더로우, 42 쪽)라고 보면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전문 주부인 은애, 그리고 가정을 따나서 일하는 은명이라는 별개의 여성상이 등장되지

만, 은애란 인물이 근대 여성이 겪던 가족의 “서정적 중심으로 근대적 재배치하는 성별화 과정”의

생산물을 대표한다면, 은명은 이를 거부하고 가족 밖에서, 아웃사이더로서 탈출 생활을 결심한 쪽

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론되지 않은 것은 근대적 재배치가 20세기 후반의 한국 여성의 가정 밖

                                        
451 Chodorow 에 따르면, 전 위디푸스 단계를 겪는 동안, 남자 아이도 여자아이도 자신을 양육하는 어머니-대상과 사랑에

빠지는데, 남성 아이는 “남성화된 남성”이라는 성인 역할의 준비로서 곧 위디푸스 단계를 겪음으로써 어머니와의 유대를

깨며, “관련성”의 가치와 그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 성질을 부인하게 되는 것에 비해, 여자아이는 계속 어머니와

동일시하고 첫째의 애정 관심으로서의 어머니를 포기 하지 않은 채 어머니, 딸의 유대를 유지하게 된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여자 아이는 나중에 두 번째의 애정 관심으로서 아버지를 “추가”할 뿐이다. 딸에게도

어머니와 분리하고 일관된 분화된 자아를 정립,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힘든 이슈이면서도 일반적으로는 어머니의

강한 영향 하에 지속적으로 살아 가며 그리고 어머니처럼 (여성으로서) 남성과 같이 “행동하는 것” (to do)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to be) 을 배운다. <<프>>에서 등장하는 은애의 젠더화된 마인드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Chodorow,

Nancy J.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Yale U.Press, 1989, 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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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참여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현대 가족 / 노동의 이중일452로 은애와 은경을 하나의 몸을 구

성하는 두 차원의 혼동이 (저출산률을 떠나서) 성, 사랑과 에로티시즘의 민주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려는 기덴스의 인식틀에서 거의 만무하다고 알 수 있다.

아울러서 한국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지만, 은애 같은 여성성이 보호 받는 사회 맥락에서 그

를 송두리째 뽑는 것도 불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한국의 레즈비언, 비혼주의자, 팔루스에 저항하

려는 1990년대 후반의 여성으로서 은명과 같은 목소리가 미미하게만 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덴즈 이론에서는 미래의 녀남 관계를 묘사하는 언어는 평등과 민주다. 작가의 눈에는 그 평

등성이 실현되기 어려운 사회에서 여성간의 성애에 대한 은명의 깨달음은 불행히도 Giddens의

지적처럼 ‘미래의 이성애 관계의 근본이 지금의 동성애 관계 (순수한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귀중한 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채, 이분법적 남녀 분리주의적인 수준에 멈추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이남희의 상상력이 기능하지 못 했을까라는 것이다. 아마도 그녀는 소수의 욕망이 아

니라 사회 전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편집"되지 않는 한 성적 자유주의의 혼돈

이 가져올 혼란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ㅍ>>의 등장 인물의 개인

적 경험의 알리고리성은 심상적인 개인 성담과 지식의 수준에 머물지 않으며, 성 (sex), 젠더, 가

족의 사회적인 의미를 모색하는 문학적 기회이기도 한다. 

온 지구에 휩쓸리는 섹슈얼리티, 젠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지구화된 변화를 반영하여, 이

잡지는 퀴어 국제 뉴스 보도, 진보적 사설과 교육적 정보, 역사적 동성애 문화에 대한 글, 퀴어

영화 리뷰, 사진 수필, 개인적 서술과 인터뷰, 단편 소설, 독자 편지 등을 연재했다. 강릉에서부터

제주도까지에서 실린 독자의 편지에서 보이듯, 인터넷 사이트들과 아울러 <<버디>>는 한반도를

걸쳐 글로벌 경향과 연결되는 새로운 이반 정체성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의 보급 지점의

역할을 시행하기도 했고, 새롭게 형성되는 이반 정체성주의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반 바, 디

스코, 카페, 찜질방의 광고 매체가 되기도 했다.

<<플라스틱 섹스>>가 발간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를 휩쓴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오늘날 글로벌 게이 시민은 국제 퀴어 뉴스 보도, 진보적인 사설

및 교육 정보, 역사 관련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 문화, 퀴어 영화 리뷰, 포토 에세이, 

개인 블로그와 내러티브, 영화, 연재된 인터뷰, 단편 소설, 독자들에게 보내는 NGO (기업이 자금

을 지원하는 정치 조직) 서신. 인터넷 사이트는 한반도 전역의 글로벌 동향과 연계하여 새로운 반

체제 인사 형성을 촉진하는 정보의 전파 지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게이 주제가 더

큰 사회 및 역사와 조화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멋'의 의식을 버려서는 안된다.

                                        

452 김혜경, <가족/노동의 갈등구조와 ‘가족 연대’ 전략을 중심으로 본 한국 가족의 변화와 여성>

<<가족과 문화>>, 제 14 집, 2002. 31 쪽. <<ㅍ>> 출판년에 한국 중류 계급에서 노동, 가족

젠더의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로는 이은희김, “Home is a Place to Rest” (Korea Journal, 38, 1998,

16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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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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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본 연구는 20 세기 후반과 21 세기의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잠깐 겹치는 두 개의 궤적을

모색한다. 첫 번째 궤적은 한국의 전통적인 동성 문화를 추적하는 것인데, 그 독특함과 동시에

전통 문화의 집합체의 일부로 분류된다. 화랑전통을 modic 전통으로 규정하여 ‘동성전통’과

비슷한 계보, 그 사라짐, 멋'의 지속, 그리고 그 재구성 과정을 파헤친다. 논문은 먼저

고전(전근대) 시대, 즉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으로 식민시대, 전후 시대에 초점을

맞춘다.

6 장에서는 본 연구는 서구의 최근 모딕적 동성 전통의 일부를 추적하고 그 틀 내에서 성학과

역사학을 추적한다. Hans Blueher 의 역사적 예를 사용하여 entmodic 과 modic 사이의 초기

만남에 대한 매우 간단한 논의만 제공한다. 두번째 궤적인 entmodic 세력은 글로벌리즘의 가치와

분명한 관련이 있는 "반전통적" 세력으로 이론화된다. 마지막으로 1990 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에

도래한 자유주의적 가치(entmody)에 대한 간략한 논의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글로벌리즘이 소수

집단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현재 서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끄러운 경사면"을

우회하기 위해 그 힘에 대한 저항의 개념적 체계를 이론화하는 데 멋과 유사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제안된다.

따라서 한국은 이미 외래의 트렌드와 사조 등을 자국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편집'하는 데

있어 매우 유능한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연구자는 '멋'이라는 개념이 한국 동성사의

'오버랩'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멋이 동성애을 주제로 한 과거 한국 문화를 분석하는 데 제한적이지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무의식적인 문화적 가치, 높은 절신으로 이론화된 멋은

한국인이 (이론적으로) 인간교육으로 받은 공동의 무의식 (정신분석적이지 않은) 내에서 민족과

기초, 진정성, 화합, 역사적 의식의 유지를 존중하는 한국인의 창의성을 무의식적으로 인도한다고

볼 수 있다..

동성 미학의 관점에서, 멋은 서양 문화의 '기초'인 플라톤의 에로스 개념과 유사한 점에

주목을 했다. 오늘날 “장소” (place)가 의미가 없는 자유 시장 세계주의 (및 그 많은 영향들)의

위협으로 곤경에 처한 서구 (동성)문화는 에로스, 먹등의 유사한 전달이 서구에 대해 이론화될 수

있는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지역 동성 문화의 "멸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Jim Chen 이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 기준, 문화적 독립, 종교적 가치, 언어 감소" 그리고 농업 자급 자족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기술, 금융, 국가 안보 및 생태 간의 전통적인 경계"를 위협하는 "장소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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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의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453 비록 멋이 한국

이외의 국가로 이전될 수는 없더라도 글로벌 자본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전통적인 가치를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동성애에 대한 처방 (prescription)이 아니라 묘사 (description)일 뿐이다.

동성애자들이 다른 누구보다 높은 기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다. 오히려 멋 이론은

의식적으로 유지되는 이념이어야 한다. ‘멋’이라는 무의식적인 존재한다면 그것을 앞당기기에

현재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내용은 대학, 교수진 또는 연구자와 전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The content of this dissertation does not represent the views of the university, its faculty

members, or anyone with whom the researcher has a professional relationship.

  

                                        

453 Jim Chen, <Globalization and its Losers>, Minnesot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8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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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舍方知

초기 조선의 실화에 근거한 환상적인 설화(이야기)인 <사방지>는 당대 여성과의 간통, 금지된  

‘풍류’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례이다. 한국 풍류의 세계를 그리스의 포괄적인 ‘포르네이아’

개념처럼 결혼한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타 형태의 에로틱한 표현을 포함하여 분석할 때

<사방지>는 그 형태가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 그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혼외 욕망

표현과 같은 세계에 속한다. 여기에는 사대부가 금지하려 한 사당 단체의 활동에 대한 엄한

태도와, 일반적으로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사적인 응답이 포함된다. 그들의 사적인 반응은

공식적 태도가 종종 인류에 대한 내적 인식을 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화는 또한 '스캔들'에서

'설화', 즉 단일 사건에서 대중 수용으로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어, 유교적 관점에서 볼 때

표면적으로는 중대한 도덕적 실수일지라도 한국 대중은 유머를 찾을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남색에 대한 같은 시기의 사회적 태도에 대한 함의는 분명할 것이다. 인류사방지에 대한 첫

기록은 세조 8 년 (14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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舍方知服女服踨跡詭異 本府拿致視之 果女服 陰莖陰囊卽是男子 彼以男女裝必有其故 請囚拷訊

命河城尉鄭顯祖 傅曰其令承政院審視之 顯祖與永順君 傅及承旨等 視之 首飾服色則女

面狀貌及陰莖陰囊盡是男子 但精道在莖頭下 與人少耳 承旨等啓此 是二儀之人面男狀尤多

(사방지가 여복을 하며 종적이 괴이하다고 합니다. 여복을 하였는데, 음경과 음낭은

남자였습니다. …머리의 장식과 복색은 여자였으나 형상과 음경, 음낭은 다 남자인데, 다만

정도가 경두 아래에 있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이것은 이의의 사람인데, 남자의

형상이 더욱 많습니다.”)

그의 범죄가 당국에 보도되었을 때, 사방지는 여성처럼 행세하고 여성의 옷을 입었지만 여성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조선 사회에게는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기본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사방지가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 것을 칭탁하여 仲非의 집을 왕래하며 智遠을

간통하였고, 또한 중비의 딸과 간통하였고, 그녀는 결국 임신 되었다. 눈에 띄는 신체적 결함이

없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분히 번식을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잘못 믿었거나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간통했다고 보고되었다. “중비가 아이를 밸 것을

두려워하며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內竪 金衍의 처와 간통하였음에도 잉태하지 않았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그가 여성을 임신시켰을 때 그들의 관계가 당국에 발각되어

신고되었고, 결국 입소문을 통해 전국적인 스캔들로 이어졌다.454  

사방지의 사례는 민속학자 던데스가 지적한 ‘기능’과 ‘맥락’의 차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던데스는 민담 변이와 분포 경로, 인덱스 분류 등을 떠나서 설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접근법을 논의했다. 민속담 (folklore)의 정의의 급진적 민주화/자유화를 이끈 던데스는

민속담의 ‘기능’ (특히 기관적 이용법)과 그 기능이 숨기는 실제 역사적 맥락 (현실) 사이의 차이를

문제시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능이란 수많은 맥락의 토대 위에 세워진 추상적인 것이다. 보통 기능은 주어진 민속 장르의 목적과 쓰임에

대한 분석자의 진술 (생각)이다. 신화의 기능들 가운데 하나는 현재의 행동에 신성한 선례를 제공한다… 이것이

민속의 특정한 현행적 사회 상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씨족의 기원 신화가 씨족의 자부심을 강화한다고 말하는

것이 주어진 특정한 시점에서 그 신화가 정확히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언급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이다.”   455

던데스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위해 ‘민속’(folklore)의 정의를 (긍정적으로는) 자유화 또는

(비판적으로는) 해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민속학 접근법에 반드시 유리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 비판하는 반전통주의와 어느 정도 동조자/동반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능/맥락 구별에 대한 그의 지적은 본 논고에 적용될 수 있다. 위 <<실록>>에 등장하는

                                        

454 <<세조 실록>> 권 28 세조 8 년 4 월 임진/5 월 병신 (국가편찬위원회 영인본 <<조선왕조실록>>7 권 532 쪽/533 쪽.

“사방지라는 자는 턱수염이 없어 모양이 여자와 같은데다가 재봉을 잘하여 여자 옷을 입고 일찍이 한 여자중을

통간하였다.”

455 Dundes, Alan. “Texture, Text and Content” Interpreting Folklore. Indiana, 1980. 20-3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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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이야기의 '기능'은 사건을 수사하고 고려하고 판결한 왕과 궁정의 정당한 권위를 후세에

표현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위에서 사방지의 사례가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법적 맥락에서

기원 된 내러티브이었음을 확인했다—오로지 범죄성, 법률, 도덕 통치, 처벌 등에 관한 기록인

만큼 상상속에서 공포를 주는 양상이 많다. 정용수는 <<실록>>의 모든 관련 사실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다. 사방지 사례에 둘러싼 이러한 그 공포를 금방 감지할 수 있다.

1) 세조 8 /4/27－여장을 하고 김구석의 처와 간통한 사방지를 구금하고 국문하다. 0

2) 4/29－사방지 추국을 병자라 하여 허락치 않다.

3) 5/1－사방지 국문을 약속하다 0

4) 5/2－사방지 일로 사헌부 관리들을

5) 5/2－사인 권윤이 사방지와 간통한 자들을 국문 청원하였으나 불허하다.

6) 5/12－사방지를 국문하지 말고 이순지는 복직케 하라 0

7) 5/13－사간원에서 과죄(科罪)하기를 청하나 불허하다.

8) 5/13－이문환이 사방지를 외방에 유배토록 청하려다가 두려워 진달하지 않다.

9) 5/14－사방지를 국문토록 한 정언 이길보를 국문하다.

10) 5/22－권남이 국문을 청하자, 이순지에게 맡기라 한다.

11) 세조 11/6/11－이순지가 죽다. 사관은 그의 사방지 처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다.

12) 세조 13/4/5－풍속 문란죄로 사방지를 외방 노비로 소속시키다.

13) 세조 4/6－의금부에 명해 사방지를 신창현 종으로 소속케하다.

14) 예종 1 /6/27－정인지가 사헌부 관헌이 사방지 사건으로 인해 자기 종이 구타당한

사건으로 사헌부 관헌을 추국케 한 것을 비난하다.

15) 성종 4 /11/8－김유약의 임명을 개정하기 바라는 사헌부 대사헌 서거정이 차지하다.

16) 11/9－김유약이 경상도사에서 개차되다.

17) 성종 7 /1/21－사방지 문제를 도관사에 소속케 하다.

그러나 사방지의 발견과 마지막 처리 사이의 5 년간 (세조 8-13, 1462-7) 456 그 이야기가 온

나라에서 전포되어 스캔들이 되었다. 던데스의 “맥락”은 “기능”과는 대조적으로, 그가 말했듯이

이야기의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로 부터”, 즉 사건에 대한 상세한 혹은

미묘한 측면을 의미한다. 던데스와 같은 반전통주의자에게는 ‘맥락’은 사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권위, 권력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사실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조선 시기의 권력층을 불신하기 위해 기능과 맥락을 구분하는

그러한 동기가 아니다.

여기서 조선 시기의 권력층을 불신하는 의도로 기능과 맥락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구별의 요점은 사물을 둘러싼 맥락이 변할 때, 그 사물의 기능도 변하거나 합쳐지거나

무너진다는 던데스의 주장에 동의할 때, 중요한 것은 변화의 과정 자체라는 것이다. 이른바 좌파

내러티브를 적극적으로 탈-정치화 하는 동시에 (이것은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음), 정교하지만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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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반전통주의적이 아닌” 이론을 위한 유용한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방지

이야기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엄격한 법적 기능과 맥락에서 해학한 기능과 맥락으로의 변화 경로

(궤적)는 국가적 전쟁-종교 체제의 기능과 맥락에서 대중 오락 중심 문화의 기능과 맥락으로

수세기에 걸쳐 변해가는 화랑 문화와 유사한 경로라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 밝혀 낼 수 있는 또 다른 사항도 있다.

첫째, 사방지 이야기의 맥락이 법정에서 대중으로 옮겨 감에 따라 유머러스한 면이 생겼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의 예를 들어, 위의 기록과 대비하여 근대의 사방지 변형인 ‘해학소설

버전’을 살펴보면, 사방지의 해학 버전에서 (이를 문헌 설화나 설화의 변형으로 기록/번안되기

전에 이야기로서 구전되었기 때문임) 이야기 맥락의 대중화는 그 기본 스토리에 대한 부연을

효과 있게 포함하며, 아울러 그 스토리의 기능도 변화했다. 다음과 같이, 두 화자가 ‘양의가 있는

남자’에 대한 소문을 재미 있게 논의하는 장면을 들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그래 그걸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무엇인지 얘길 하게”/ “사방지 말야” / “으응 그 홍도 말인가”/ “그래 홍도라고도 하지”

“그래 그 두 가지를 다 겸했다면서”/ “그렇고 말고” 457

앞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장면과 장면 사이에서 둘의 대화가 이야기의 재미를 돋우기 위해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과 성 행위의 장면에서 성적 쾌락을 높이는 디테일 등은 해학스러움을

향상시킨다. 458 이러한 부연은 설화의 구전적 성격과 대중적 성질을 반영하기도 한다. 한편,

위에서 보인 사방지의 이야기는 근대에 ‘해학 소설’로서 일종의 기담 (奇譚) 459 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이는 ‘대중적 소화 (消化)’를 이끄는 기능에 속하는 ‘기벽담’ (奇癖潭) (“이상한 습벽의

기벽담”) 460 과 유사한데, 이는 사방지의 설화로서의 설화다운 성격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奇’되는 것은 공포도 웃음도 유발시키는 힘이 있다는 격이지만, 그 맥락, 그리고

읽거나 듣는 자, 소비하는 자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내러티브의 전달하기 (telling)와 수용 (reception)의 맥락은 공식적인 법원 기록 (보통 국가의

권위와 정당성을 항상 대표하는 기록)에서 개인적인 글(서술)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동함에 따라,

내러티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확장된다. 사실을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그 목적을 위해 다른 세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종직 (1431-1492)의

문집 <<점필재 문집>> (1640 간행)에서 드러나는 사례 묘사부터 보자면 (편의상 현대역

사용한다),

                                        

457 <<한국 해학소설대전집>>, 6 권, 248,  

458  위의 책, 248,  

459 <남녀 양성 사방지 기담>, <<한국 해학소설대전집>>, 6 권, 노벨문화사, 1970. 248-54.

460 서대석, 위의 글. 80 쪽.  



315

“사방지는 사천(私賤)으로서, 어려서부터 그의 어미가 그에게 계집애의 옷을 입히고 연지와 분을 바르고 바느질을 시켰다.

장성하여 자주 사대부의 집에 드나들면서 여시(女侍)들과 함께 자는 일이 많았다. 진사(進士) 김구석(金九石)의 아내이씨는

판원사 순지의 딸인데, 과부로 있으면서 사방지를 데려다가 바느질을 시키고 밤낮으로 거의 10 여 년이나 함께 거처했다.

천순 7 년 봄에 사헌부에서 이 사실을 듣고 그를 국문 하였는데, 그가 평소에 사통하던 한 여승을 심문하였더니 여승이

말하기를, ‘그의 남경이 매우 장대하더라.’ 하므로, 여의사 반덕(班德)으로 하여금 더듬어 만져 보게 하였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임금이 승정원 및 영순군 부(溥)와 하양위 정현조 등으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였더니, 하성위의 누이가 이씨의

며느리이므로 그에게서 듣고 하성위도 어찌나 큰지 모르겠다고 하니, 임금이 웃고 순지의 가문을 더럽힐 염려가 있으니

따지지 말라고 특명을 내렸다. 사방지를 순지에게 넘겨주어 처리하게 하였는데, 순지가 다만 곤장 10 여 대만을 때리고

기내(畿內)의 노복으로 보냈더니, 얼마 안 되어 이씨가 몰래 사방지를 도로 불러드려, 순지가 죽은 뒤에는 또 마음대로

놀아났다. 금년 봄에 재상들이 연회 석상에서 이 사실을 아뢰었더니, 임금이 사방지를 매를 치고 신창현으로 귀양 보냈다

한다.” 461

위는 첫 섹션에서의 <<실록>> 내용이 김종직에 의해 다시 이야기되는 버전이다. <<실록>>에

실린 스토리의 맥락은 법, 범죄, 권력의 장 (場)이라고 규정한다면, 그 기능은 유교 통치의 이념과

윤리를 지지하도록 기록하는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점필재 문집>>의 내용이

<<실록>>의 내용과 크게 유사하긴 하나, 이 사(私)적인 버전에서는, 엄격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져야 항 세조왕이 사방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웃었다는 디테일이 눈에 띄며, 이는

<<실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엄격한 조정의 맥락에 대한 서술적 변화를 보여준다. 매우

엄격한 수사 과정에 대한 내러티브의 사적인 재구성의 (재구성인데도 여전히 공식적인 면이

많지만) 그러한 세부 사항을 김종직 필자가 덧붙여 놓은 것은 그 자체로는 미미한 것 같지만,

그것은 고류 문화의 아래로 퍼져가는 성격과 그것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분해되고 아래로

녹아가면서 대중이 접근할 수 있게 변화 되는지를 암시한다.

조정 문화나 조정 기록은, 궁정에서 만들어진 귀중한 그릇이 왕국을 유동하면서 사용자에서

사용자로 순회 되는 것과 같다고 상상해 보자. 그릇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면서, 보기 좋은

색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약간의 마모 흔적이 있지만 이것은 그 매력을 더할 뿐이다.

사실, 물질의 원래의 상태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노화됨에 따라 더욱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이고

있다. 결국 본래의 와인을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용도를 찾고 물을 담는

용기, 그 다음에는 흙을 채워서 아름다운 꽃병으로 사용된다.

왕의 미소는 내러티브가 새로운 맥락으로 옮겨지면서 드러나는 첫 “자극”이며, 이 맥락의

변화는 결국 이야기의 필수 세부 사항이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새로운 기능의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식적인 법적 담론이 되어야 하는 <<실록>>의 위엄을 해치는 자극, 쇠퇴의 시작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니면 그 위엄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환영 받아야 할 "인간적인

손길"로도 볼 수 있다. 사실 <<실록>>이야기의 재구성에서 나오는 ‘왕의 미소’가 동시에 두 가지

일이 될 수 있으며, 쇠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자, 차가운 이야기였던 것에, 인간미를 가져다

주는 반가운 신호이기도 보여 지기도 한다. 그릇의 본질 (정수, 정체)은 여전하지만 시간적,

                                        

461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金宗直, [佔畢齋集], 詩集 卷 3 舍方知(序). 정용수는 이 기록은 과부 이씨의

남편의 이름이 ‘士人 金九石’란 점 외에 전체적 기술에서는 실록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메모를 붙였음. (앞의 글, 48 쪽). 이

텍스트는 <<대동야승>> 1 민족문화추진회, 1971. 444-5 쪽, 이덕무, <<청장관전집>> (18 세기), 권 69, 한죽당섭필 (하) 등

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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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맥락이 변함에 따라 기능도 변할 수 있으며 물체의 겉 모습도 변화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정수가 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화 과정에서 유머와 성적인 묘사 등 대중적 관심을 끌 만한 세부 사항이

유지되거나 추가되고, 우울하고 불쾌한 세부 사항은 생략된다. 사방지 이야기에 창조적인 꾸밈음

(‘자극’)이 동원되는 설화 각편에서는 한편으로, <<실록>>에 있을 수 없는 성적인 디테일, 예를

들어 사방지의 성기 크기, 혹은 성기의 이상한 반응에 대한 논평 등 흥미로움에 더 비중을

두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록>>에서 나타난 디테일, 예로 <<세조실록>> 13/4/5 에는

서거정이 임금에게 사방지를 “죽여서 용서할 게 없다”라고 조언한 기록이 462 재구성 버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편집 경향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 재구성될 때마다 증가하는

성향을 보인다.

“신이 어려서 <江湖記問>이란 책을 보니, 강호 사이에 한 비구니가 수를 잘 놓았으므로 양가집에서 딸을 보내어

사사하게 하였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였습니다. 부모가 딸을 힐책하자, 딸은 대답하기를‘비구니와 매일 함께 자고

거처하였는데 부부간에 교제하는 느낌이 있어 마침내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양가집에서는

고을사또에게 하소연하여 비구니를 조사해 살펴보니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또가 장차 용서하려 하자

늙은 할미가 말하기를 ‘소금물로 양근의 위를 적신 다음 누런 개를 데려다가 핥게 하면 양도가 솟아나올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사또가 시험해보니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사또가 판결하기를 ‘하늘의 도는 음과 양이요 땅의 도는 남자와

여자인데, 이제 이 비구는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어서 사람 도리의 올바름을 어지럽혔다.’하고는 마침내 죽이니,

강회(江淮) 사람들이 모두 상쾌하게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천하의 사리 (事理)는 이같이 무궁무진 하옵니다.” 이에 세조는

웃으면서 “경은 부디 억지로 일을 깨우치려 하지 말라.” 하였다.463

15 세기 사방지 사건과 같이 어떠한 사회 문제에 대한 뚜렷한 선례가 없는 드문 상황에서

순간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그 경우에는 유교 세계관에 따른 대자연의 원칙에

호소했다. 서거정이 양 의가 있는 자를 부정적 현상으로 묘사 한 책에서 선례를 호소했다.

서거정이 “양의가 있는 자”를 부정적 현상으로 묘사한 책에서 선례를 호소하지만464 465 왕의 말을

                                        

462 권위에 가깝게 살던 서거정(1420-1488)은 사방지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왕에게 사방지 대처법을 조언한 등 그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러나 <<강호기문>>이라는 책 안의 “양의를 가진 남자” 스토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기술했다.  

사방지에서 몇 몇 모티프가 그 책으로부터 차용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선인에게 판례 (전례)의 중요성의 예로

읽힌다.   위 << 필원잡기 >> (1486 [사건부터 20 여년 후)의 구체적 내용은 <<실록>>에는 없다. 판례가 없을 때는,

자연의 규칙을 따라갔다. <<실록>>에 있는 서거정의 말은 다음과 같다: “하늘에 달려 있는 도리는 음과 양이라 하고

사람에게 달려 있는 도리는 남자와 여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 죽여서 용서할 게

없습니다. 신이 어려서 <<강호기문>>이란 책을 열람했는데, 강호 사이에 한 바구니로 수를 잘 놓는

463 서거정, <<筆苑雜記>> 2 권 21화 (성백효역, 344 쪽)

464 유사한 설명으로는: “내(어숙권-필자주)가 일찍이 의주 출신 갑사(甲士) 최한수의 집에 서 암말을 보았는데, 그 음부

안에 양경이 있어 졸아들면 안으로 감추어지고, 일어서면 밖으로 나오며 양경으로 오줌을 누었다. 봄이 되면 암말을

따라다니나 그 양경이 뒤로 향하여 있으므로 서로 교미를 할 수 없었다. 만약 숫말이 다가오면 발로 차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물리의 알 수 없음이 이쯤 되니, 사람으로 말하면 사방지의 부류라고나 할까. 그러니 둘이 다 만물 중의

요물이요, 사방지는 게다가 여자를 범하였으니 말보다 심한 자이다.” (魚叔權. [稗官雜記] ([국역대동야승] 1 책 445 쪽).

鄭容秀, 대동한문학 24 호, 동아대학교. 2006, pp. 43-68 참조.

465 정용수, <<여복남자 사방지의 진실과 허구>, <<대동한문학>> 제 24 집, 43-6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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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방지에 대한 대처법 결정 근거가 될 만한 전거 문헌, 즉 법적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경우 왕은 음양의 자연 법칙과 우주의 자연적인 ‘도’로 조화롭게 작용하는

남녀의 이원론에 호소했다. 필원잡기에서는 또한 서거정이 한번 본 질 속에 성기가 있는 암말, 그

시도에도 불구하고 암컷과 성교를 할 수 없었다는 모습에 사방지를 비유했지만. 사방지가 실제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말보다 나쁘다고 주장하면서 사방지는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죽이자고 촉구했으나 왕이 여자의 가족이 사족이라 그 아버지와 친하기 때문에

사방지가 처형되지 않고 결국 그의 남은 인생을 외딴 지역에서 노복으로 추방당하게 되었다.

독자에게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그는 또한 사방지의 지역 사회에서 퍼진 농담을

언급하고, 그가 읽은 책도 언급하면서 왕과의 대화에서 직접 인용을 추가하며, 아마도 그것을

쉽게 소비 가능하게, 재미있는 이야기 만드는 과정을 통해 사실을 ‘장식’했을 것이다.

－처음 김귀석의 아내는 이순지의 딸이었다.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그 일가 연창위 안맹담의 종 사방지라는 자는

턱수염이 없어 모양이 여자와 같은데다 재봉을 잘하여 여자 옷을 입고 일찍이 한 여자 중을 통간하였다. …[중략]…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외간에서 전하는 말이 ‘사방지가 아니고 바로 서방적(西房的) 이라’고 하니 [속담에 사위는

서방에서 묵으니 따라서 사위를 서방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사람은 강호기문(江湖記問)에도 있습니다. 임금이

서거정에게 이르기를 “경도 또한 아는가?”“과연 있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하늘에 달려 있는 도리는 음과 양이라 하고

사람에게 달려 있는 도리는 남자와 여자라고 한다 합니다.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 죽여서 용서

할 게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승지 윤필상에게 이르기를 “이사람은 인류가 아니다. 마땅히 모든 원예(遠裔)와 떨어지고

나라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외방 고을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 시키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씨의 집은 돈이

넉넉하고 한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김유악이다. 하동군 정인지의 사위가 되어,女服男子 사방지의 진실과 허구…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보도에서 멀어져, 도학자 (道學者) 김종직이 이야기에 대한 문학적 시적

부연의 영역으로 옮겨 가면서, <<실록>>에는 적어도 유의한 신체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지에 대한 자신의 시의

서문에서 사방지를 “이의인”이라고 부르며 제멋대로 그 내용을 고친다 (“세조 8 년 4 월 27 일에

서부 여경방의 장문에 여복을 하며 종적이 괴이한 사방지를 잡아다가 살펴보았더니, 남자였다는

것이다…” 머리의 장식과 복색은 여자였으나 형상과 음경 음낭은 다 남자인데, 다만 정도(精道)가

경두(莖頭) 아래에 있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이었다). 그런 다음 김종직은 시에서 사건의

감정적 가능성을 이용하여 사방지를 교활한 여우로 구성하여 중국 왕실 음모 사건 등을

언급하기도 한다 (<<강호기문>>에 언급된 것으로 추측된다-정용수의 글 참조).

여기에서 그는, 사방지가 머물렀던 가문이 세조와 친한 천문학자 이순지의 가문이기 때문에

사방지 사건을 “경은 부디 억지로 일을 깨우치려 하지 말라” 라고 권한 세조 왕에게 경고하는 것 같다.

왕은 처형선고 대신 10 년간 사방지를 알았던 천문학자에게 사방지 처벌하도록 왕이 허락을 주어,

그는 사방지를 매 10 대와 추방으로 처벌했다. 천문학자가 죽은 후 그의 딸은 사방지를 다시

불러서 관계를 재개했고 세조 왕은 이를 알게 되고 마침내 사방지를 멀리 귀양 보냈다. 김종직의

사방지 관련 두 시편 중 하나를 살펴보면,

“아낙방 깊은 곳에 몸 숨긴 지 몇 번이던고? 絳羅深處幾潛身

치마와 비녀 벗기니 제 모습이 드러나구나. 脫却裙釵便露眞

조물주의 본래 모습 예측키 어렵나니, 造物從來容變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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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오히려 양의인이 있게 했네. 世間還有二儀人

남잔지 여잔지 어찌 번거롭게 좌파에게 물어 보랴. 男女何煩問座婆

요망한 여우가 굴을 파면 인가를 망치는 법이거늘 妖狐穴地敗人家

길거리에선 시끄러이 하간전을 외고 있고, 街頭喧誦河間傳

규방에서는 슬프게 양백화를 노래하네.” 閨裡悲歌楊白華 18)

사방지 이야기가 법적 맥락에서 벗어나 내러티브가 유머 쪽으로 대중화, 발전하면서 이 글들이

세조왕 때의 사방지 사건이 초래한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새로운 기능 (웃음) 변화에

집합적으로 기여했으며, 또한 민중들 사이에서 아마도 조정에서 세조왕이 사방지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기로 한 결정이 후대 왕들의 법적 판례가 될 수 있는 맥락 만들기를 도왔을 지도 모른다.

그 후 사방지의 이야기가 명종왕 때 어숙권의 <<稗官雜記>>에 나타난 기계는 이수광의

<<芝峯類說>> (1664)가 보도하듯 명종왕 때 “경도 길주 사람 양성구지는 “양의가 모두 갖추어져

지아비에게 시집도 가고 아내에게 장가도 들었다”는 보고가 있을 때 명종왕은 “이 일은

법조문에도 없는 일이니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세조 때 사방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울러

문의하라.”고 명했다. 그 뒤 영의정 홍언필의 보고에 따라, 임성구지는 사방지의 예처럼 외진 곳에

따로 두고 왕래를 금지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 남자를 죽이라고

권하면, 명종왕은 새나 짐승이라도 죽이는 결정이 쉬운 일이 아니라 고하는데, 인간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라고 말하고 그 남자를 외방으로 유배 시켰을 뿐이다. ([조선왕조실록]

1548 년 11 월 18 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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