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밀양》이 제기하는 인간학적 성찰 
- 악의 현실과 구원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

들어가며 

1. 소설 『벌레이야기』와 영화 《밀양》 

2. 끝나지 않는 질문， 악의 현존성 

3. 수직 혹은 수평， 구원의 두 방향성 

맺으며 

신이여，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나이까? 

들어가며 

민순의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악을 체험하는개 그것은 일체의 선(홈을 제압하려 

는 의지를 지닌 채 지옥으로부터 달려 나오는 사악한 악마의 불길인가? 안용 

한 일상의 발걸음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걸고 넘어뜨리는 음습하고 불순한 

몇인가? 아니면 들숨을 따라 몸 속으로 침입해 숙주의 혈관을 타고 돌다 면 

역력이 떨어지는 한 순간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바이러스 같은 것인까 그것 

도 아니면 그저 태생적으로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는 존재의 일부분일 뿐인가? 

과연 인간에게 악이란 무엇인개 그리고 그 악을 체험하는 인간의 반응은 어 

떠해야 하교 또 어떠했는개 인간은 악을 극복하는개 악을 감내하는개 아니 

면 악을수용하는까 

2007년 초여름에 개봉되어 한국 사회에 구원의 담론을 은근하게 지폈던 영 

화 《밀생 (이창동， 2007)은 그 같은 물음들에 대하여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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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두 남녀 주인공 간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 정도로 포장된 홍보상의 오류 

에도 불구하고1)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 영화의 무게춤심이 여주인공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용서와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 

가 그 같은 주제들을 다루는 방식이 평범하지 않다는 데 있다. 상식적인 경우 

라면 이럴 것이다: 주인공이 외부로부터 악의 상황을 겪었다， 그 때문에 고통 

받고 절망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외부의 악을 용서했다， 그래서 주인공은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도리어 량서 때문에 고통 받는다. 

용서 이전에도 고통이 있었지만， 용서로 인한 고통이 더욱 절망적이었다. 그 

리고 구원은? 감독은 대답하지 않는다.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갔던 주인공은 

끝내 모든 것을 다 털어내지는 못한 채 적당히 위로받고 적당히 번민하며 이 

야기를 맺는다. 결국 해답은 관객 각자의 몫일 터. -그러나 각자의 해답을 내 

리기에 앞서 영화의 면면을 조금 더 세밀히 짚어보교 나아가 인류의 종교문 

화가 비슷한 주제들을 갖고 고민했던 바를 되돌아본다면， 좀 더 풍부한 답을 

안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영화에 대해 이ψ1하는 태도는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그 코드를 나눠볼 

수 있다 영화이론， 영화분석， 영화비평(평론). 영화이론이란 영화일반， 즉 영 

화라는 문화예술 장르에 대한 전반적인 담론이라 할 수 있다. 타 장르에 대한 

영화미학 자체의 특수성이나 그것의 사회적 영향력 능을 이론화하는 작업 둥 

이 이에 속한다. 영화 분석이란 개별영화 각각에 대한 미학적 분석을 이른다. 

대체로 영화의 개봉시기와 무관하게 분석가 자신이 걸작이라 판단하는 작품들 

에 관심을 기울이며， 작품 내적인 분석에 치중한다. 텍스트나 구조 분석， 스토 

리와 테마 분석， 이미지와 사운드 분석 둥의 가닥이 있을 수 있다. 개별적인 

영화 작품을 소재로 하면서도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이론틀이 전제되어야 하 

므로1 영화의 주변 담론에 머무르기 보다는 독자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작업이 

1) 영화 《밀양》 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홍보 전단지는 스토리나 캐릭터를 소개하는 
데 있어 모두 ‘사랑3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다. 예컨대 스토리를 위한 표제 
는 “모두 사랑 때문입니다"이다. 감독의 변(힘혐 증에서도 하필이면 뽑아낸 문구 
가 “뭐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봐 주변 ... 좋지 않을까요.?"다. 감독 자신도 사랑이 
라는 명제를 썩 내켜 하지 않는 듯한 이 말을 차용하면서까지 ‘사랑’에 집중하는 
것으로 홍보의 가닥을 잡은 까닭에， 개봉되기 전 영화 《밀양》 은 불륜 드라마로 
오인되는 경향마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영화 개봉 즈음과 때를 같이 
하여 여주인공인 전도연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더불어 여러 
매체에서의 소개가 적중했던 덕분에 영화 《밀양》 에 때한 대중의 선입견은 많이 
불식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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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화비평이란 개별영화 각각에 대한 애호가적 

담론에서 비롯하는 태도다.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고 그 작 

품에 대한 미적 판단을 내리는 태도 둥이 이에 속한다，2) 스토리 및 소재나 

주제 비평 등이 주를 이루고 당연히 작품 외적인 담론이 나올 수도 었다}) 

본고는 이 중 대체로 비평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밀양》이라는 특수한 

영화작품을 다루되， 문예이론들을 앞세워 작품의 내적인 분석을 하는 게 아니 

라， 영화가 표방하는 고통과 악， 용서와 구원이리는 주제를 종교학적인 관점 

에서 천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세분하자면 아마도 주제비평이 될 것이다. 

위의 주제들에 대한 종교적 혹은 종교학적 담론을 펼치며， 우리의 삶을 성찰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의 

이미지나 사운드에 대한 분석도 개입될 것이다. 필자의 관심과 한계에 따라 

주로 다루어지는 종교는 기독교와 불교가 될 것이다. 

1. 소셜 『벌레이야기』와 영화 《밀양》 

주지하다시피 영화 《밀양》은 1985년에 발표된 이청준의 단편소설 『벌레이 

야기』를 원작으로 한다. 그런데 소설과 영화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들이 

있어 눈길을끈다. 

우전 소설과 영화는 등장인물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소설에서 동장하는 인 

물라인은 단순하다. 유괴로 부재 상태에 있는 아이-이름。l ‘알암이’마를 제 

외한다면， 알암이 엄u}， 알암이 아빠， 김집λh 유괴범의 4인이 등장인물의 전 

부다. 영화 속 종챈송강호 분)이나 그 주변의 상7l{商倒 사람들과 같은 존재 

는 없고， 교회와 관련된 인물도 소설에서는 검집사 한 명 뿐이다. 알암이의 

부모는 별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함께 알암이를 양 

육하며 약국을 운영한다. 알암이는 부부가 늦둥이로 갖은 외동아들로서， 태어 

2) 일간지에 내놓는 영화관련 전문가들의 평론이나 일반 관객들이 인터넷 상에서 
‘리뷰’라는 형식으로 쏟아내는 온갖 종류의 비평글들이 이러한 종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가 가장 혼하게 접할 수 있는 담론 형식이기도 하다. 

3) 이상 세 가지 분석틀은 필자 자신의 것이나 이 중 영화분석과 영화비평의 차이 
에 대해서는 자끄 오몽 • 미첼 마리， 『영화분석의 패러다임.n(전수일 옮김， 현대미 
학사" 1999)의 저자서문과 제1장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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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하고 그 때문에 다소 내성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유괴 

범은 알암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 다니게 된 주산학원 원장이다. 유괴의 

이유에 대해선 단지 “금품을 노리고 저지른 유괴극_"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정황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없다. 김집사는 알암이 엄마보다 5년 정 

도 연상의 이불가게를 하는 이웃집 여자로서 영화에서보다 좀 더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포교에 임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또 소설에서는 공간적인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영화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곳을 밀양으로 설정하교 심 

지어 그것을 제목으로 할 만큼 의미를 부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등장인물이나 배경이 단순한 대신， 소설에서는 유괴사건과 그에 뒤 

따라 알암이 엄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뜰이 극의 중심에 놓이며 

응집력 있게 전개된다. 소설의 화자이기도 한 알암이 아빠는 모든 사태의 전 

모와 그것들을 두고 겪는 아내의 심리적 변화와 갈등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지켜보면서， 이 사건 전체를 둘러싼 문제의 소재와 그 의미를 담담히 서술한 

다. 늦둥이고 다리가 불편하고 내성적이며 주산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정 

도로 알암이에 대한 소개를 한 이외에는 유괴사건 이전의 전새前劃에 대해 

서 특별하게 덧붙여진 것이 없고1 심지어는 유괴사건 자체에 대한 묘사도 담 

담하다. 범행동기가 금품갈취를 위해서였다고는 하지만， 범인이 그러한 동기를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설명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실종된 아이에 

대한 조속한 탐색수사로 지레 겁을 먹은 범인이 연락조차 하지 않다7}， 여러 

달 후 우연찮게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어 뒤늦게 범인이 밝혀지는 것으로 설 

정된다. 이야기의 무게중심은 오히려 그 뒤의 사건들에 있다. 영화에서와 마 

찬가지로 알암이 엄마는 김집사의 집요한 설득과 포교L로 기독교에 입교(入敎) 

하게 되고， 뒤이어 범인과 면회를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잇따르는 고통과 절 

망.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집사의 태도는 상당히 비호감적으로 그려진다. 가 

령 알암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진작부터 입꼬를 권유해도 꿈쩍 않던 

알암이 엄마에게 “마치 그거 보리는 듯， 혹은 기다리떤 때라도 찾아온 듯"(이 

청준， 『밀양원제『벌레이。t기』→.Jl(열림원， 2007), p. 45. 이하 페이지만 기입) 

달려와서 믿음을 권한다. 처음에는 단지 실종된 아이의 안위를 걱정하는 기복 

적인 믿음에서， 그리고 끔찍한 결과가 밝혀진 이후에눈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던 알암이 엄마에게 “김집사는 ... 용기를 얻은 듯 그녀의 

신앙심을 한 층 더 부추겨 나갔다. 김집사는 아내에게 이제는 거기서 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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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설득했다"φ. 69) 결국 범인을 용서한다고 선포한 

알암이 엄마가 면회까지 단행하고{김집사는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극구 말린 

다-， 이후 깊은 절망에 빠져 혼란스러워 하자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 

을 옹호하고 나선다. “김집사는 이제 그 가없은 아내 속에서 질식해 죽어가는 

인간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내의 무참스런 파탄 앞에 끝끝내 주님의 

엄숙한 계율만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차라리 주님의 대리자처럼 

아내를 강압했다. ‘벌써 몇 번씩 되풀이한 말이지만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의 숨은 섭리의 역사이신 거니까요 주님께선 아마 그를 통해 알암이와 알암 

이 엄마의 영혼을 함께 구원하실 돗이셨을 거예요”’(p. 92) 

소설과 영화와의 차이는 면회 시 범인이 아이 어머나에게 보이는 태도에서 

도 미묘하게 나타난다. 우선 영화에 비해 소설에서는 범인에 대한 옹호가 사 

뭇 장황하다. 영화에서는 면회 씬 자체가 시간적으로 길지 않고 범인도 아이 

어머니인 신애(전도연 분)에 대하여 용서나 속죄를 벌기보다는 자신의 죄가 

이미 신에게 용서받았음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것도 ‘좋아진 얼굴，’ 평온한 표 

정으로! 뻔뻔스러운 느낌을 관객에게 안겨주었다면， 소설에서는 비록 김집 

사의 전언(傳言)에 의한 표현으로나마 “자신의 모든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애 엄마에게 간절한 용서를 빌었어요 용서를 빌었다기보다 애 엄마의 책벌을 

자청하고 나섰지요 그것으로 애 엄마의 마음에 위강} 될 수만 있다면 자기 

가 저지른 죄과에 대해 어떤 책별도 기꺼이 감수하겠노라구요"(p. 83) “그는 

이미 주념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죄과를 참회하고 그 주념의 용서와 사량 

속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하였다. 뿐더러 그는 참회의 증표와 주님 

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사후의 신장과 두 눈알을 다른 사람에게 바칠 약속 

까지 해놓고 있었다."(p. 84) 그러나 알암이 엄마는 “주님의 섭리와 자기 ‘인 

간’ 사이에서"(p. 94) 분열하고 번민하며 괴로워하다， 끝내 입을 다물고 죽음 

을 선택한다. 그녀의 자살은 유괴범의 교수형이 집행된 날이었고 그 마지막 

순간 범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 .. ，제 영혼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거두어주실 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 다만 한 가지 여망이 있다면 

저로 하여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도 주님의 사랑과 구원 

이 함께 임해주셨으면 하는 기원뿐입니다. "'''(p. 98) 

영화는 등장인물이 훨씬 더 복잡하고 덧붙여진 이야기들도 많다. 무엇보다 

신애는 남편을 잃은 후 하나 뿐인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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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다. 공간적 배경이 부여되는 것이다. 아마도 그 남편은 바람을 피우다 

죽은 것으로 짐작되는 바 신애는 어떤 의미에서는 낚편을 두 번 잃은 고통으 

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터이다. 이로써 신애 나름의 전사도 마련된다. 

일가친척을 두고도 지인(知人)이 전혀 없는 낯선 곳으후 내려온 것 자체가 세 

상과의 단절， 혹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낯선 곳의 이름은 밀 

염密陽，)， 은밀한 빛! 신애도 그 돗을 안다. 

또 신애의 주변에는 인물들이 많다. 그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쉰다. 한 부 

류는 종찬과 그 친구들 및 양장점 여주인과 같은 상가 사람들. 그들은 매우 

속물스럽다. 그들이 운영하는 점포는 하나같이 카센터나 부동산， 양장점과 같 

이 물질 지향적이다. 사람 좋고 오지람 넓은 종찬이나 인테리어를 바꿔 보라 

는 충고에 빈정 상해하는 양장점 여주인이나， 모두 신애에게는 거추장스럽고 

이질적인 존재들이다. 심지어 양장점 여주인은 신애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 

히 표출함으로써 신애로 하여금 아들 준이를 두고 밤늦게 까지 그들 부류를 

밖에서 대접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준이의 유괴사건에 책임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또 다른 부류는 약국 검집사-강장로 부부로 대변되는 교회 사람들. 약국 

의 김집사 부인은 처음 만날 무렵부터 신애를 ‘불행한 존재’로 규정하며 전도 

에 애를 쓴다.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존재의 위염을 지키려는 자에게 연민 

어린 규정은 모욕이다. 그래서 김집사 부인도 처음에는 불쾌하고 이질적인 존 

재다. 그래도 그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교 또 그것을 신애에게 나눠주려 노력 

한다. 영혼의 고통도 치유할 수 있을 듯， 그의 직업뜬 약사다. 전반적으로 교 

회 사람들은 소설에서보다 훨씬 옹정적이고 사랑스럽게 그려진다. 신애의 피 

아노학원도 처음부터 카센터 보다는 약국 쪽에 가까워 보인다. 그래서 신애는 

피아노 학원을 꾸미라며 가짜 상장을 들고 온 종찬이 못마땅하다. 그런데 가 

만히 보면 신애도 꽤 속물스럽다. 속되지만 사람 좋은 종찬에게 드러내놓고 

속물이라고 놀리는가 하면， 자신의 허약한 기반을 돈으로-시질은 돈에 대한 

헛소문으로- 다지려 한다. 한편 신애가 맺는 관계망의 마지막 한 축이 범인 

이다. 신애와 마찬가지로 학원(웅변학원)을 경영하며 불량 행동을 일삼는 딸 

때문에 고심하는 그는 처음에는 신애와 어느 정도 흉질성을 이루는 듯 보이 

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돈을 위하여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신애의 아 

들 준이를 유괴 살해한다. 사건을 저지르기 전의 범띤은 많이 지치고 고달픈 

우리 이웃， 나 자신의 모습이다. 그러나 면회에 임한 그는 소설에서보다 많이 



영화 〈밀양〉이 제기하는 인간학적 성찰 217 

진정성이 없는 듯 하고 뻔뻔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대신 영화는 그 딸의 존 

재를 가공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H까 있다. 불량 행동을 일삼는다던 그 딸 

은 범인의 색출에 단서가 되교 신애의 아폼에 공감히는 듯이 보인다. 

상영시간이 총 141분에 달하는 이 영회는 그 전개가 정확히 3등분된다. 그 

첫 부분은 영화의 시작에서부터 준이가 실종되고 유괴범의 전화가 오는 데까 

지에 이르는 45분여간이다. 이 부분에서 모든 공간적， 상황적 배경과 둥장인 

물들의 소개가 이루어진다. 주로 신애와 주변 사람들의 속물성을 묘사하기 위 

해 할애된다. 두 번째 부분은 준이가 실종된 뒤부터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신애가 기독교를 경험하고 범인을 면회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약 50여분에 달 

하는 이 부분은 다시 전후반 25분씩 정확히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전후반 

을 가르는 사건이 바로 신애가 부흥회에서 안수를 받는 일이다. 범인을 면회 

한 후 기독교에서 마음이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끝까지의 마지막 45분 정도는 

거의 대부분이 신에 대한 신애의 원망과 고독한 투쟁을 묘사하는 데 바쳐진 

다. 신에 대한 복수극의 정도를 점점 더해가던 신애는 마지막에 미쳐버리지만 

죽지 않는다. 종찬의 도움으로 퇴원수속을 마친 후 우연히 들어 간 미용실에 

서 범인의 딸을 만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원망과 

증오의 날을 세우지만， 양장점 여주인의 환영을 받으며 귀환한 뒤 종찬의 도 

움을 받아 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자른다. 

원작 자체가 워낙 짧은 길이에 간결한 스토리만 다루고 있는 터라 영화에 

서 여러 장치들을 부여한 것은 당연하겠으나 특히 주변인물과 사건들을 강화 

한 데에서 감독의 어떤 의도가 읽혀지기도 한다. 이청준 작가는 서문에서 이 

소설이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다고 밝히며 범인이 형 집행 전 마지막 남긴 

말」‘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나가며， 그 자비가 희생 

자와 가족에게도 베풀어지기를 벌겠다，"는 요지의-에 충격 받았다고 전한다. 

“그 말이 어린 희생자나 그 부모에게 무슨 위로나 위안이 될 수 있을까. 그것 

이 진정 그들을 위한 미음이었을까" 그리고 “이 소설은 사람의 편에서 나름 

대로 그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이름으로 그 의문을 되새겨 본 기록”이라고 한 

다，.4) 놀라운 사실은 이 작품을 쓰면서 이청준 작가가 그 당시를 즈음하여 일 

기 시작한 광주민주화항쟁의 역사적 청산과 용서 따위의 담론들을 마음에 품 

고 있었다는 점이다05) 뿐만 아니라 이창동 감독 역시 소설을 접하는 순간 그 

4) 이청준， 『밀양-원제『벌레이야기~-~(열렴원， 2007), 작가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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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광주 문제의 청산을 둘러싼 온갖 시시비비를 벼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았다고 한다.6) 분명 소설은 인간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다. 거기에서 종교나 

신은 자신의 입장을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야기의 맥은 무리 

없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와 청산이리는 문제로 접목되고 당연히 일체의 

타협 없이 철저하고 원칙에 맞는 징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 

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 《밀양》은 소설 『벌레이야기』와는 

여러 모로 다르다. 비록 이창동 감독이 이청준 작가의 심중에 공명했을지라도 

영화는 훨씬 더 풍부한 장치와 상징을 담으며 다른 의미로 읽기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암시한다. 영화는 종교를 소재로 하지만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속적 

인가 하면 초월적인 그 어떤 것에 맞닿아 있다. 그러면 과연 영화는 세속의 

편에 있는가5 초월의 편에 있는가? 아니면 그 둘 다일 수 있는가? 초월과 세 

속의 역사는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별개의 이질적 존재인7꺼 어쩌면 그 둘 

은 종국에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호원융적인 어떤 것은 아닌가? 

2. 끝나지 않는 질문， 악의 현폰성 

1) 신정론(神正論， theodicy): 기독교의 대답 

영화의 시작， 신애와 함께 등장하는 준이가 처음에 입고 있던 셔츠 등판의 

글귀는 ‘Holy kids, Holy life’다. 성스러운 아이. 죽뚱 운명의 아이는 왜， 누 

구에게 거룩한가? 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웅변학원의 연설문의 주제는 

‘부모님， 감사합니다.’이다. 돌아가신 아빠가 그리워 짐짓 큰 소리로 코를 골 

고 말없이 있기를 좋아하는 내성적인 성품을 지녔지만 엄마의 개업식 떡돌리 

기를 함께 할 정도로 충분히 온순하고 엄마에게 수시로 숨바꼭질 장난을 걸 

정도로 충분히 발랄한， 그 거룩한 아이는 왜 죽어야 했나? 그는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을까? 그의 존재와 죽음의 의미는 무엇 

인가?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남편의 외도와 연이뜬 죽음으로 이미 고통은 

5) <경향신문) , 2007년 5월 10일 인터뷰 기샤 「이청준， “희망 보탠 영상， 소설보 
다 현실감”」， 한윤정 기자. 

6) W씨네21~ ， 2007년 5월 15일 인터뷰 기새 「이창동의 〈밀양)(2) 이창동 감독， 영 
화 평론가 허문영 대담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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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애에게 중첩돼 있었다. 준이의 유괴 살해는 그 고통에 방점을 찍을 뿐 아니 

라， 신애의 고통을 단지 주어진 상황으로서가 아니라 ‘의도된 악’-그 의도의 

주체가 단순히 유괴범에 국한되든 아니면 배후의 어떤 힘으로까지 연장되든

에 의한 결과로서 바라배1 한다. 악은 어디에서 오는7}? 고통과 악의 차이는 

무엇이며， 또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통 또한 ‘나쁜 것’의 범주에 든다고 할 때 그 역시 악의 일종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자는 다른 것으로 경험되고 인식된다. 고통 

이 악의 결과로서 당하는 자에게 주어진 몫이라면 악은 고통의 근원이자 책 

임의 소재처다. 일반적으로 악은 기독교의 사탄 이미지와 맞물려 의지를 가진 

도덕적 책임의 주체로 인식되지만， 사실 모든 악에 도덕적 책임의 당위가 있 

는 것은 아니다. 서양 전통에서도 악은 도덕적 익~malum morale)과 물리적 

악~malum physicum)의 두 가지로 분리된다. 전자가 자유롭고 도덕적으로 책 

임 있는 존재의 행위에 기인하는 악이라면， 후자는 자연 재해나 질병 등에 의 

해 야기되는 고통이나 고난 등을 말한다.1) 

흥미로운 것은 불교가 악보다는 고통의 담론을 교리의 중심에 두는 반면， 

기독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고통보다 악에 대한 담론이 보다 우세하다는 점이 

다.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의 고통은 ‘생(生.)， 노(老~)， 병(病)， 새쩨， 애별리(愛 

}]I離: 사랑하는데 헤어짐)， 원증회(恐增會: 싫어하는데 만남)， 구부득(求不得: 

구해도 얻어지지 않음)， 오온성(五總盛: 오온의 성립으로 집착하는 자0까 생 

킴. 이상의 8가지를 八苦라고 한다)’ 등 주로 도덕적 책임과 무관해 보이는 

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으로서 구태여 악과 연계하여 말하자면 자연적 악과 

근친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악의 근원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미 저질러진 그 악을 겪고 극복해야 할 인간 자신의 의지에 대한 성찰에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기독교에서는 악의 근원과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 그 사유의 흔적이 신정론{神正論， theodicy)이다. 

때로 변신론(辯神論)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신정론이라는 용어는 라이프니츠 

(Leibniz, 1646~ 1716)에 의해 처음으로 구사되었다. “신은 전눔全能 

all-powerful omnipotent)하고 전선(全善~ wholly good, perfectly good)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존재한다."는 기독교 신학의 오랜 역설적 전제8)에 대 

7) 김영태， r악에 대한 종교철학적 이해: 유대교 ·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Jcr악이란 
무엇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창， 1992), p.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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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답으로1 그는 아무구스티누쇠Augustinus ， 354~430) 이래 중세 기독철학 

의 길을 따라.9) ‘악은 신의 결여이고 인간이야말로 포든 악의 근원’이라고 본 

다. 인간의 유한성이 원죄를 낳고1 그로부터 신체적 고통이나 죽음 따위의 물 

리적 악과 죄(도덕적 악)가 비롯된다는 것이다.10) 그렇다면 그에게 악의 효용 

성은 무엇인가? 선의 부분적 결여인 악은 더 큰 신젝 질서를 위해 필요하고 

그로써 선은 더욱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가 제시하는 악의 효용성이 

다，I 1) 12) 

8) 위의 글， pp. 111-112. 
9) 라이프니쓰는 이 세계가 ‘가능한 최고의 세계’라고 보았으며， “실재 세계는 가장 
충만한 구조를 형성하는 존재들의 구성체”라고 하였다. 즉 신은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려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계 존재의 다양한 가능성 중 최선의 
것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가 이 세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라이프나쓰의 관념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감은 신의 의지와 상충되지 않는다. 인간의 자유 의지 
자체가 신의 선태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와 신의 주권 
사이의 조화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라이프니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에 서 있 
다고 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 은총론의 핵심은， 신의 예정이 인간의 자유를 
앗아간다는 일부의 주장에 반대하여， 신의 예정이 인깐의 자유를 막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존 희， 『신과 인간 그리고 악의 종교철학적 이해』 
(김장생 옮김， 열린책들， 2007), pp. 169-173 참조 

10) “그는 비록 악이 항상 선함과 존재의 부재로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형이상학 
적 악과， 고통과 통증으로 이루어진 볼리적 악， 죄를 가리키는 도덕적 악으로 이 
루어진 유한함과 불완전함으로 점철된 세 개의 머리를 지닌 악을 인정하였다” 
존 혁， 위의 책， p. 173. 

11) “(신은) (악들로부터) 더 큰 선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악들과 가능한 최고의 
션들을 연결시킨다. 따라서 그 악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 
계의 모든 악들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방법들로 까능한 최고의 우주 전체에 
공헌을 하고 있다 ... 만일 이 세계로 들어오게 된 가장 작은 악이 이 세계에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세계는 더 이상 이 세계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 
다. 아무 것도 생략되지 않고 모든 것이 허용된 세계는 그 세계를 선택한 창조주 
가 최고의 세계로 선택한 것이다."(밑줄은 필자의 강조)， 존 희， 위의 책， p. 174. 
라이프니쪼는 ‘악이란 신의 결여이고 그러나 신의 완전함이 결코 인간의 자유의 
지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본 점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계승하지만， 악의 효용 
성에 관한 한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에서처럼 라이프니 
쓰는 악조차도 신의 선택 속에 포함된 것으로서 순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본 반 
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악은 자유 이성을 지닌 존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서， 
그 악한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심판은 고통의 원인이 되므로1 악이라고 말해지 
는 모든 것은 죄이거나 죄의 고통’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아우구스티 
누스는 악의 의도(=죄)나 악의 효용{=고통)에 있어 비관적 인 관점을 견지하는 반 
면， 라이프니쓰는 악의 효용에 관한 한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관점을 지녔다고 할 
수있다. 

12) 이상 라이프나츠의 신정론에 대해서는 강영안， 「악에 대한 형이상학적 성찰: <악 
의 형이상학〉 은 어떻게 가능한가?J( W악이란 무엇인가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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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악의 효용성에 대한 이 같은 라이프니츠의 주장은 초기 교부인 이 

레나이우걱Irenaeus， 130경~203)에게까지 이어진다.13) 이레나이우스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신과 유사하게 피조됨으로써 도덕적 • 영적 가능성 

을 부여받은 지성적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나 그 ‘유사성’은 인간 자신의 자 

유 의지와 노력으로써만 완성될 수 있다. 인간은 아기와 같이 미성숙한 존재 

로 태어나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점차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런데 이 과정에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 획득된 선함， 즉 고난과 시험의 상황에 

서 책임 있는 도덕적 선택을 통해 얻어지는 선함이 그렇지 않은 선함보다 더 

욱 가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처럼 인간의 완성은 끊임없는 자기 각 

성에 의해 도달되는데， 그 같은 인간의 자질 함양을 위해 신에 의해 의도적으 

로 마련된 환경이 바로 ‘물리적 악’이라고 한다. 마치 단 맛과 쓴 맛， 흰 색과 

검은 색 등과 같은 차이와 대조의 지식이 인간의 지성을 증장시키듯， 물리적 

악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인식하고 선으로 나아가며 마침내 자기완성 

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 악’이란 

신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이 떨어지게 

되는 상태로 상정된다. 따라서 이레나이우스의 관념에 따르면 선과 악은 이 

세상에서 섞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악은 인간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14) 

라이프니쓰와 특히 이레나이우스의 악의 효용성에 따르자면， 준이가 거룩한 

것은 ó}마도 그가 신애에게 신에 대한 영접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 

1992), pp. 43-45; 존 희， 『신과 인간 그리고 악의 종교철학적 이해~(김장생 옮 
김， 열린책들， 2007), pp. 169-185 참조 

13) 초기 기독교나 교부철학에서의 신학적 주제는 기독론， 은총론， 교회론이 주를 이 
룬다. 그러나 이 때에도 악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있었고1 그것은 주로 기독론 
혹은 은총론과 결합하여 논의되곤 했다. 한편 이레나이우스는 라틴 교부들과 구 
별되는 동방 교회의 입장을 확립한 사람으로1 죄와 타락， 신과 인간의 관계 등과 
관련된 문제를 둘러싸고 아우구스티누스와 대조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평 
가된다. 여기에서는 특히 악의 효용성 문제에 관하여 라이프니쪼와 일맥상통하는 
면을 보여 주목된다. 라이프니쪼의 세계관과 선악관이 대체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것을 계승하지만， 각주 1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악의 효용성 문제에 관한 한 
비관적인 입장의 아우구스티누스와는 달리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바로 그 점에서 이레나이우스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14) 존 희， 앞의 책， pp. 226-234 참조 이상의 논의로 보건대 아레나이우스가 지닌 
악의 효용론-‘악은 인간의 완성에 필수적인 수단이다.’-은 라이프니쓰의 그것← 
‘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들로 세계의 완성에 공헌한다.’-보다 한결 적극적 
임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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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리라. 그의 죽음은 신애의 뜻이 아니었지만 이후 신을 만나고 영적 완 

성의 기회를 얻는 것은 전적으로 신애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다. 준이의 죽 

음은 그렇게 신애에게 ‘주어진’ 고통인 ‘물리적 악’이 되어， 신애가 자신을 완 

성하고 신의 자녀가 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한다. 아씨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 

신의 존재 의의를 거룩함으로 신애에게 남겼교 그래서 준이는 신성한 아이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깊은 못이 있 

다"는 김집사 부인의 설교가 맞다. 신애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 준이는 신 

애의 영적 성숙과 자각을 위한 도구적 존재였던 것이다. 그리고 유괴범은 ‘도 

덕적 악’이 된다. 자신의 자질 함양을 이루지 못하고 악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범인조차도 결국은 신의 구원을 받 

는다，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노라는 

신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준이는 범인에게조차 ‘신성한 아이’였던 것이 

다. 

한편 과정신학 쪽에서 이루어 온 고민의 궤적도 우리의 주목을 끈다. 화이 

트헤드{Whitehead， 1823~ 1905)의 과정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과정신학은 

전통적 주류 신학자들과는 달리 신의 전능성을 과감히 포기한다. 즉 신이 전 

적으로 무한하며 완전하다는 말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전적인 무한함’이란 

추상적인 개념인데， 신이 전적으로 무한하다면 그것쓴 곧 신이 추상적이라는 

것으로서， 결국 신이 비현실적이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힘으 

로 질서를 강요하기 보다는 설득하기 좋아하는 。l ‘새로운’ 신은 더 이상 무 

(無로부터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가 아니다. 이 신은 세계의 끊임없는 변화과 

정 속에 깃든， 변화 그 자체일 뿐이다. 유기체이든 무기체이든 모든 존재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며(total interre1ated) 그들 모두와 “내인적 관계(intemal 

relation)"를 이룬다. 신이 그러하듯이 악도 또한 그러하다. 악은 최선의 상태 

로 흘러들지 못한 과정의 결과로서， 이 세상에 충만딴 여러 의지들의 불일치 

일 뿐이다. 따라서 악의 현실은 바로 신의 능력의 제한적 성격을 보여주며， 

신의 고통과 인내의 원인이 된다.15) 존재의 상통상입(相通相入) 과정에서 그 

들 각자의 의지가 원만히 흐르지 못하고 막히며 갈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과 

15) 류기종， 「화이트헤드의 종교관J(검경재 · 김상일 편， 『과정철학과 과정신학~， 전망 
샤 1988), pp. 214-225; 김상일， 「과정신학의 발달과 전개J(같은 책)， pp. 
170-1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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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학에서 바라보는 악인 것이다.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범인의 의지가 

아들과 함께 행복하고자 했던 신애의 의지와 충돌했고 신애에게 금전적 도움 

을 청할 듯 했던 범인의 의지16)는 차마 그러지 못하고 유괴를 단행하는 그의 

또 다른 의지와 충돌했듯이. 

과정신학과 관련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지점이 영화의 두어 

군데에서 준이와 신애의 유비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영화의 시작은 자동차 안에서 앞 유리창 너머로 

흰 구름이 간간히 떠 있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이다. 하늘을 

피사체로 하던 차메라가 다음 삿에서 차 안의 준이를 부검~í細敢)으로 비추는 

순간， 처음의 그 시선은 바로 준이의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아마도 아버지를 

갓 잃어 행복할 수만은 없을 아이는 그러나 쓸쓸한 듯 무텀덤한 표정이다. 준 

이의 관심과 시선이 차 밖으로 돌려지면서 엄마인 신애가 둥장한다. 신애의 

인도로 차 밖으로 나온 준이는 잠시 개울가에서 엄마와 따뭇한 시간을 보낸 

다. 카센터 주인인 종찬이 도착하고 준이를 안은 채 종찬의 옆자리에 앉아 

밀양으로 입성하는 신애는 도시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비밀스러운 빛’임을 

밝힌다. 그 이름처럼 늦여름의 오후인 듯 빛은 고즈넉하게 밝다. 이와 유비되 

는 씬이 중간 부분에 등장한다. 준이가 유괴되고 난 뒤 거실 소파에 널부러져 

있던 신애가 경찰의 방문을 받는 씬의 다음 장변에서， 영화의 시작에서 그랬 

던 것과 똑같이 차메라는 자동차의 앞 유리창 너머로 파란 하늘을 바라본다. 

다음 삿에서 역시 처음과 똑같은 부감 앵글을 통해 그 시선의 주인공은 신애 

임이 밝혀지고1 신애는 공포와 절망을 푹푹 눌러 담은 듯한 표정으로 질린 채 

앉아 있다. 그의 시선이 차 밖으로 돌려지고 경찰의 인도로 바들바들 떨며 다 

가간 개울가에 아들 준이의 시신이 있다)7) 

16) 유괴범인 웅변학원 원장의 처지에 대한 이해는 다음 절에서 부연될 것이다. 

17) 두 씬이 형식적으로 이처럼 놀랄만한 유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차 밖의 상횡을 
비추는 카메라의 호홉은 다르다. 시작 씬에서 카메라는 차 밖의 상황을 비교적 
가까운 전신 삿의 거리로 잡으며 몇 개의 분할된 삿으로 니누어 편집한다. 그러 
나 중간의 씬에서 카메라가 차 밖의 상횡을 비추는 방식은 롱 삿과 롱 테이크로 
일관하며 시종 관조적인 태도를 취한다. 아이의 둥장과 소개에서는 보다 친밀감 
을 유지하지만，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다. 여기에는 비극성을 감정적으로 이입시키지 않고 따라서 고통의 초점을 아이 
의 죽음이라는 상황에 집중적으로 고양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로 
는 준이라는 존재의 탈속적 거룩함을 길이와 거리로써 유지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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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유비는 개울가에서 아이의 시신을 확인하기 직전의 씬， 즉 경찰 

이 오기 전 신애가 거실 소파에 모로 누워 있는 장변에서 보인다. 이 장면에 

서 신애는 거실로 기울어져 들어오는 느즈러진 오후 햇살을 멀찌감치 받은 

채， 거실을 향하여 모로 누워 눈을 감고 코를 드르벙드르렁 골며 잠들어 있 

다. 사실은 잠들어 있지 않다. 감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순간 그는 눈을 번 

쩍 푼다. 이것은 극의 초반 신애의 친정 남동생이 방문했을 때 준이가 그 소 

파에 모로 누워 보여 주던 행동과 똑같다. 물론 그 때 준이가 눈물을 흘리지 

는 않는다. 그러나 아빠를 그리워해서 흉내 내 하는 행동이라는 신애의 설명 

이 뒤따른다. 말할 것도 없이 신애 역시 아들이 그리워 아들이 하던 것과 똑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18) 

카메라의 앵글이나 거리 조절에 의한 겹쳐짐이 아니라， 다분히 동작 셔레이 

드19)의 일치로 이루어지는 이 한 쌍의 유비에서， 우리는 어쩌면 준이에게서 

신애에게로 흐르는 의지의 전이를 읽을 수 있지 않늑가? 변화 자체가 섭리라 

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섭리의 과정에서 준이의 존재 양태는 그 어미 

의 모방행위로 기억되고1 나。}가 그 존재개 존재의 의미와 의.5:.7} 신애의 영 

적 고난과 성숙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변화 자체가 섭리요 신의 의지라 

면， 의지는 이미 준이에게서 신애에게로 흐르고 있다. 

2) 천태성구론(天台性具論): 불교의 대답 

원작소설에 비해 영화가 가장 많은 변별력을 보이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범인에게 내력을 부여한 점이다. 신애와 범인의 만남이 처음으로 관객에게 보 

18) 신애가 거실 소파에 모로 누워있는 장면은 이후 한 번 더 둥장한다. 범인을 면회 
하고 난 후 기절하여 응급실 신세를 지고 난 직후의 씬이다. 이번에는 신애가 등 
을 돌리고 모로 누워 있다. 그리고 코를 고는 대신 판이의 마지막 육성 기록인 
웅변학원 발표회 테이프를 반복하여 재생해서 듣는다. 이 장면은 준이와의 유비 
가 아니라 신애 자신의 두 자아 즉 단순하게 준이를 그리워하던 신애와 신의 만 
남과 배신을 겪은 이후의 신애 사이의 대비이다. 이전에는 하염없이 준이를 그리 
워히는 기운이 밑으로 퍼져갔다면， 나중 장면에서는 신애에 대한 신의 배신과 세 
상 및 신에 대한 신애의 배신을 분명히 하며 반항의 지운을 위로 곧추세우는 분 
위기를 자아낸다. 거실 쪽으로 등 돌린 자세가 배신의 의미를 싣고 있다면， 아들 
의 육성 녹음을 반복해서 재생하논 행위에서 반항의 익지를 다지는 의미가 엿보 
인다. 

19) 배우의 표정이나 동작l 또는 소품의 활용 등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시나리오 
기법. 흔히 대사 이외의 모든 비언어적 수단을 동원히여 나타내는 상징적， 은유 
적 의미 표현을 총칭히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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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씬은 영화의 상당히 앞부분에 위치하며， 심지어 김집사 부인과의 만남보 

다도 이전이다. 신애가 학원생들의 인사블 받으며 좁은 복도를 통과해 들어간 

강의실에서20) 웅변학원 원장인 범인은 부드럽고 친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러나 그 표정은 나른하고 눈빛은 열정 없이 꺼져 있으며 아이들 

을 가르치는 동작은 상투적이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듯한 태도 직접 학원차 

량을 운전하여 아이들을 귀가시키는 그는 길거리에서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신의 딸을 발견하자 심하게 야단을 치며 차에 태운다. 그리고 신애에게 같 

은 어버이의 처지에서 하소연한다. 웅변대회가 끝나고 가진 학부모 회식 자리 

에서， 먼저 빠져 나오는 신애를 배웅하며 따라 나오는 원장은 무슨 말인가 할 

듯 말 듯 곡진한 표정이다. 여기에서 카메라는 다소 흔들리며21) 원장의 불안 

한 심리상황과 다가올 불행을 예고한다. 

그런데 범인이 사악한 마음을 작심한 데에는 신애의 책임도 있다. 그는 낯 

선 곳에서 어린 아들과 단 둘이 살아나가야 i5t는 부담을 감추기 위해 돈이 

있는 척 허세를 부린다. 공공연하게 부동산 투자를 공언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땅을 쐐하라고 말하고 다닌다. 그 중 하나가 웅변학원 원장이다. 명쾌 

히 드러나지는 않으나마 분명히 경제적인 압박이 가장 컸을 삶의 무게에 지 

질린 그로서는 신애의 떠벌이는 태도가 좋은 주목거리였을 터다. 그러나 범인 

이 처음부터 사악한 계획만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회 

20) 선애와 범인의 첫 조우{로 영화에서 둥장하능 만남)의 장소가 ‘좁은’ 복도를 ‘통 
과’해서 도달하게 되는 곳이라는 점도 기실 의미심장하다 좁은 고난의 관문을 
거쳐 마침내 도달하게 될 그 어떤 경지의 획득을 감독은 이 지나치듯 무섬히 삽 
입된 장면을 통해 미리 예견하는 듯하다. 

21) 카메라의 흔들림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이 영화에서 관습적으로 썩 잘 활용된다. 
원장이 신애를 배웅하는 이 장면 뿐 아니라， 아들의 실종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신애의 불얀한 심리의 반영에도 차메라의 흔들림 기법이 적극 개입한다. 카메라 
의 흔들림이 관객에게 감지되는 첫 장면은 약국 김집사 부인의 설교 후 보였던 
준이의 깜짝 숨바꼭질에서다. 이 때 신애의 당황하는 마음은 차메라의 작은 혼들 
림으로 표현된다. 물론 이 잠적이 장난스러운 소동이었음은 물론 신애가 그 사질 
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이내 밝혀짐으로써， 카메라는 여기서의 흔들림 기법 
이 일종의 트릭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한다. 카메라의 움직임이 두 번째로 감지되 
는 장면이 바로 회식자리에서의 배웅 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이의 납치 후 
차메라는 극단적으로 움직인다. 준이의 납치를 직감한 신애가 극도로 놀라며 당 
황하는 시점에서 카메라는 몹시 불안하게 흔들리며 신애의 심리션을 고스란히 따 
라간다. 여기에서 관객은 앞서의 공공연한 트릭이 일종의 복선이었음을 감지한다. 
그리고 눈 밝은 이는 이 사건에 연루된 또 한 사람이 바로 웅변학원 원장일 것 
이라는 점도 예견한다. 같은 기법의 사용에 연루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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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장소를 떠나는 신애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띠진한 그의 태도는 아마 

도 경제적 도움을 청하그l자 했던 의중의 표현이었던 듯하다. 

중요한 건 이 즈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신애의 속물적 태도다. 신애는 세 

속적인 가치[피아노 학원을 장식하라며 들고 온 가짜 상장 등]에 기대어 보잘 

것 없는 인맥을 큰 힘으로 자랑하는 종찬을 속물이라며 드러내놓고 조롱하지 

만， 막상 그녀 자신도 속물적인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다.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하는 처지에서 재력가인 뜻 과장하며 자신의 약점 

을 감추려는 태도나， 친분이 없는 사람1양장점 주인]에게 경영방침[인테리어] 

에 대해 훈수를 두려는 태도는一비록 그것에 진심어린 충고였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상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모두 허세 어린 속물 

성이다. 속물성을 악의(뚫휩 없는 악， 일종의 부정전인 가치로 평가하자면， 

신애 또한 그 악성， 부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에서 불교 천태훼天台뽑의 성구설(性具說)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천태지의(天台智짧， 538~597)에 의해 주장되고 계발된 이 논리에 따르면， 모 

든 사람에게 선성(善性)과 악성(惡性)은 공유된다. 흔히 불교는 악보다는 고통 

을 이야기한다. 악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저 삼억1三惡; 탐寬 진P흉 치癡 혹은 

구악口뚫 신악身휩 심악;L;'훤이나 십익1 十惡: 구악 · 신악 · 심악의 삼악을 세 

분화한 것. 살생殺生， 투도兪짧， 사음冊품， 양설兩古， 악구惡口， 기어統語， 망어 

홍語， 탐심슐;L;、， 진심n員;Li、， 치심癡心) 등의 뻔한 유형폰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 

의를 마치곤 한다. 그러나 성구설의 악 담론은 다르다. 그것은 일념삼천(~念 

三千)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된다. 

삼천세계란 세간을 이루고 있는 3000가지의 범주다 이것은 몇 가지 서로 

다른 범주들의 곱으로 이루어진다. 우진 일반인에게 가장 친숙한 10계가 있 

다. 인간이 사후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6되六道 지옥， 아귀， 축생畵 

生， 아수라， 인간 천죄와 불도를 깨달은 인간을 그 방법과 정도에 따라 분류 

한 3승(三乘: 성문숭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홈睡剩， 그리고 부처의 경지 

인 불승(佛剩을 합한 107}지가 그것이다)2) 그런데 이 10계는 그 각각의 계 

22) 주지하다시피 3숭이란 『법화경~r방편품」에 둥장하는 개념으로서， 부처의 경지인 
불승(佛폈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의 방법론적 차이다. 숭(폈이란 실어 나르는 수 
레， 즉 방편을 의미한다. 성문승은 부처의 법문을 바로 듣고 깨달아 아라한의 경 
지에 나아간 것을 말한다. 연각승은 연기(t옳웹의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 터득한 
경지이다. 보살승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상구보리 
t求폼提 하화중생下化샀生] 보살의 모습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을 이상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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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의 내부에 10계를 한 번 더 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10 

계 중 최하의 단계로 여겨지는 지옥계 내부에도 6도와 3숭과 불승이 모두 구 

족되어 있고 최상인 불승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요컨대 드러나 

보이는 현상 속에 잠재된 본질의 무한한 기능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인데，23) 

이로써 세계의 제 형세(形勢" st없es)는 상상 외로 다OJ한 품위(品位)들을 이루 

게 된다. 이 같은 상향을 10계호권十界互具: 10계의 하나하나가 각각 10계를 

함유하고 있음)라 하며， 이로써 100계(百界)의 범주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100계는 각각 107~의 또 다른 범주를 소유한다. 10여시(十如是)라고도 하는 

이 범주는 만물의 생성 및 존재의 Oc:f상을 가리키는 형용사적 범주로서， 위의 

10계 혹은 100계가 명사적 범주를 이루는 것과 대조된다. 생相: 외적 형상)， 

성(性: 내면의 성질)， 체(體: 안팎을 합한 전체)， 력(力: 잠재된 능력)， 작t作: 

드러난 작용)， 인(因: 직접적인 원인)， 연(緣: 간접적인 원인 또는 조건)， 과{果: 

인연에 의한 결과)， 봐報: 밖으로 드러난 사실로서의 결과)， 본말구경(本末究 

竟: 이상의 9가지가 관련되어 있는 궁극의 경지)의 10가지로 되어 있다.24) 

100개의 명사적 범주는 그 각각이 처한 107}지의 형용사적 범주로 나타나면 

서， 이제 1000개의 계를 이룬다. 이 1000계는 다시 오음세간(五陰世間: 색 

色·수受·상想·행行·식識 등 오온의 구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생겨나는 시 

공간)， 중생세간(聚生世間: 인간 세계)， 국토세간(國士世間: 인간이 살아가는 

물질적 시공간)의 3종 시공간 속에 고루 존재하며 모두 3000개의 범주를 이 

룬다. 이것이 바로 삼천세계이다. 

그런데 이 삼천세계가 인간의 한 순간의 마음 속에 모두 포함되어 었다는 

것이 바로 일념삼천의 사상이다. 불교는 이로써 불성 속에서도 약을 보고1 지 

옥에서도 부처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세상의 제 악은 고통으로 우선시되고 

그 고통이란 단지 고정되지 못한 채 변해가는 세계의 실상을 제대로 통찰하 

지 못한 결과일 뿐[삼법인三法印: 일체개고-切皆苦， 제법무이諸法無我 제행 

무상諸行無常]， 사실상 어리석음을 벗겨낸 인간의 본성은 부처의 그것과 다름 

간형으로 보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성문숭이나 연각숭은 소승불교적인 성취로 명 
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화경』은 3숭이 모두 궁극의 불승에 나아가기 위 
한 방편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것을 회삼귀일(용三떠一)이라고 한다. 

23) 현상 자체의 다양성， 혹은 그 다양성의 변환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겠다. 

24) ~법화경~r방면품」에는 10여시를 각각 여시상(如是*예， 여시성(如是l협， 여시체(如 
뭘휘， 여시력(如是力)， 여시샌如是떠， 여시인(如是因)， 여시연(~福緣)， 여시패如 
是果:)， 여시봐如닮예， 여시본말구경(如是本末究竟)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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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불성론{佛性論)으로부터 한 발짝 더 나。}개 고통이 아닌 악의 실상을 

주목하고 또한 그 악이 인간성의 근원에 잠재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 

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가능태로서는 평등하지만 현실태로서는 차별적이라는 

것， 그런데 그 차별상 속에 사실은 본질적 평등성 혹은 상호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일념삼천의 세계관은 역설적으로 말한다~25) 

영화에서 범인은 악과 고통의 근원이지만 그에게는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정， 일상성의 그늘이 있다. 신애는 악의 피해자요 고통의 주체이지만， 그 또 

한 순결하지만은 않다. 두 사람뿐만이 아니다. 약사인 김집사 부부와 교회 사 

람들은 신애를 종교로 이끌어 주지만 그 방법에는 개인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면이 있고 신애가 신에 대해 절망하고 복수를 다짐한 뒤부터는 신애의 까닭 

모를 적개심과 공격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선의를 잃지 않는다. 신애가 속물 

이라며 경멸했던 종찬은 끝내 신애의 곁에 머무르고1 신애에 대한 험담을 공 

공연하게 하고 다님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준이의 유괴사건에 일각의 책임이 있 

던 양장점 여주인 또한 퇴원하고 니온 신애를 따뜻하게 맞는다. 원래 그렇다. 

고통의 근원이 모든 존재의 무자성성(無自性性)에 있듯，26) 세계의 악성(惡性) 

또한 그러하다.27) 누구나 조금씩 선하고 누구나 조담씩 악하다. 그래서 크게 

25) 이상 삼천세계와 일념삼천섣에 대해서는 다무라 시로1 『천태볍화의 사상Ji(이영자 
옮검， 민족λ}， 1989), pp. 192-196; 이영자， 『천태불교짝~(해조음， 2006-재판)， pp. 
143-153 참조 

26) 자성(自性)이란 존재의 고유한 성질， 즉 본질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자성성 
(元自J뻗性)이란 ‘자성， 즉 사물의 고유한 본질이란 없다는 점/사셀성질’을 가리키 
는 술어로 이해하면 되겠다. 무자성(元自↑띤-‘모든 촌재는 자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은 원시불교 이래 불교의 가장 핵섬적인 교리이다. 모든 유기체와 무기체 
는 다 일정한 양엠量感을 지니는 듯 보여도 분할하고 또 분할해 들어가면 결국 
색(色· 물질적 요소) . 수(受: 감각적 요소) . 싱t想: 인지적 요소) . 행(行: 행위적 
요소) . 식(떠: 의식) 등 5가지 기본요소I오온五盛l로 분-할되므로1 존재란 결국 그 
5가지 요소 혹은 그 중 일부의 일시적인 결합태일 뿐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설 
명을 ‘오온설(五鐘i없’이라 하며， 무자성성의 주요한 근거로 든다. 원시불교에서는 
무자성을 ‘무애元我)’라 표현하며 ‘삼법인(三法印: 제법무아협法元我 제행무상n홈 
1TJ[常， 일체개고-切皆힘’의 하나로 꼽았교 이후 대승불교에 들어서는 ‘공t침’ 
이라는 용어로 이를 다시 한 번 조명하였다. 왕왕 8정도(Jû6웰와 동일시되며 
실천논리로 이해되는 ‘중되中劃’ 개념 역시 인식론적으로는 무자성의 원리를 가 
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무자성이란 어디까지나 ‘본질에 대한 부정’일 
뿐， 다양한 제 현상까지를 부정하는 것온 아니다.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으로서 일시적 가변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존재한다. 본문에서 상설(ì￥i見)한 바 천 
태종의 ‘삼천세계관’이나 화엄종의 ‘법계연기괜法界*짧략~)’은 모두 다기(多뼈하 
는 현상계에 대한 불교적 사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불교는 허무주 
의와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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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모든 이가 지닌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상황의 변화， 의지의 변화로 드러나교 

그 변화의 행간과 저변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고통 받는 것이다)8) 신애 또 

한 쉽게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영화가 진행될수록 신애의 행동은 점점 몰상 

식과 극단의 일탈로 치닫게 된다. 

사실 신애의 악성 또는 부정성(不正性)은 종찬이나 시장 사람들과 공유하는 

속물성에서보다 웅변학원 원장과의 유비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애는 

범인에게 범행의 동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 자신 범인과 닮아 가는 모습을 

보인다. 가령 아들을 잃은 후 영혼이 꺼진 듯 넋 나간 신애의 일상은 죄를 저 

지르기 전 범인의 그것과 몹시 닮았다. 자기 자식을 아끼고 그리워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범인의 자식에게 갖는 살의(殺意) 또한 충분히 유비적이다. 그 뿐 

만이 아니다. 신에 대해 반항하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그 소동의 신성 

모독적 수위가 점점 높아질수록 신애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간다. 고통에 

의한 일그러짐， 정신을 놓아가는 자의 일그러짐， 그리고 악마의 얼굴. 악은 밖 

으로부터 왔으나 그 악에 의한 고통을 겪으면서 신애 자신이 서서히 악으로 

변해 가고 있지 않나. 악을 대상으로 경험한 신애는 그 자신 악의 현존이 되 

고 있는 것이다. 

27) 불교에서 파악하는 바 모든 중생의 고통은 기본적으로 무자성의 진실을 알지 못 
하는 데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한다. 본질(=자성)이 없는 존재에게서 영원불변 
의 성질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되지 않은 현상계의 흐름 속에서 변 
하지 않을 것을 추구하며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논리다. 그 
렇다변 이것을 뒤집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중생의 눈에 ‘악’이라고 생 
각되는 것도 기실은 본질적인 악의 성질이나 악의 주체는 없는 것이니， 그로 인 
해 번민하거나 괴로워하는 일 없이 그저 누구에게나 저질러질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끝날 것으로 여기며 흘려보내면 된다고 말이다. “세계의 악 
성 또한 그러하마’는 명제는 그 같은 고민을 싣고 있다. ‘악성(팬↑혐’이라고 하지 
만 ‘악의 본질’이란 뭇은 물론 아니고1 ‘악으로 생각되는 것’， ‘악의 현상’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악성’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28)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과정신학의 선정론을 떠올리게 된다. 기실 과정철학 
혹은 과정신학적 사유가 동양의 사상과 유사하고1 뿐만 아니라 그에 연원을 두고 
있기까지 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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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직 혹은 수평， 구원의 두 방향성 

1 ) 용서의 두 채널과 인간의 한계: 구원의 수직성 

앞 장에서 악의 현존성-그 원천과 효용성 에 대해 길게 말을 하면서， 막 

상 영화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간과한 면이 있다. 바로 용서와 구원 

의 문제다. 서론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인공 신애는 용서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 때문에 절망하고 더 깊이 상처받는다. 용기 

를 내어 기껏 용서해 주려 했던 대상의 입에서 나오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말-어떻게， 누구로부터? 상식의 전도 아이러니다. 과연 용서의 주체와 객체 

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그리고 그 주체의 권한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기에 

서 잠시 용서를 둘러싼 혼란스런 담론들에 숨겨져 있는 그 개념의 채널과 종 

류를 따져봐야 할 필요를 느낀다. 

우리는 흔히 두 가지 차원에서 용서라는 개념을 구사한다. 하나는 인간들 

사이의 정죄와 용서， 또 하나는 신과 인간 사이의 정죄와 용서. 의외로 그 둘 

은 배반사건적 관계를 이룬다. 단순히 교집합을 지니지 않을 뿐 아니라， 적대 

적이기까지 하다. 라즈니쉬(R매neesh， 1931 ~ 1990)의 다음과 같은 기독교 비판 

은 그런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기독교의 기둥 중의 하나는 용서라고들 말한다. 그대는 ‘용서’라는 말이 매 

우 야름답게 들렬 것이다. 그러나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매우 사악하다 . 

... 어떤 남자가 살인을 저지르고는， 단지 성직자에게 가서 그 죄를 고백한다. 

그러면 그 성직자는 그에게 아주 값싸고 단순한 처방을 준다. “당신은 살인 

을 했다. 연보통에 10달러를 넣고 아베마리아의 기또를 다섯 번만 드려보라. 

그러면 그대의 죄는 말끔히 사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토록 자비로우시다." 

그렇다면 살해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개 아무도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질문 

을 던진 사람은 없다 ...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다. 그의 전 

과는 10달러와 다섯 번의 아베마리아 기도로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에 그는 

마음 놓고 또 다른 살인， 또 다른 강간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에 

게 필요한 일이란 단지 성직자에게 가서 고백하고 약간의 돈을 기부하는 것 

이다. 그러면 성직자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 용서받을 뿐이다. 그리고 기독교 전체애서 그 사람의 범죄 때문 

에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단 한 마디도 없다. 아마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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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편이지 피해자의 편은 아닌 듯 하다)9) 

기독교에서 논의되는 용서의 주류가 신에게서 인간에게로 내리꽂히는 수직 

하강적 방향의 그것임은 분명하다)0) ‘용서의 수직적 채널’이라고 명명됨직한 

그 방향성은 기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쌍방적 방향의 용서인 ‘수평적 채널’을 

간과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라즈니쉬의 윗글은 바로 그러한 기독교적 용서의 

관념성에 대한 비판이고 소설 『벌레이ψl~와 영화 《밀생 이 공들여 말하 

고 싶어 했던 것 또한 그 부분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용서의 수 

직적 채널은 과연 반드시 수평적 채널을 고려해야만 하는개 그게， 그렇지 않 

다. 

용서 채널의 수직성과 수평성. 그들은 별개의 것이다. 신과 개인의 관계 위 

에 놓인 수직적 구원의 채널을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타인이 간여할 게재가 

아닌 것이다. 인간은 다만 서강} 서로에게 수평적인 용서의 채널을 가동할 

수 있을 뿐이다. 용서해 주겠다는 신애의 말을 듣고 뻔뻔스러우리만큼(?!) 침 

착하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이미 용서받았노라 말하는 범인의 진술 앞에서 나 

락으로 구르는 신애였지만， 그는 범인의 머리 위로 내려앉은 신의 은총에 대 

해 질시하지도 평가하지도 말았어야 했다. 부흥회에서 울음을 토해내는 신애 

의 머리에 목사의 안수가 닿았을 때 이미 그녀가 누리고 재단할 수 있는 수 

직 채널의 용서는 한계를 보인 것이었다. 절망의 나락에 빠진 이후 신애는 끊 

임없이 분노에 찬 눈길로 하늘을 흘끗거리며 파행으로 치닫지만， 그 수직적인 

상숭의 시선도 역시 신애와 신과의 단선적 관계에 머물 뿐이다. 그 결과로 신 

29) 오쇼 라즈니쉬， 『기독교와 선: 전 세계 기독교에 보내는 오쇼 라즈니쉬의 취후 
통첩~(이여명 옮김， 정신문화λ}， 1995), pp. 251-252. 

30) 대한성서공회의 『표준새번역 성경』에 따르면 ‘용서’라는 표현이 둥장하는 성경의 
항목은 신구약을 통틀어 1577~에 이른다. 이 중 많은 항목이 인간 사이의 수평 
적 용서를 권하고는 있지만(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 
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1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동)， 그 규범은 언제나 신으로부터 행 
해지는 수직적 용서에 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구절이 단적으로 신으로부터의 
수직적 용서를 언급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130장 4절(“용서는 주님만이 하 
실 수 있는 것이므로1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이나 마태복음 12장 31절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 
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기이라 할 것 
이다. 인터넷 다국어 성경 사이트 ‘HolyBible ’ (http://www.kidok.info/BIBLE/)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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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영혼의 자유를 얻건 그렇지 못하건 그건 어디까지나 신애의 몫이다. 결 

국 신애는 정신을 놓아 버리교 한시적이나마 카오스I정신병원]에 머무랙l 된 

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용서와 구원의 수직적 채널에 관한 한 신애는 오히려 

열패재*敗者)다. 그녀는 아들을 빼앗고 자신에게 악을 가한 유괴범보다도 용 

서받지 못했다. 감히 타인의 수직적 용서 채널을 엿보고 간섭하려 들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수평적인 정죄와 용서의 그찰망으로 형성되고 영위되 

어 왔다. 이쯤에서 다시 묻자. 용서의 수직적 채널운 반드시 수평적 채널을 

고려해야만 하는가?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다. 개인의 영혼에 개별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하는 신과의 수직적 구원 채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 

사리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한 세속적， 인간적， 역사적 정 

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교 또한 부단한 자기 책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자신의 죄과에 대하여 영혼과 운명 앞에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가진 자라면， 그 말이 타인에게 진심으로 디-7}가지 못할 리가 없다. 

신애를 감동시키지 못한 범인의 진술은 그래서 부족한 거다. 그 점에서， 이번 

에는， 그(범인)가 열패자다. 

영회는 충분히 자신을 책별하지 못한 범인의 뻔뻔스런 무책임함에 대해 딸 

아이의 존재로 대답한다. 괴로워하던 착한 영혼. 아마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범행에 가담했을31) 아이는 내내 불량 청소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 

고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린다. 신애는 담담하려고 애를 쓰지만 끝내 그 아이 

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을 응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인과응보라 할 수 있 

을까? 그러기에는 딸아이의 눈물이 너무 맑고1 그의 끄단한 앞날은 너무 길다. 

영화의 거의 끝 장면에서 아이가 신애의 머리를 매만지고 도중에 신애가 자 

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은， 어쩌면 그들 사이에 형성꾀는 새로운 인연의 고리 

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수평 채널의 세속적 책무를 감수해야 하는 수직 

채널의 당위， 양자f수평 채널과 수직 채널]의 독자성과 상응성(相應性)은 범인 

의 딸아이와 신애의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31) 신애가 강변 주차장의 쓰레기통에 몸값을 놓으러 갔을 때 범인의 딸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받고 있던 전화는 아마도 그 아버지의 것일 테고 그 내 
용은 돈을 찾아오라는 것이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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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물성， 그 오래고 영원한: 구원의 수평성 

이제 종찬의 얘기를 하자. 원작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인물， 이창동 감독의 

손끝에서 정성스럽게 기공된 캐릭터다. 영화의 주인공은 명백히 신애지만， 영 

화의 홍보 문구에서 신애와 종찬의 사링"(7)이 중심으로 채택될 만람 그는 위 

상이 큰 또 한 명의 프로타고니스트다. 종찬의 위상은 주인공인 신애가 관계 

맺는 사람들 중 가장 먼저 등장할 정도로 크다)2) 

그를 규정짓는 특성은 두말할 것 없이 ‘속물성’이다. 그는 속되고 비루한 

일상의 가치들에 집착하고33) 소소한 인맥을 과시하며 여기저기 참견하기 좋 

아한다. 기독교 입교 전의 신애가 자신을 향해 ‘속물’이라며 드러내놓고 희롱 

하건 말건， 입교 후의 신애가 신심(信心)도 없이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핀잔을 주건 말건， 그는 언제나 신애의 곁을 맴돈다. 특히 함께 교회 

활동을 할 때 그의 공간적 배치는 인상적이다. 신애의 피아노 학원에 신도들 

이 모여 기도집회를 벌일 때 뒤늦게 도착한 종찬은 사람들이 모여 앉은 원형 

의 배치 바깥에 놓인다. 교회의 정기 예배 때 그는 신애의 뒤의 뒷자리에 앉 

고 역 앞에서 있었던 선교 찬송집회 때도 신애의 옆의 옆 자리에 위치한다

신애의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로서， 거의 무리의 비깥이다. 신애의 주변을 악 

착같이 따라 붙지만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교 게다가 신애가 새롭게 

속한 집단의 경계 부근에 머무를 줄도 안다. 신애의 곁을 맴돌면서도， 그래서 

핀잔을 들으며 익숙치 않은 경험[종교생활]을 하면서도1 그는 자신의 기본적인 

속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가 하는 일이란 자발 

적인 주차 관리 정도이고 선교 찬송집회에 나와서도 친구들과 따로 모여 담 

배를 피우며 음담패설을 나눈다. 그런데 그의 서성거림이 징그럽지만은 않다.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한다. 신애도 그걸 안다. 그래서 아들이 

32) 1 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영화에 둥장하는 신애의 주변 인물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종찬의 무리와 양장점 여주인으로 대변되는 상가 사림들， 
웅변학원 원장과 그의 딸， 약국의 검집사 부부와 교회 사람들. 흥미롭게도 이들 
은 각각 열거된 순서대로 영화에 동장한다. 그로부터 우리는 이 인물들이 신애에 
대해 가지는 위상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듯 하다. 

33) 신애의 피아노 학원에 가져다 붙이는 가짜 상장은 비루한 일상의 가치들에 집착 
하는 그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또 신애와의 첫 만남에서 “밀양은 어 
떤 곳이냐?"는 신애의 질문에 “말씨 둥 문화적으로는 부산에 인접하고 정치적으 
로는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거침없이 대답한다. 그에 대해 신애는 “밀행평뼈의 
속돗이 ‘비밀스러운 볕’”이라고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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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종찬의 카센터이고，34) 범인을 면회하 

러 가는 길에 동승하는 것을 못이기는 척 허락하며， 응급실에서 자신의 머리 

차락에 코를 대 보는 종찬을 저지하지 않교 끝내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친동 

생이 아년 종찬에게 의지한다. 

한편 영화에서 신애가 종찬과 그 친구들 다음으로 맞닥뜨리는 인물이 양장 

점 여주인이다. 양장점 여주인과 그 주변의 시장 사람들은 도무지 천박하고 

생각 없어 보이는 인물들이다. 인테리어를 바꿔 보라는 신애의 충고를 아니꼽 

게 받아들여 험담을 하고 다니교 신애가 내는 술자리를 통해서야 비로소 마 

음을 풀며， 신애가 종교생활에 입문한 다음에도 종교를 연애에 비유하는 등 

시시껄렁한 잡담들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신애가 영혼의 파괴를 겪고 난 후 

종찬에게 의지하여 돌아왔을 때 유일하게 그리고 때슷이 맞아주는 사람이 바 

로 양장점 여주인이다. 그것도 “네 말대로 인테리어렐 바꿨더니 매출이 늘더 

라"는 우정어린 찬사와 함께. 여기에서도 그는 또 한 번 정신을 놓았다 돌아 

온 신애에게 “미쳤나보다 ... "고 속없이 말하다가 화뜰짝 놀라며 배시시 웃는 

다. 그런 그를 따라 신애도 모처럼만에 환히 웃는다. 비로소 위얀을 받는 듯. 

속물성， 바로 종찬과 양장점 여주인(으로 대변되는 상가 사람들)의 속물성 

이 신애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것은 비루하고 천박할 뿐 아니라 진드 

기처럼 지긋지긋하게 일상을 따라 다니지만 기실 알상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심지어 신애조차도 그렇 

다)5) 여기서 우리는 『대승기신론』이 제시하는 일심이뭔「心二뼈의 불이론 

(不二論)을 상기하게 된다 rr대승기신론』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일심「心， 여 

래장如來藏은 진여뭔員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의 2문으로 구성된다. 진여문이 

란 속세의 경지를 벗어난 초월의 경지， 종교적으로 이상적이고 순수한 상태이 

다. 생멸문은 세속의 세계다. 그러나 그것은 진여문과 격리되지 않는다. 온갖 

현상이 명멸하고 뭇 존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에서도1 그 현상이 

고정된 자성(自性: 본질)을 가지지 않고 끝없이 변화하며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생멸문은 곧 진여문이 된다. 진여문과 생멸문은 다른 것이 아니 

라， 진여문이 생멸문의 규범이요 생멸문이 진여문의 잠재태다. 그 둘은 단지 

34) 이때에는 종찬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청하지는 않는다. 아직 그에 대한 믿음이 깊 
지 않음을보여 준다. 

35) 신애가 보인 속물성을 상기하라. 본문 2장 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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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을 공유할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서로 통한다)6)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는 

그 두 가지 양상， 혹은 세계에 대한 그 두 갈래의 인식이 공존한다. 이것이 

바로 일심이문의 불이론이다)7) 

그러면 생멸문을 이루는 제 현상과 뭇 존재는 그들에게 고정된 본질이 없 

다는 진실을 엿보이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고정된 

본질이 부정될 뿐 현상은 유효하다. 명멸하는 현상은 명멸하는 그대로 유효하 

고 그 명멸성을 인정하고서야 현상의 생멸문은 비로소 진여문이라는 초월적 

이상향이 될 수 있다)8) 속물성은 고상하지 않다. 종찬과 양장접 여주인은 신 

애와 더불어 울고 웃고 서로에게 분노하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며 변화무쌍 

한 일상의 삶을 영위한다. 속되고 또 속되게 부단히 변화하며 살아가는 그들 

이야말로 바로 생멸문이다. 진여문파 다를 바 없는 잠재적 규범인 것이다. 영 

화의 도입부에서 “밀양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 신애의 질문에 밀양의 지방색 

을 조목조목 알려주고자 했던 종찬이 영화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같은 질문을 

하는 신애의 동생에게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라고 대답하는 것 

은， 어찌 보면 생멸문 자신의 자각이자 진여문으로의 도약이리라. 속물성 속 

에 삶이 있고 위강} 있고 길이 있고1 속물성이 곧 구원이고 거룩함이다)9) 

일상의 속물성에서 발견하는 구원의 가능성，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수평성’이 

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속물성에서 구원의 기능성을 보고자 하는 감독의 기대는 주제음악의 사용에 

서도 엿보인다. 영화 《밀양》은 음악의 사용을 대단히 절제하는 편으로1 디에 

제시션0) 외부에서 배경음이 삽입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된다.41) 그 몇 안 되 

36) 이 점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은 엘리아데가 말하는 ‘성과 속’과는 다르다. 성과 속 
은 비록 통일한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을지라도1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격 
리된다. 

37) w대숭기신론~r해석분(解繹分J. 

38) 각주 26) 참조 

39)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자신의 손목을 저도 모르게 그은 신애가-자신에게 가하 
는 자해， 이것은 신에 대한 최후의 최악의 반항이다- 상황의 위급함을 뒤늦게 
인지하고 거리로 뛰어나와 사람들을 향해 팔을 뻗으며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 
요 ... "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그래서 아련하게 관객의 마음에 남는다. 

애) 영화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가상의 시공간. 

41) 영화의 타이틀이 올라오는 도입부f신애와 준이가 종찬의 차를 타고 밀양으로 들 
어가는 장면]， 개울가에 발견된 준이의 시신을 신애가 확인하는 장면， 극의 파국 
에 이르러 신애가 자해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씬[신애 자신에 의해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마당 구석으로 굴러가는 장면]과 그에 이어지는 엔딩 크레덧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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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중 두 부분인 도입부와 엔딩 크레덧에서 봉일한 음악이 사용되는데， 

그 느낌이 몹시 트로트의 그것과 유사하며 속물적인 기분을 자아낸다.42) 오리 

지날 사운드 트랙에서 ‘종찬의 테마’라고 알려진 이 음악은 종찬의 성격 그대 

로 속된 분위기를 띠며 극 전체의 느낌과 지향성을 속물성에로 견인한다. 

영화는 마지막 씬에서 신애로 하여금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랙l 한다. 우연 

히 들어간 미용실에서 조우한 유괴범의 딸에게 끝내 자신의 머리 손질을 맡 

기지 못한 까닭이다.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두 사람익 관계는 영화가 끝난 뒤 

에도 이어질 길고 지난한 인연의 시작을 예고하지만 그 결과로 이어지는 신 

애 자신의 머리손질은 또 다른 의미를 배태한다. 머떠차락， 二l것은 치정과 번 

뇌와 사유를 상징하지 않던가 신애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름으로써 

그간의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선언한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늘을 

향해 눈을 치켜뜨며 수직 방향으로 신과 대결하고 관념으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소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관념적 시유에서 벗어나， 그는 대신 

수평으로 내닫는 일상적 삶의 싱싱한 몸놀림을 제 뜸으로 구현할 것이다. 비 

천한 듯 속된 모습으로 언제나 주변을 맴돌았던 종찬의 도움을 받아 더욱 쉽 

게 잘려진 머리칼은 그렇게 바람에 핑굴며 마당 한 구석으로 흩날려 간다. 위 

선을 떨며 혹은 위악을 떨며 그악스럽게 살아도 끝내 우리를 구원승}는 것은 

우리네 삶 속에 깃든 바로 그 속물성이므로 

도가 배경음의 사용이 관객에게 의식적으로 인지되는 경우다. 이 중 도입부와 엔 
딩 크레덧에는 다소 트로트의 느낌이 나는 동일한 음악이 사용된다. 참고적으로 
개울가 씬에서는 극도로 증폭된 긴장이 갑자기 터지는 효과의 음악이 사용되며， 
자해 장면에서는 징후적으로 몹시 불안하게 흔들리는 듯한 음악이 삽입된다. 

42) 이 음악이 트로트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이유는 ‘콩쪽년종짝 콩짝짝콩짝"(.Þ.Þ.Þ.Þ I .Þ 
j킹 .Þ .Þ)’하고 이어지는 트로트 특유의 4박자 리듬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오리지날 
사운드 트랙에서 ‘종찬의 테마로 알려진 이 음악은 놀랍게도 아르헨티나 음악가 
크리스티앙 바쏘(Christian Basso)의 2002년도 발매 앨범 <Profania> 에 수록된 
‘크리오요~Cri이10)’라는 곡이다. 우연히 이 음반을 접한 이창동 감독이 이 곡을 
영화의 타이툴 곡으로 사용했음을 물론， 크리스티앙 비쏘에게 직접 영화의 음악 
을 맡겼다는 후문이다~씨네 21~ ， 2007년 4월 26일 기사， 「밀양 음악 맡은 크리 
스티앙 바쏘J ， 장미 기자(htlo:llwww.cine21.comIArticle/article view.oho?mm=O 
O5002004&article id=45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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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하자. 하고 많은 여자의 이름 중 주인공 신 

애의 이름은 왜 신애인가? 원작소설에는 주인공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다. 다만 알암이 엄마로 불릴 뿐이었다. 그러던 그가 영화로 들어와서 이름을 

얻는다. 신애. 왜 신애인가? 신애의 신에 대한 사랑， 신의 신애에 대한 사랑. 

지꾸 입 안을 맴도는 운율이다. 신애는 신에게 의지하고 구원을 갈망했으나 

절망하고 깨져갔다. 신은 신애에게 끝 모를 시련과 고통을 주더니 슬그머니 

자신의 모습을 지우며 그를 치유한다. 역시 그녀는 신의 사랑을 받고 있던 것 

인가? 여기에서 신이 반드시 특정 종교의 모습일 필요는 없다. 기독교 정통 

신학의 전지전능한 창조주이건 새로운 과정 신학에서 말하는 바 현상의 끝없 

이 변화하는 과정이건， 천태불교의 제 현상 성구t性具)이건， 『대승기신론』의 

진여문이건 생멸문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떤 모습을 하는 신이건 신애 

는 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43) 그리고 온갖 존재들이 한 데 어우러져 

매 순간 울음과 웃음을 뿜어내는 세상살이에서 혹독한 자기 수련의 과정을 

쉽 없이， 그러나 그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정답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종교처럼 진정한 종교영화도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다. 진정한 걸작은 

세속과 초월을 모두 아우른다. 영화 《밀양》은 기독교를 표면적인 소재로 사용 

하지만， 악의 현실성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의 계기를 이야기함에 있어 기독교 

와 불교를 모두 아우른다. 나아가 다른 어떤 종교의 언어로도 물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인간 실존의 문제를 제기한다. 원작 소설인 『벌레이야기』 

를 쓴 이청준 작가는 세속적인 관심으로부터 글을 시작했고1 영화 《밀양》의 이 

창동 감독도 그 의도를 알아차렸다지만; 그들의 작품은 모두 세속적인 문제의 

식 뿐 아니라 초월적이고 궁극적인 세계로까지 관심을 확장한다. 그리고 끝없 

이 치열한 사유와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동시대를 살며 이러한 깊이 있는 

작품들을 서로 다른 분야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영화 《밀양》은 원작 소설이 제시하는 물음과 해답의 지평을 한 걸음 넓혔다는 

점에서 원작의 틀을 뛰어넘어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니는 걸작으로 영화시장 길 

43) 여기에서의 ‘신’이란 종교학적으로 좀 더 객관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궁극적 실 
재(Ultimate Reality)’라 할 수 있다. 모든 종교의 궁극적 실재가 다 인격적인 존 
재인 것은 아니므로、 이 문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은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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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매김 될 것이다. 

애초 ‘영화비평’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한 탓에 학술논문의 취지인 ‘논증’에 

취약했다는 점은 본고의 태생적 한계이다. 종교적 담론들을 영화 분석-이것 

도 분석이라고 할 여지가 있다면 과 결합하여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양 

자의 유기적인 연관이 빼어나지 못했다는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영화 《밀양》이 충분히 초월적인 문제의식을 지닌 작품이었을지라도 그것을 

둘러싸고 보다 넓고 깊이 있는 인간학적 성찰을 지속적으로 촉발할 수 있다 

면 그것만으로도 본고는 맡은 바 소임에 충실했다고 본다. 

주제어: 영화 《밀양)， 악， 고통， 악의 현셀악의 현존성， 신정론{神正論)， 라 

이프니ξ 이레나이우스 과정신학， 천태휩天台힘， 성구론{性具論)， 

일념삼천설(~念三千說)， 구원， 구원의 방향성， 용서， 속물성(洛物性.)， 

『대숭기신론{大乘起信論).JJ , 일심(一心)， 일심이뭔}心二門)， 진여 

문{員如門)， 생멸문t生滅멤， 불이흰不二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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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hropological Reflection Raised by the Movie Secret 

Sunshine: Focusing on the Reality of Evil and the Directions of 

Salvation 

Min, Suneuy 

The movie Secret Sunshine(Lee Chang-dong, 2007, Korea) is based on 

the novel The Stoη 01 Worms(Lee Choung-jun, 1985, Korea). But the film 

has much more abundant characters and episodes than the original work. 

The heroin Shin-ae had already had many sufferings such as unchastity 

and death of hεr husband and now had lost her only son by the vicious 

kidnap and murder. Surprisingly the kidnapper and murderεr was one of 

the teachers of her son, who had also sufferings involved monεy or his 

daughter. After fierce sorrow and pain, Shin-ae ente:red into the Christianity 

and decided to forgive the murderer. When she heard the murderer say 

that he had already been saved by God, however, she was deeply plunged 

in despair. So she got angry with God, raised a turmoil, and eventually 

tried to kill herself. Fortunately she survived and got the energy from 

neighbours in marketplace. Especially Jong-chan, who was one of the 

neighbours and had long been disregarded by Shin녕e because of his 

worldling-like character though he liked her, took care of her to the end. 

Why did Shin-ae have to go through such a sufferings? Why did her 

little son have to die? Where dose the evil(s) come from? 1 think the boy 

was an instrument which was aπanged by God for Shin-ae’s spiritual 

development. 1 conclude that from theodicy of Leibniz and Irenaeus, who 

thought the evil is useful for realizing God's will to complete the universal 

perfectness or the spiritual growth of human beings. According to the 

process theory whεre God is believed to be just the process of change, the 

evil in this situation was the failure of the harmonious f10w of will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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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frictions between wi1ls: between the murderer’s will and Shin-ae’s 

will; between the murderer’s good will and his bad will, etc. 

In the other hand, the T'ien-t’ai school(天台최， one of the important 

sects of Buddhism, has taught the theory of ’Three Thousand W orlds in 

One Thought(一念三千說)’. It means that one human mind can include three 

thousand categories of existence. That is to say, it means the possibility of 

the various phenomenal appearances of the essence. According to the 

theory, Shin-ae had the badness on the ground of her bluster and 

dependence on money which she didn’t have actually, whereas the 

murderer had the goodness or at least justification on the ground of the 

resemblance between his life and our own lives including many troubles. 

By the way, can the murderer’s assertion be justified that he was saved 

by God? Is Shin-ae’s anger toward God appropriate? 1 think there are 

two directions in salvation: one is the vertical one and the other is the 

horizontal one. The vertical one is what is build between God and human. 

The God-human channel is just for the one person, so no other people can 

interfere with the channel. On that point, Shin-ae was a loser because she 

dared evaluate the salvation channel between God and the murderer. Where 

in the world, however, can the salvation from God exist without human 

forgiveness and healing? If the murderer’s assertion couldn’t m따ce Shin-ae 

agree, it was natural that his truth should be doubted. On that point, the 

murderer was a loser. 

Finally, we should think about the horizontal direction of the salvation. 

How can the salvation be horizontal? It’s possible by the human 

relationships which include activities such as the helps of neighbours; still 

more, the helps of worldling neighbours. What’s the worldling? It’s the 

tendency toward this world or a person having such a tendency. It’s not 

graceful, nor can it be removed easily from our own lives. But the very 

worldling can make us laugh, endure all the sufferings, and live the lives! 

In the movie, also, it was a neighbour shopkeeper that could make Shin-ae 

finally laugh and it was Jong-chan that took care of her to the en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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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nds us of an important Buddhist theorγ that there are two dimensions 

of the sacred, the Gate of Bh디tatathatãlthe Gate of True Thusness(員如門)

and the Gate of Utpãdanirodha/the Gate of Birth and Death(生滅門). The 

Gate of True Thusness ís the sacred itself and the Gate of Birth and 

Death ís our líves , but they are not dífferent. If we rεalíze that thís 

uníverse is just an íllusion, the Gate of Birth and Death which is our lives 

can be thε Gate of True Thusness which is the sacred itself. 매1e can find 

this theory ín one of the Buddhist canons, Mahãyãnasraddhotpãda-sãstr이大 

乘起信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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