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轉關어l는 『파우스트패와 같은
鐵鏡이없는가?
池 明 烈*

〈파우스트 박사〉는 대략 1480년에서 1540년 사이에1l 실재로 생존한 언
물로 전해오고 있기는 하나 그의 출생지는 확정척으로 고중된 바가 없다 2)

따라서 그률 역사상 실존인물로 단정하기에는 아칙 논구의 여지가 남아있
고， 그는 여전히 신분이 분명치 않은 전셜척 언물이다. 전셀에 따르면 그는
온갖 흰력생활올 하는 중에 사랍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올 시끄럽게 하였든
고로사이비 학자로간주되어， 마술사또는마귀의 일당이라는둥의 여러

가지 풍셜이 그를 뒤따르기도 했다. 그에 판한 실제척언 전기와 가공척인
전셜이 혼합되어 작가미상의 r민중본 파우스트

박사

Volksbuch von

R빠orF，뻐와i)가 1587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고， 그후 增補改릅I版들이
속출하였다. 따우스트 박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원올 탑구하려 한다. 마
귀 메피스토가 그률 대 • 소 우주의 비밀세계로 유언하기도 하고， 황제와

교황 앞으후 안내하면서 그에게 많은 기척율 행사할 초자연척 힘을 푸여한

다. 그러나 그는 사단에게 영혼올 판 최의 대가로 처참한 죽음융 당한다.
본시 이 민중본올 발간한 목척은 민중에게 공포심을 얼으켜， 세속척 인
식이나 理性은 사탄의 소행이라는 점올 훈계하려는 데 있었다. 감히 신의

•

서율대 륙푼과 명예교수. 룡 논문옹 1993년 11월 18일 톡얼학 연구소 주최로 옐련
초청강연회원고엄.

1) 참고로 마르틴 루터의 생존시기는 1483 -1546.
파우스트의 훌생지는 Knit버뿜\ bei Maulbronn이라는 썰이 유혁하나， 이 설도

2)

많다.

3 ) 압laI\Il월홉 f뼈mavooD.뻐laI\IlFi없st，빼뼈ntamM빼ι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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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까지도 챔법하려는 오만과 악마척 불손에 대한 경고수단으후 쓰여진

것이다. 즉 파우스트가 의도하고 생각한 얼온 사랑혜서는 안되는 것에 대
한 사랑이었으며， 밤낮으로 독수리의 날개에 톰율 싣고 그것율 추구했던

것이다.
마귀와의 채약율 모티브로 한 후속 작품으혹는 우선 독일고전주의 문학
울 대표하는 괴태의 『파우스트J률 들 수 있고， 독일 낭만주의 문학의 주욱
편으로 형가되고 있는 샤미소(A，뼈Jbert Q삐따sso

1781 -

1838) 의 그림

자률 마귀에 판 r 왜터 슈래밀의 신기한 이야기 (Peter
w1뼈g빼훌 &얼뼈뾰.

1814h

Schlemihls

가 있으며 그 밖에 톱일 국내외의

대 소 작가들에 의한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 괴태작 『피우스프』의 주인공
은 민중본에서나 마찬가지로 무한한 언식용의 충동에서 대 ·소 우주의 신
버률 탐구하여 언간이라는 왜소한 존재의 한계률 초월하려 한다. 그는 마
귀의 험에 의존해서라도 소기의 목척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율 담
보로 하여 메피스토와 계약율 맺고 초자연척 세계로의 행각융 시작한다.

이때 그의 행동 화우명은 〈언간윤 노력하는 한 마융의 동요률 금치못한다〉
는것이다 4)

피태 이후 〈파우스트척언 존재〉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여 〈향상 분푸 노
력하는 자라면， 우리가 그훌 구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민중본에
서는 liA的인 것과 마귀척언 것의 촌재률 푸청하고 배제하려 하였옴에 반
하여， 괴태의 드라마애서는 그런 것들의 존재률 無妹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 결과로 파우스트의 운명은 민중본의 경우와 괴테외 드라마에 있
어서와 서로 다르게 끝나고 있다. 현채 우리는 민중본을 통해서가 아니라，
괴태의 작폼을 통해서 〈파우스트척 A間像〉율 이해하고 있으며. <파우스
트〉률 목척달성율 위하여 초언간척언 노력율 계속하는 巨A主義의 표상으
로언식하고었다.

민중본 r피-우스트」의 푼학척 의의는 비단 주언공의 인간상에만 있는 것
이 아나라， 오히려 그 작홈외 시대척 배경에서 중요한 문제성울 찾아훌 수
있다. 즉 어느 시대가 이 작폼울 산출하였으며， 그것은 어느 시대사조률 대

4) G:빼te: Fat빼 f빼뻐파한'.r Al뻐훨)E!없.3.: 5.18, pmk껴~im
훌뻐~￥g 밟반II (A在努力時 훌不없錯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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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고있는가의 문제이다.

r며우스트」가 출간된 16째기는 묵얼사애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그

이유는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정율 이후는 독일 르네상스시대가 바로

16

세기이기 때운이다. 독일에서는 중째 봉건사회가 공고하였기 때문에 다른
유렵국가들보다 총 늦게 16세기에 르네상스가 시작했다. 그것도 미술이나
운예변에서가 아니라 주로 학문과 사장훈야에서 A文主義 Humar빼l따로

발전하였다. 이 점이 독일 르네상스의 푹정언데， 그 이유는 독일의 문화천
홍여 비교척 짧아서 이탈리아의 경우와 같은 채발견하여 재생시킬만한 옛
고유의 민종품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련고로 독일 고전연구가·률은 고대
회랍 로마의 고전 속에서 개성율 존중하고 현채롤 긍갱하는 새로운 인간상

율 발견하고.<기독교에 의해 교화되기 이전의 인간상〉의 原形을 탕구하였
다. 그리하여 독일 언문주의는 새로 발견한 언간성울 재생하고자 하는

<A

閒復興〉시·상으로 발전하였다. 언문주의는 모든 종래의 전통척인 권위， 특
히 교회의 권위률 배척하고 개인의 해방과 자렵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였

다. 또한 종래의 급확쩍 현세도피척 생활태도훌 지양하고 개인의 능력율

자유홉게 신장하여 현세의 탐구를 지향하였다. 또한 여러가지 현실척 학품
율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成짧能力과 形없力율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 이바
지하려는 새로운 인생판과 세계관율 정렵하였다. 언문주의는 중세척 가톨

릭교의 여러가지 째약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근세 산업화시대에 대비한
사상척 혁신이다. 한현 당대언은 인문주의에 의해서 새로운 생활감정에 칙
연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인간은 가톨릭교의 신성한 위계질서 속에서 안주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현세의 존재와 영원한 신의 세계사이에서 자신의
존채위치률 확렵하고 진로를 찾얘￥하는 어려움에 칙변하게 되었다. 이와
갈은 내면척 갈동을 최초로 취급한 r민중본 파우스트 박사』는 하냐의 상청

과 같은 존재였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정옐척으로 현세률 구명하
고 인식율 촉구함으로써 천상의 행혹을 꾀하는 인간의 버극이다. 이 민

중본은 바로 당대인의 〈파우스트척 욕구〉의 문학척 표출이다. 그리고 〈파
우스트〉는 당대인의 마읍 속에 무한한 판타지롤 환기시켰고. 의식의 개조
에 영향을 끼쳤다. 지금까지 인간의 인식욕구와 판타지를 제약해온 것은

바로 r聖홉」였으니

r파우스트 박사」야말로 성서에 정면으혹 대립한 민충

본이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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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반만년 역사률 자랑하고. 찬란한 천풍푼화훌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언푼주의〉와 같은 시대사조， 그 문학척 표출， 그리고 〈파우

스트〉와 같은 인간쐐 있었읍칙하다는 희망올 갖고 그런 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本뚫의 動機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나는 그와 같은 것율 발견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홉究 方向율 바꾸어 한국에서 파우스트 전젤이 성
렵하지 못한 이유률 고찰해보고자 한다.
’왜 한국에는 파우스트와 같은 전셜이 없는가’라는 물음에 당하기 위하
여 냐는 한국인의 생활강청 또는 인생판 형성에 영향올 끼친 기본척 사상
들율 서술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와 같은 사상들속에 한국문화

사에 〈파우스트〉와 같은 전셜이 없는 근원척 이유가 있기 혜문이다. 기본
척인 사상올 서술한다 해도，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학문척 농도가 짙은

것은 못될 것이다. 또한 그 사장들에 대한 形而上學的 또는 存在聽성 비판
올 시도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화사척언 柳觀올 해보고자 하
는것뿐이다.
한국의 종교시장 대표척 종교는 샤마니즘， 훌교， 유교이다 5) 한국사의

시초이래 샤마니좀이라 훌리고 있는 민간신앙， 또는 민중의 미신이 한국언

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정착하였다. 그 후 훌교까 전래하여 종교의 주촉을
이루다가 훌교의 다락 현상이 나타나자 유교바 성행하였다.

샤마니즘， 불교， 유교는 이와 같이 차혜로 한국의 문화사률 계숭하였다.

그러나 신종고까 구종교를 완전히 추방하거나 소멸시키는 일은 한번도 없
었다. 유렵역써l서는 7세기경 기독교까 異敎훌 제압하였올 빼 宗敎草命
이 있었으나. 그와같은 변혁은 한국에서 발생하지 없t다. 상기한 3대 종
교는 차례로 동장하였으나 한국땅에서 공존하여 왔다. 즉 相互간에 容꿇、하

고 작용해 왔다. 그런 까닭애 이 3대 종교까 합쳐서 한국척 언 생활 감정 ,
한국인의 인생판의 기반올 조성하였다.
이와같이 외환상 천혀 다른 性向의 3대 신앙이 마찰없이 공존하고 있는

5 ) 금장태는

r한국인의 종교.J 72면얘서 ’조선사회는 유교훌 사회척인 갱풍이념이자

국가종교로 정렵시켰다’고 셔술하고 있는데， 펼자도 유교는 단순한 遺홉훨이 아니
라 강력한 종교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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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책척인 예시훌 혜보고자 한다. 그것온 한국품화에 륙혹하면셔도 중요한

륙징이다. 현대 한국의 가정에서는 조푸는 유교식 j명활율 하고 있는가 하
면， 조모는 샤머니즘융 신봉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절에 가서

자녀의 장래률 위해 불꽁한다. 한편 아이율은 기독교 교회에 간다. 이와같
은 종교생활의 다양성은 한국가정에서 혼히 불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가족은 신앙문제로 인해서 논쟁하거나， 또는 훌화가 생기는 일이 없이 훨
만하게 생활한다. 家長은 묵묵히 가족들의 종교생활올 위해 경제척 지원올
해줄훈이다 6)

가족간의 샤쟁이나 마찬가지로， 국가척 공촌이라는 더 큰 영역 즉 정치

에서도 사청은 마찬가지이다.신앙문제로 해서 국가률 비판하거나 자기 민
촉울 버리는 한국언은 없다. 한국은 국내에서나， 언챔국과의 사이에서나
종교전쟁윷 경험한 일은 없었다. 한국척 관용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
은 법제화된 현대 한국의 국경일에서도 찾아활 수 있다. 음력과 양력 두 개
의 日歷에 따라국경일이 셜정되어 있다. 정초도행정척인 양력 갱초와， 민

속척언 음력 첼로 두 번이나 었다. 음력정초는 조상에 대한 세배로 시작한
다. 추수감사절이라 할 용력 8월 15얼 추석도 우선 조상에 감사률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민족의 기원셜화인 곰 토햄신앙에 따라 설정된 개천철
(1 0월 3일)은 양력으로 축하한다. 석가 탄생일 (읍력 4월 8일)과 예수 크

리스트 탄생일(양력 12월 25일)율 공히 국경일로 축하하는 실빼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드문 일이다. 조상숭배는 한국에 있어서 다른 종교생활과 병
행한다. 그리고 훌교도와 기독교도가 한국에서 마찰없이 공생한다 7)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언의 종교척 관용성은 고금올 통해서 변함이 없
음율 인지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인이 모든 종교률 통일하게 수용하여 왔

다는 것을 뭇하기도 한다. 즉 한국에서는 어느 종교이든간에 행확율 약속
하는 것으로 수용되었다. 어느 신앙이든 행북윷 약속하기만 하면 그 종교

는 한국에서 수용되었고 성공했다. 지금도 그와 갈은 현상옳 불 수 있다.
샤마니즘이든 훌교 또는 유교이든 간에. 모두가 한국인에게는 행륙을 약속
하고， 행북을 부여하는 것이다. 행복의 추구라는 점에서 상기한 종교들은

6 ) 용이홈 外 共훌:
7) J:同 5면.

r한국인의 종교:1. 갱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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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율 구비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각기 교리만 다훌 훈 한국언에깨는
톰屬宗敎이다. 그런 의미에서 샤마니즘， 훌교. 유교는 한국인의 의식에 수
세기얘 걸쳐 갚은 영향올 끼쳐 왔고， 의식형성에 기여하였으며 , 그 의식애

구체척언 형상올 쭈여하였다. 이와 같이 행복율 추구하는 훌勢‘와， 한국인
의식의 表面的 廳形廳와의 관계률 고환}는 것， 륙히 후정척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本論의 課題이다.

행혹울 추구하고 유지하려는 자세는 한국언의 의식 혐l 깊히 고청되어
었다 해도， 그것은 여러가지 학문분야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률 들어
철학， 종교학， 민속학， 언간학 또는 한국의 문화사 둥에 있어서 연구대상어
될 수 있다. 독일문학자에게는 이와 같은 유관 학문분야의 전문지식이 번

약하다. 필자도 그와같은 독일문학 연구자의 한 사람이다. 이 태마률 논술
함에 있어서 주로 일반척인 지식파 나 자신의 경험에 의거하는 수 밖에 없
지만， 상기한 학뭄분야의 판련문헌을 창고삼아 논술내용의 충실올 기하고
자한다.

1.샤마니즘
고대한국인의 숭배대상은 3神， 즉 天神， 地神. 祖t神이다. 천신은 태양

융비롯한星辰이고. 지신은名山， 大111. 巨岩石， 巨木둥이다. (곰〉은수호
신 또는 조상신으로 숭배되었고， 이 토댐(Tc야하\)사상에서 한국민촉신화가
시작한다. 고대한국인은 위대한 자연에 대한 경외감에서 제단율 셜치하고
제판의 주도하에 그 자연을 경배하는 제사률 지냈다. 즉 그 험에 의존하여
개언. 가족， 동민， 부족의 행혹을 얻고 재앙올 피하려는 마옴에서 종교척
기북행위롤 하였던 것인데， 점차 의식화하여 부훈척으로는 요현l 이른 것

도 있다. 제사， 기복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생겼율 때 고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즉 귀신이 있어서 그것이 인간사에 판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야르혔다. 여기서 인간과 귀신과의 사이에 판계가 성렵하였고， 제관대신

무녀가 중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샤마니즘이 발달하였다.
샤마니즘척 의식은 주로 귀신에게 기북하는 것이다. 여기서 귀신이라
함온 톨鬼(Tc뻐에)라기보다는 雜鬼뼈mon)라고 표현흩}는 것이 더 좋으리
라고 본다. 왜냐하면 〈마귀〉는 모두가 〈나뽑 존재〉로 되어 있기 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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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에서는 교화된 이후 기독교척 絡對善神의 반대개념으로서 〈마귀〉는

다만 악한 존재로 그 개념이 단일화 · 고청화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마귀〉

는 全能한 신에 대항할 수 있올 만큼 강력한 존재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下位톨鬼정도라고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한국인은 〈잡귀〉
률 〈항상 나뿔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였i다 잡귀란 경우에 따라서는 악

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니까 잡귀는 인간에
게 해로울 수도 있고 또한 이로울 수도 었다는 것이 한국인의 잡귀 존채개
념이다. 그런 까닭에 인간과 잡귀 사이의 판계는 〈對決〉과 〈앓協 去來〉의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 양자간의 관계률 무녀가 조정한다. 장귀의 악

행으로 가촉 한 사랍이 병들면 무녀가 잡귀롤 쫓아내는 의식올 행하는데，
잡귀는 인간보다 강력하며 제압이 불가능하므로 결국은 잡귀와의 화해가

유리하다는판단에서 인간과잡귀 사이에 타협과거래가시작한다. 언간이
잡귀률 대하는 태도에 따라 잡귀의 성격도 가변척이기 때문에， 인간은 장
귀에게 뇌물을 주어 그를 달래서 악귀가 아니라 선귀가 되도록 타협함으후

써 양자간에는좋은관계가성립하고조화를이루면서 언간은잡귀의 힘율
이용하여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첨은 기촉척
이라고나 할 수 있을런지? 이런 점이 동서양의 〈마귀〉 개념과 인간 對 마
귀판계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독일의 민중본 r피우스트」에서는 주언공 파우스트가 칙정 마귀 메피스

토 (Mep놔밟~he1es)와 계약올 체결함요로써 양자가 공히 계약이행의무가
있고， 봉사에 대한 報倚要求樓利가 었게 된다. 즉 法的인 햇約빼係가 성렵
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척 샤마니즘의 기복행위는 인간이 무녀를 통
해서 물질올 제공한 간접척인 계약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만 그 물질에 대
한 보답을 요구할 또는 기대할 권리만 었올 뿐 그밖의 책임은 없다. 참으혹

편리하고 생명의 위험성이 없는 계약이다. 륙히 가족의 한 사람올 위한 기
복일 경우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새l 에 이루어지는데， 요행히 결과가 좋
으면 〈효험〉이 있었다 하고， 그렇지 못하면 〈致誠〉이 부족했다든가. <運〉
이라고 간단히 처리해버린다. 이와 같은 사고는 불교나 유교의 기확행위에
서도 공홍척이라는 것을 다음 항목에서 논술하겠다.
쌍술한 바와 같은 샤마니즘의 기혹행위는 功利主훌이어서 당장에 효과

가 나타날 것올 기대한다. 그리고 별로 책임부담。l 없기 때문에 서민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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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얘 널리 확산하여 여러가지 민간신앙과 더훌어 오핸 세월융 거쳐 계송
하여 오는 중에 한국언 사이에 생활화하여 관슐으로 되어버렸다. 자연의
위협， 질병， 기근， 판권 둥에 시달리며 살아온 미약한 언간에게는 의지활
험이 필요하였올 것이다. 불교， 유교， 또는 근래에 와서 기독교 둥 외래 종

교는 주로 상류충에 척합한 홉等宗敎이었든 고로 옛 서민총의 의식차현에
맞지 않었음으로 그들에게는 의지할 험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민
간신앙은 고차훤의 융리성이나 내세의 救훌율 위한 修道같은 것은 상판하
지 않는 생활종교이어서 서민척 의식구조에 척합한 종교척 기농율 갖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즉 신비력에 외촌하여 병옳 고치고， 행운올 얻어 재난율

면하고，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신념율 주고， 삶의 불안감율 해소하여 생활

의 희망올 주는 중대한 종교척 기능올 해왔다. 여기에 민간신앙이 지속척
으로 확산하게 된 근훤이 있는 것이다. 민간신앙은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많은 영향울 끼쳐왔다고 보겠는데， 그 중에서도 후정
척인 면올 지척하면 다융과 같은 점을 들 수 있겠다: 자연에 대한 지냐친

敬훌心애서 그 탐구와 이용율 둥한시하게 된 슐성， 고난울 극확하고 인생
율 개척하려는 진취척 노력의 후족. 실패와 불행올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패배주의. 타력에 의존하여 삶의 문제률 便法으로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습
성 둥이다 8) 비근한 예로서 요늘날 번번히 발생하여 물의률 얼으키고 있는

受略휩牛은 잡귀와의 협상습성의 연장으로 보인다.

L 佛敵
불교는 372년9) 처움으로 한국에 전래된 이후 1600년 동안 한국인의 생

활감갱파 문화의식에 지대한 영향올 끼쳐 왔다. 한국불교는 본시 大乘佛敎
(~빠빼ana) 이다. 그러므로 당초에는 명상에 의한 수도， 언간의 전반척인

구제를 목표로 한 교법올 주장하고 그것이 i뭘훌훌(Nnvar따)으로의 대도라 하
였다. 그러나 불경율 읽지 못하는 문맹 Al가 절대 다수였던 과거시대에는

불교는 대중종교가 아니라 유식총의 :1:族宗敎였다. 따라서 일반대중 사이

8) r한국인의 종파. 185 -186면.
9) 빠甲振 훌: r양기쉬훈 佛敎史J. 빠振 出版ti: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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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면.

에A싫흉척인 민간신앙이 무속파 더훌어 성행함으호써 종교척 이훤성
이 지속하였다. 활교는 주로 王都홈내의 상휴충에 수용되었먼 고로 왕실의

지훤율 받아 번성하기 시작하여 왕도내에 사찰ò1 건렵되고 불교문화가 발
달하였던 것이다. 그결과 당초에는 간소하였던 종교형식이 점차 호화사치
스럽게 되었고， 명상과 수도률 통혜 安心立命하려는 來世敎가 변철용}여 현
세의 행북올 기훤하는 現世佛敢가 되었고， 나òl가 초국가척인 종교까 아니
라 왕실파 국가의 안녕과 태형훌 위한 홉園佛敎로서 수용되었다. 그러다가
高빼朝 (918

-

1392) 에 이르러서는 마챔내 園敎로 결정되어 국가척 지훤

하에 전성기률 맞이하게 되었마. 한현 숭려는 과거에 웅시할 자격올 얻게
되어 고위칙 자문관 자격으로 푹정에 참여하기에 이링} 권력올 얻은 송려
사회는 점차 부패하여 수도보따는 더욱 기북행위에 열중하고 신도들에게

금품활공올 유도함으로써 속화 다락하였다. 조션조에 이르러서는 유학자
들이 불교률 멸시하고 정책척으로 왕도내에서의 활동올 제한하였용으혹

청차 송려들은 지방 산중으로 도피하였다. 그후 거륨한 厭火로 도성내 대

사찰이 소설되어도 북구하지 않았융으로 사찰은 주로 산충에 건립되어 오
늘에 이르렀다. 이련 점。l 기쭉교， 회교， 일본의 활교까 샘에서 민중율
위한 포교활동을 천개하며 현살에 창여하고 있는 것과 한국활교의 은푼척
포교활동의 차이첩이라 하겠다. 이로 언하여 후일 한국기독교까 오늘과 같
이 시중에서 급속히 발천할 7}농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지척해둘 것온 조선조의 辦敬驚은 종과얘 그 자체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숭려풀의 생활올 위시한 불교의 현실척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시척언 것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정책의 결과로 한
국불교의 위상어 결청되었다. 쭉 사찰은 산중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 유지
존속올 위하여 숭려들은 영리척 기북을 일삼았다. 그렇지 않아도 기북슐성
이 강한 한국인， 륙히 都뼈률 막론하고 부녀자들은 온강 供物올 다 바쳐 기
북에 열중하는 폐습이 일반화하였다. 숭려들 중에는 본래의 대숭불교 교법

에 따라 업산 수도하는 學個도 더러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숭려는 신도와
함께 기복만올 얼삼았고， 기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우속까지 수용함으후

써 활교와 샤마니즘의 혼합이 생행하였다. 이 점이 한국훌교의 특이한 것
으로서 지척되고있다.

그 대표척언 예로서 한국불표 사찰에는 본당 옆에 북두칠성율 향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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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성취률 버는 〈七星활〉이 었다. 이것온 고대의 천신율 숭배하던 갱천사상
이 률교에 도업된 것이다. 또 본당내후 폭히 압자에서 혼히 호량이와 빽발
노용에 명확홉게 앉아 있는 화상옳 훌 수 있다. 한국언은 지금도 호량이훌

훌物， 山神훌이라하여 그 그렴율 곧찰 집안에 걸어 둔다. 이갯온 〈密林의
王者〉 호량이률 수호신으로 위하던 민간신앙파 샤마나즘이 합쳐진 자연숭
배사상의 불교화현상어다.
그러니까 한국불교는 샤마니충옳 빼제하지 않고 오혀려 그갯과 합류하

여 한국인의 의식구조률 이루고 있다고 말활 수 있다. 훌교와 샤마니춤에
의혜 형성된 한국언의 생활감정은 二分法에 의해 선파 악울 양단하지 않는
것이 륙색이다. 그리고 악율 징계하거나 사면할 권농융 강는 유일신， 철대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시 활완천한 존채여서 악한 존
재얼 수도 었고， 선한 존재일 수도 었다. 그러니까 훌타의 大慧大悲에 의존
해서 최률 사면받율 수도 있고 북을 받율 수도 었다고 생각훌}여， 그 수단으
로서 불타에게도 물철윷 제공해야 공략이 있쩨 된다는 생각에서 , 샤마나즘

이나 마찬가지로 현물올 제공하고 그 대가로 륙율 받겠다는 공리주의가 훌
교 공양행위의 근본샘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서양의 幸輔

(폐뼈mor빼1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영국에서 발생종}여 톡얼의 通{용

哲學(:A빼패I야1ibK빼ùe) 에 영향율 끼천 행복론온 ’언간이 현세얘서 이륙
한 업척에 따라 신의 은총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였기 빼문에 현실척 행동
울 촉구하였다. 그러나 샤마니즘과 불교는 재 3자의 중채로 잡귀냐 훌타의

施惠률 얻으려 하였던 것이다. 물론 망사자가 칙껍 기복행위률 하는 갱우
도 었으냐， 행륙의 대가에 관해서 장귀와 정신척 계약옳 맺는 경우는 없고，
다만 물질제공 뽕이다. 이 때 供빼외 빼톨이 결청척 의미률 갖게 된다. 그
리하여 인간은 불행과 화철율 잡귀의 탓으혹， 또는 전생의 최탓으로， 즉 숙
명척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한국언은 운명율 스스로 타개하려는 노력

보다는 잡귀의 험이나 불타의 자비에 의촌하여 안이하게 행운울 매수하려

는 경향이 농후하였 71 빼운에 宗敎 萬能主훨11- 습생화하였다.

1. 自然훌
고려시대에 성뺑한 鳳水說은 총교만능사상훌 조장하는데 큰 역할옳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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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그로 언하여 행성되어 고질화된 자연환은 오댐 앤기까지 한국

인의 의식 뿔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큰 영향융 주고 있다. 한국인에게는 모
든 자연은 이용， 탑구，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외경과 신앙의 대상이었다.

그 한 예로서 다읍 구철에서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감청표시률 얽어 불 수
있다.
더륨어 들어가는 산온 신씬이 찰 법한 극히 준엄한 철경뽕이었으

며. 자연파 언간이 동감이 된다기 보다도， 그 거창한 자연의 풍안에
쌓여 들어가 비로소 자신의 작고 힘없는 것융 철설히 깨닫는다고
하는， 그것은 인간의 상상울 념어서 위대한 자연의 위엄울 보여주
는 팡경이더라. 바위도 냐무도 하늘도 순청한 훤색의 빛을 보여주

고， 그 하나하나가 거대한 힘의 조화에 의혜서 인간의 상상율 압도
해주고 있더라. 종교척인 경건한 강명이 철로 나서 위대한 자연의
시위(示威) 앞에 무률융 꿇고， 북종과 노예률 맹세하고 싶을정도였
으니

10>

한국언의 자연얘 대한 깊온 감동파 공경의 태도는 한국화숙애 묘사되어

있융을 훌 수 있다. 한국화의 전형척인 주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산
수 풍경이다. 수려한 산， 기암， 고목， 그 사이로 흐르는 계곡， 폭포수， 자연
올 포근하게 감싸주는 안개 둥이 있는 그대로 묘사되어 었고， 그 속에 인간
은 미소한 종채로 표출되어 었음율 본다. 칼은 풍양화라 해도 중국화애서는

인간의 위치가 비교척 크게 묘사되어 었다. 한국화에서는 인간이 지극히 작
은 자연의 얼부환율 차지하고 있융 뽕이다. 이에 반하여 서양의 주제는 주

로 인물이다. 회화률 통해서 느끼는 한국사상의 륙청은 샤마나즘파 활교의
영향올 받아 自然中，[j的이고 자연과 나아가 우주와 화합 조화를 찾으려는
것이라 하겠다. 그에 비하여 서양척 사상은 A間中，[j的이어서 자연이나 우

주률 언간의 지혜와 의지로 탐구 지배하여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파우스트척 탐구욕은바로서양척이라고폼류할 수있겠다.

10 ) 趙雄빼 全.m권 296연， 훌훌吉 훌:
홉화 1977. 17연에서 재언용.

끼훌찮훌* 나타난 빼톰A의 가치판"J.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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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대한 외청감 충애서도 산파 산멕훌 신성시하는 판념은 고대 지
신숭배사상파 다용에 거론할 조싱숭배사상과 합쳐져 가장 강력하게 한국
인의 의식 속에 남아 있어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즉 한
국인은 산액율 인간의 血廳과 같다고 생각하여 왔기 빼문에 산맥에 상처률

업히는 얼은 금기되어 왔다. 개발융 위하여 산맥애 굴을 뚫는다든가. 절단
한다는 것은 곧 혈액율 끊어 산청올 사멸시켜 기북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여 산율 신성훌가챔의 영역으로 간주해왔다. 그련데 여기서 말하는
산청은 독얼낭만화가 상념한 빼훌累拜(Ar뻐피smus)와는 전혀 다른 것이

다. 또한 서양에서는 자연찬마가 자연의 신비를 해명하려는 분석척언 것인
떼 반하여 한국언의 경우는 자연의 표피척언 판찰과 자연현상에 몰업도취
하는 것에 활과하였든 고로 고작해야 산사롤 세꿔 자연의 품안에서 명상하

거나， 조상율 매장하여 성역화하고 地훌의 덕훈얘 확을 받으려는 챙각뿔이
었다. 이에 판하여는다읍장에서 다시 언급한다.
아무튼 불교와 자연숭배사상온 언간의 현깨척 기확율 일삼는 신앙이었
고， 그런 첨에서 샤마니즘과 다률 님}가 없었다. 또한 그 샤상플이 인간성
형성에 꺼친 영향도 위에서 언급한 샤마니즘의 경우와 유사하다. 죽 샤마
니츰율 신봉하는 무식한 대중이나， 유식한 숭려， 상류충 홉교신도， 일반신
도를 막론하고 모두가 의타심이 너무 강하였고 여의치 않은 결과는 모두
축명척인 것으로 돌리는 습성이 고질화되어 현대문명시대에 이력까지
지속하고 있으니， 우리는 아칙도 계몽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

lV.째敵
유교가 중국으로후터 한국에 률어 온 것은

B. C. 400 - 200년 경푸터라

는 추측도 있으나， 실제로 유교까 한국에 수용되기는 3국으로 분할되었던

시대에 셜렵된 최고의 교육기간에서 유교經典율 중요 교과목으로 선정할
때부터이다 (고구려 372년， 뼈제 375년). 그후고려조는통일국가효웬{의

행정체제률 완비하였고， 또한 학제도 완비하여 958년에 처읍으로 유교경
전을 시험하여 판리를 채용하는 중국식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급학교에서 유교교육이 성행하여 유교는 학문으혹서 사회상위충에 수용
되었고， 불교와 유교가 조화률 이루면서 발달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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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갈이 고려말에는 훌..:ii.7t 타락하였든 교로， 1300년갱에 朱子훌(新
홈敎)이 도입됨얘 따라 주자학 즉 道뿔온 타락한 활교훌 비판함으혹써 훌
교는 배척당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다융 왕조언 조선조에는 신유교까 개인 및 사회윤리의 기반이 되었고，
국교와 같은 역할율 하였요며， 봉건사회률 지배하는 願윤倫理가 되었다.

그리하여 유교는 청치와 敎활fl서 뿔만 아니라 園民의 日常生活에서까지
그 原理로 支홉뾰에 投홈}율 하였다.

조선조는 정책척으로 국민의 숭배대상옳 잡귀나 훌타대신 왕과 가장둥
현존하는 힘으로 代흩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朱子의 家禮에 따른 三細五倫
율 국민의 大義名分으혹 삼았는데. 이것은 東洋三빼에 공통척언 윤리강령
이기도 하다. 삼강은 군신， 부자， 부부 간에 지켜야할 도리이다. 즉 군주에

대한 신하의 〈忠)， 부모애 대한 자식의 〈孝)， 남편에 대한 아내의 〈節樞와
順從〉이다. 이 윤리훤리는 重顧성， 일방척이어서， 군주가 신뻐l 대한， 부
모가 자식애 대한. 남편이 아내에 대한 태도 강행은 규정되어 있지 않t.
삼강이외에 연장째l 대한 연하자의 〈존경〉의 윤리 , 친구간에 〈신의〉의 二
倫올 합쳐 오륨이라 한다u) 묵얼애서도 다른 기둑교국가애 있어서냐 마찬
가지로 3대 기독교 윤리 -(사랑)， (믿용)， (희망) (다앙 chri빼icl않
매뿜lden: l합le， GJaube, H<뼈뻐땅)- 가 있고， 그 밖에 4대 근본윤리 -

- (중용)， (정의)， (친절)， (용기) (Vier Ka펴inal':’Tugenden: Maße,
&밟빼빽뻐1I업빼1뼈뼈a짧)- 가 었다. 한국파 독얼의 윤리강

령을 대비하여 살펴보연 양자간에 대조척인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정척언 것과동척인 것， 종속척인 것파대퉁한것， 타율척인 것과
자율척인것을들수었다.

유교윤리는 여성에 대하여 매우 가혹하였다. 소위 남현이 아내활 내보
낼(이혼할) 수 있는 여자의 7가지 최악 (七去之惡: 無男見， 끼홉， 不貞， 媒
뻐， 惡훌， 口폼(多홉)， 盛흙)12) 이라는 윤리규청윤 여성을 노예화하였고 남

존여비사장이 오늘날까지 뿌리갚게 지속한 훤언이 되었다. 한국척 남녀판

계에 있어서는 기사도

11)

(Ritterliche ’fugenden) 중의 미덕이라 할 높은

李民樹웰 r五倫行를뻐， , ζ햄文庫 211.4-5면.

12 ) 朴秉훌 훌:'1빼훌의

빠統빠..와 法， , 서옳大훌校 出版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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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181 -

183연.

샤황 (1뼈f 뻐me)찰은 것은 앙상활 수도 없거니와 수녀도 -(순종).
〈언내). (겸손) (1<싫tertu뿜빼t 않R빼않색&빼l1d und다mut)- 보

다도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삼강 오륜， 여성윤리강령에 따라 인간의
행동온 극도로 제한되었고. (유일한 행동의 자윷성은 요후지 윗사람에 철대
륙종하는 것 뽕ól 었다). 조선조는 이와같은 윤리의 독재에 의해서 가정의
안청 , 시회의 질서 , 황풍의 지속이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유교는 조상숭배률 최고의 융리로 강조하였고 그에 따른 예철융 일상쟁

활의 곤본훤리로 삼았다. 쟁촌한 조생올 존경하는 것 뿔만 아니라 사망한
조상， 始祖이래의 선초훌 경배하기 위하여 채사지내는 가례가 발달하였고，
역대션조의 묘지보촌판리률 중시하였다. 사망한 4대조， 또는 5대조짜지는
조상사망얼 밤중에 집에서， 그 이상의 윗대조상은 얼년에 한번 합동으혹
추수가 끝난 후 요지에서 제사률 지낸다. 접안 제사는 가장이， 산제사는 그
가품의 종손 또는 요지근방에 거주하는 자손풀이 집행한다. 이 때 조상울
째단위에 〈神位〉로 받틀어 모시고， 많은 음식율 만들어 의식에 따라 제사

툴 지내는데 옴식이 많으면 가족 륙히 주후의 효성심이 깊다는 명가롤 받
고， 조상도 짧感하여 자촌에게 더욱 많은 福율 내린다고 생각해왔다. 묘지
도 거대하게 T{!:낼수혹 타언 앞에 채연도 서고， 조상에 효훌 많이 하였으니
그만큼 륙율 많이 받게 된다고 생각하여 요률 巨훌u하게 만드는 빼단이 생

겼다. 이와같은 판습이 한국언의 업己歸示愁율 조장하여 왔다. 륙히 사회
척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위 〈明훌〉판념이다. 즉 산액의 좋은 자리에 조
상의 묘률 쓰면 자손이 번성한다 하여 〈명당자손〉이 되기훌 바라는 마읍에
서 근래 신흥j휴자들이 마구 산을 사는 풍조가 생져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조상 및 요지 판념은 위에서 언급한 한국인의 자연판에 기언
한 것이다. 즉 신성한 자연 중에서도 風水說에 따라 좋은 자리에 조상의 요

률 쓰면 자연의 청기가 후손에 명향율 끼친다는 사상이다. 결국 제사. 묘롤
통해서 조상숭배사장용 표시하는 것은 샤머니츰， 훌교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기확행위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얼이 잘 안되면 〈조상의

탓〉이라는 말이 있는데. 야 말은 한국인의 의타샘율 찰 표현하고 있다. 즉
초상이 명당에 자리하지 못뼈 자손에게 확율 줄 수 없다는 개탄의 의미
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상에 대한 효성심이 모자라서 벌을 발었다는 조

상신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말이기도 하다. 한국언은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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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는 말율 쓰지만 윗사랍에 대해서는 〈촌경행이다. 아률든 조상숭

배， 제사， 묘지판은 지금까1 7댐 갚이 한국인의 의식 휴에 계송되어 오고
있는유교척사상이다.
다옴에 유교와 학문의 판채롤 고활혜본다. 유교 도덕율은 일상생활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학문연구도 제한하였다. 신유교학자(성리학자)들은 ’

유교의 교리에 어긋난 행동울 하는 자는 써상올 어지럽히는 도둑과 같다.
(斯文亂械)’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밸}는 〈교리에 어긋난 행동〉이란 위에
셔 언급한 도덕률과 예절에 어긋난 행동만율 뭇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온
유학고전의 자의척 해석율뭇한다. 즉주자학의 법혜에 따르지 않는해석
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율 뜻한다. 예률 들어 논어률 비롯한 고전의 주해
훌 단일화하여 한가지 법혜만 홍용하도혹 하였먼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샤정이 다르다고 들었다. 이와 같온 규청은 학문의 자
유， 사고와 표현의 자유훌 완천히 봉쇄하고 말았다

따라서 아우리 좋

온 사상이나 학문을 어느 학자가 개척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집권계급의

한사람이 아니면， 즉 규뱀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었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었다. 만약 이 규청을 거역하고 자의척인 학리률 주장훌}는 Ät는 생명의

위험율 면치 못하였다. 이와갑은 학푼의 제한은 19세기에 대두한 〈투뼈衛
正홈〉으로 이어진다. 이갯은 외래품화， 물질푼명의 유업에 대항하여 유교

의 정통성올 수호하게 위한 주장이다. 여기서 〈뼈〉라 함은 주로 외래품확
활 뭇하지만 〈正〉의 개념은 도벅척， 법척인 것이 아니라 인습과 전흥을 뭇
한다. 즉 공사간에 종래의 판습온 고수 보존되어야 한다는 수구파의 주장

이다. 따라서 어변 개혁이나 新思뼈의 대두， 또는 판행의 변형같온 것은
〈뼈〉라 하여 금지되었다. 전제주의 왕권시대에는 오든 규청은 엄수되어야
했으며 새로운 발상은 위험시되었다. 더더군다나 왕설， 왕통에 대한 비명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사소한 혐의만 사도 본인은 물론 한 가족 또

는 3족(친가， 처가， 외가)이나 그이상의 천족이 전멸당하는 창화률 면치
못했다. 이 철칙에 의하여 조선조는 5빽년이나 장수할 수 있었고， 그동안
에 文{뼈 훌一性이 지속되어 왔다. 사찰이나 회화의 외형이 근 5빼년 동

안 벌로 변하지 않고 전송되어 온 것을 보아도 그간의 사챙울 짐작할 수 있
다. 갈윤 시기에 서양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청치， 문화의 단채척 발달을 감

안할 예 유교문화외 수구성은 실로 완강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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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슐한 한국역사의 빼경얘셔 한국척 법외 개념이 생활화되었다고 본다.
法은 한자의 어훤풀이에 따르면 본래 〈꽤)13) 율 뜻한다고 한다. 한편 서양
의 법(Das R화tt)은 청의(않하뼈양eit)와 권리(Be밟뺑mg od. 끓팽1ÏS)

률 뭇한다. 그러나 한자 〈法〉의 한국척 해석은 〈水

+ 去).

즉 훌러가는 물

과 갈다는 뭇이다. 즉 時流와 같옴율 뜻한다. 사물온 수휴에 역행할 수 없

듯이 언간도 시류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훌 업게 된다는 판념이
오랜 탄압과 제한 속에서 살아온 한국언의 의식 속에 고정화되어 왔다. 따

라서 처세의 요는 모륨지기 시속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에
대한 한국식 경고척 해석이다 14)

V. 훌間의功힘注훌훌
고려조， 조선조시대에 판제는 문판과 무판 그리고 기능칙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중앙과 지방의 정치 문화 행청율 문판이 전담하였다. 무판은 차
별대우를 받아 변경과 도성의 수비나 담당할 뿔이었고， 기능칙은 하위칙에

머물렸다. 따라서 양반자제는 고판。l 되기 위하여 문판융 선호하였다. 문
예중심의 유학올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한 문판이 득세하자 시대풍조는 文
弱하여 외세챔업 앞에 국가는 무력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장구한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도덕율이 얼
마나 강력한 구속력융 발휘하였던가률 상상할 수 있다. 이 첨야 한국의 봉
건왕조와 세계의 다른 봉건국가들과 크게 다른 첨이다.

유생들은 오로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하여 연학하는 것이고 학품 그 자
체에 판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학문은 목척이 아니라 수단일 뿔〉이었

다. 과거에 합격한다는 것은 바로 가문올 빛내고 조상에 효도하는 길이었
다. 그러니까 그들의 연학태도는 어느정도의 학문으로 당장에 실리률 얻으
려는소망에 봐우된다. 즉위에서 말한종교척 기복행위가공리주의에서였

던 것과 같다. 그련 까닭에 학문이 심화하지 없i고， 표피척이고 형식척이

13)

tl핫훌 훌: r빼홉의 빼統社..와 法1.8

었다.

14) 이와 갈용 빼씩용 속성척엄융 함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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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면. (法〉온 「법」 흩의 略字라는 풀이가

었다. 그것은 위얘서 언급한 바와 같어 자의객이며 톱창객 연구가 째약율
받았기 빼문이다. 과거에 합격하면 학푼은 끝나고， 고작빼야 배운 것율 밑

천삼아 서당선생님이 되는 정도였다. 그런 식으로 매사훌 근시안객이고 졸
속하게 처리하는 태도가 한국언의 단청이라 하겠다. (백년대계로 거대한
건물융 지에 천년의 역사훌 빛내려는 거시척언 안목〉이 아니라， 작은 집이

나마 얄리 지어서 이용하자는 태도야다. 발전성없는 순환에 훌과하다. 실
용척언 학문으로는 고판l 될 수 없었기 예문에 자연과학척 탐구는 발달하

지 않았다. 학문욕에서， 인식욕에서 우주의 신버률 구명하려는 학문은 조
성되지 않었고， 아냐크레온파(Ar빼없벼k)와 같은 시풍이 오랫동안 지배

척이었다.

그 밖에 진취척 행동율 위혹시킨 것은 효행의 강요이다. 그 이유는 ’쭈
모가 계시거든 멀리 여행하지 말라， 여행할 예에는 반드시 행방 소재률 붐
명히 하라’ m는 공자의 가르첨에 따라 자식은 향상 j휴모 곁에서 부모률 l휴

양해야 하는 행동의 제약때문이다. 현상태에서 뱃어나 먼 곳， 미지의 세계

에 대한 흩慣，[jι같은 것은 ($)가 된다. 그런 행동은 후요률 저버리고 판행
에서 뱃어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세(이조시대) 소설에 나타난
이상척 남성상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 16)

1. 풍체가 俊秀한 남자(조상 덕폼으로 타고난 미남).

2. 문장재주가탁월한남자(이것도조장덕분으후선천척
3. 과거에 합격하여 고관l 될 남자.

천채형).

4. 효자.
5. 예의바른남자.
이에 반하여 노력해서 자기운명율 개척하는 형은 박북한 상이라 하여

천시하였다.
상솔한 바와 같이 전통사상은 한국에 있어서 좋은 첨도 있겠지만 인간

15 ) 이원껍 역주: r명심보강J. 훌뼈ÏÌ 1989. 40면: 父母在不遺避， 避必有方.
16 ) 金윷吉 훌: 끼훌tt，훌에 나타난 한국언의 톨빼빼1. 文홉'ÏÌ 1977. 48 - 53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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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형성에 푸청척 영향율 끼친 면도 많았다. 의타심이 강하고， 일이 잘 안

되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랍 또는 다른 것의 탓으혹 툴리는 책임회피 곤성과
노력기피 성벽울 조장했다. 륙히 유교， 그 중에서도 주자학은 조선시대의
정치척 독재의 훤리였훌 환만 아니라 신앙. 학문， 사회， 쟁활， 가청생활，
개언쟁활까지도규청하는도덕의 독재였다 17) 예문에 판념척이고고식척인

주자학 이외의 학품은 발달하지 못하였고， 그 규법 안에서 전천긍궁하면서
살아왔으니， 인간의 한채극북울지향하는〈봐우스트〉척 욕망은대두할수
없었다. 서양에서는 파우스트전셜이 출현한 16세기률 전후해서 우주의 신
비에 대한 인식의용，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탑구의혹이 왕성하게 대두하였

다. 한현 東洋三園에서는 얘외없이 쇄국갱책융 고수하고 있었다. 그 중에
서도 한국에서는 이 시기 (조선조 시대)에 주자학자들은 공혼율 일삼었고，

고루한 수구성융 활피하지 못하였융 뽕만 아니라， 자기 훈명에 대한 강갱
한 自己 뿔拜만올 강조하였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는 외세의 강요에 의
하여 개항이 불가피하여졌울 빼까지 외후세계는 국민척 상념밖의 미지의

세계로 머물러 있었다. 그와 같은 역사척 배경에서 진취척 기상이 국민척

정신으로 배양될 수 없었용은 당연하다. 그리고 천통척 인습은 현금에도
계숭되고 있다. 현대식 건물울 지으면서 옛 풍속에 따라 여천허 돼지머리

를 놓고 지신에 기복하는 건물주， 현대과학율 공푸하려 대학업시를 준비하
는 자녀률 위하여 불공하는 어머니들， 유교식 제샤훌 지내는 기독교인들，

거대한 조상요률 만드는 i휴지·들， 남편은 아내률 대청 (du)으로 부르고， 아
내는 남편을 촌청 (S농)요로 부르는 사람률의 의식 속에서 한국척 전통사상
이 변함없이 -살아 있음율 불 수 있다.
냐는 위에서 의도척으로 한국의 문화척 배경율 후청척 시각에서만 고찰
하였는데 끝으로 〈현대판 파우스트 전셜〉 생렵의 7냥성 여 j휴에 관혜서 언
급하고자 한다. 과거시대애는 한국언의 마우스트척 노력이 푸족하였다. 그
러나 한국언의 장채력은 새로운 과학기술('D업I뻐맹홉)에 의혜서 그 힘을

17 ) 훌九 훌

r白R효훤1. 웰文文庫

085. 321 -

322연: ’수뼈년동안 이조 조션얘 행

하여 용 계급톡채는 유교， 그중에서도 주자학파의 철학융 기초로 한 것이어서 ... 우
리나라가 망하고 민력 01 죄진하게 된 7}장 큰 원인이 실로 여기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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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기 시착하였으며， 이미 한국판 파우스프 전셜이 성렵되어 가고 있다
고 말할 수 었다. 오늘날 한 개인이냐 한 민촉용 과학 기술에 의해셔 놀라

운 자기확장율 성취하고 있으며. 종래의 판념으혹는 예측할 수 없율만큼
자기능력 한계률 초월하고 있다. 우리 한국인과 한국도 이러한 세계척 현
상애 통창하고 있다.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간은 동화의 세계훌 실현하고
있다. 달의 동요는 이미 그 아륨다운 상념융 상실혜버혔다. 그래서 과학기

술은 현대판 마귀 (1l핸웹)라는 哲勳성 解빼은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21

세기의 파우스트는 철학자도， 음악가도 아닌 과학기술의 전문가
(1l뼈I뼈뺨)라고 말할 수 있다. 이재 우리는 〈테크놀로지〉의 마력율 이용
하여 무한한 인식욕융 충족시켜 기척올 창훌할 수 었으리라고 본다. 다만
여기서 유의혜야 할 점은 〈테크놀로지〉의 계발과 사용윤 요로지 〈아륨다운
정신의 이상(Das 뼈빼 der 양뼈1ell 않뾰)) 구현융 위해서만 이라야 한다.

이러한 고전척 이념율 간칙하고 계도하는 것이 파우스트 톡자의 慣務이며，
이점에 파우스트의 현대척 의미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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