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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 취약성 연구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
이영아 명지대학교
토론문: 이영아 (명지대)

황임경, 노대원, 이소영 선생님의 발표 자료 ｢팬데믹 시대, 취약성 연구의 가능성｣,
잘 보았습니다. 의학, 문학, 법학을 전공하시는 세 분의 선생님께서 초학제적인 연구로
팬데믹 시대의 취약성의 문제를 고찰하신다는 시도 자체가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발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취약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팬데믹의 시대에는 그 취약성이 뼈저리게 절감되기 때문에 이 발표의 문제의식에
서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 역시 학제간 연구에 관심이 많고 그 필요성이나
효능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세 분 선생님의 공동연구가 참 반갑고 기대됩니다.

이 발표에서는 팬데믹 시대가, ‘취약성’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음을 이야기하
며 취약성의 개념을 기본 의미에서부터 사례, 관련된 인문학 연구들의 쟁점, 레비나스
와 버틀러 등의 이론, 개념의 확장 및 지형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
탕으로 의학-문학-법학의 초학제적인 연구를 통한 취약성, 인간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고찰과 치유의 방법을 모색하려는 것이 이 세 분 연구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 ‘비판적 실천 서사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제게 가장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레비나스와 버틀러의
‘취약성’ 개념을 통해 인간의 고통 받는 타자에 의해 ‘상처 입을 가능성’, ‘상처 입기 쉬
운 주체’로서 가질 수 있는 윤리적 책임, 윤리적 실천(재현)에 대해 소개해주신 부분이
었고, 다른 하나는 취약성 개념의 부정적인 함의에서 벗어나 돌봄의 윤리나 회복력
(resilience)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점에서, 길
어지고 있는 팬데믹의 시대에 저 역시 직접 보고,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들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선생님들의 의견
에 동의하고, 좋은 공부가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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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발표에서는 인간(의 육체)이 근원적,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의학의 발달에서도 그러한 취약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닉 보스트롬, 마
크 쿠겔베그 등의 흥미로운 의견, 자료들을 통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 취약성은 특정 지역, 인종, 성별, 계급 등에 국한되지 않는 전인류적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우리가 공통의 존재론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고 해서 그 취약성이 똑같이 발현되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로컬 혹은 글
로벌 차원에서 구조적 불평등에 의한 취약성의 차등적 발현과 이에 따른 자원 분배의
문제, 곧 정의의 문제를 핵심적인 사회적 의제로 다시금 요청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
셨고, “모두가 지구적 위기에 동일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 지구적 위
기와 재앙에 오히려 더 피해를 입는 취약한 존재들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셨습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 한 편으로 들었던 궁금증은, 선생님들께서 계획
하고 계신 취약성 연구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차원의 취약성에 대해 더 연구를 하고자
하시는지였습니다. 인간의 본래적인 취약성을 탐구하고 성찰하며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보다 더 취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청취하고 싶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이 발표에서 취약성을 연구하기 위한 초학제적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비판
적 실천 서사학을 제시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 많은 흥미가 생겼는데요, 비판적 실천
서사학이란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아 본 것이
발표문이 아니라 PPT자료이다 보니 직접 발표로 하실 때 이미 설명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와시다 키요카즈의 임상철학 개념과 더불어 비판적 실천 서사학이란
개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공부와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 이때 비판적 실천 서사학은 취약성을 연구할 때에만 적용될 수 있
는 방법론인지, 아니면 의학-문학-법학의 초학제적 연구를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취
약성 뿐 아니라 다른 개념이나 현상 등에 대한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인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많은 시사점
을 주는 흥미로운 발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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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철학: 한국과 프랑스
조태구 경희대학교
코로나19와 철학: 한국과 프랑스 | 조태구 (경희대)

1. 들어가는 말

지난 8월 사망한 프랑스 철학자 장-뤽 낭시(Jean-Luc Nancy)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
해 쓴 자신의 책 『너무나 인간적인 바이러스』에서 자신에게 “바이러스에 의한 철학의
중단” 여부를 묻는 사람들의 질문을 소개한 뒤, 이를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평가한
다.1) 물론 노철학자는 이러한 종류의 질문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질
문의 의도 역시 잘 알고 있다. 이 질문에는 사유를 통해 위기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담겨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질문이 그에게 “재미있게” 느껴지는 이유
는 현재 우리가 마주한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일련의 기술적
이고 실천적인 조치들”임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2) 사람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 지
식을 갖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마련한 대책에 따라 실천해야 할 때, 사
유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의 습관이다. 인류가 마주했던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
니었으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언제나 사유했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했다.
“우리는 어려움, 무지, 결정불가능에 대해 오랜 습관을 가지고 있다.”3) 낭시 그 자신이
말하듯이, 불확실성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태도는, 그것이 비록 무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
적이다.”4)
실제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가 발견된 이래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수많은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수의 학술 논문들이
발표되고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담론의 형성은 낭시가 말한 것처럼 우선 ‘너무
나 인간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모두 기
1)
2)
3)
4)

J.-L.
Ibid.,
Ibid.,
Ibid.,

Nancy, Un trop humain virus, Bayard, 2020, p. 67.
p. 67.
p. 16.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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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들에 의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은 아니라는 사
실로부터 기인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감염병 시대에 철학하기
(Philosopher en temps d'épidémie)”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제
로므 레브르(Jérôme Lèbre)가 말한 것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단체, “정치
단체와 의학 단체”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이 두 단체가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단체들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영혼의 의
사들, 철학자들이 있다.”5) 당장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여러 윤리적 문제들, 보다 직
접적으로는 의료자원분배와 관련된 의료윤리학의 문제로부터, 환경과 기술의 문제, 자
유와 인권,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생명이란 무엇인가?’처럼 전통적
으로 철학이 다루어 왔던 많은 문제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금 반성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에서 발표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수많은 논의들 가운데, 낭시
(그리고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과 알랭 바디우(Alain Badiou)의 논의를 중
심으로 철학이 사태를 사유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그것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두 철학자들이 국내에 가장 널리 알려진 철학자들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
둘(혹은 셋)이 보여주는 코로나19 사태를 다루는 서로 다른 방식(그러나 결코 서로 독
립적일 수 없는 방식)이 ‘새로움’ 앞에서 철학이(사실 인간 지성이) 가장 먼저 취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낭시와 아감벤의 경우: 이론을 사건에 적용하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관련하여 낭시는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는
데, 그 중 첫 번째는 2020년 2월 28일 『안티노미에(Antinomie)』라는 이탈리아 웹진
에 발표한 「바이러스성 예외(exception virale)」6)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낭시는 이 글
을 아감벤이 2020년 2월 26일 이탈리아 일간지 『일 마니페스토(Il manifesto)』에 발
표한 「전염병의 발명(L’invenzione di un’epidemia)」이라는 제목의 글7)을 비판하기
5) https://www.youtube.com/watch?v=vycLdnQGhjk&t=51s. 2020년 3월 18일 처음 만들어진 이 유튜브 채널은
현재까지 100편에 가까운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낭시와 프랑스와-다비드-세바(François-David
Sebbah)와 같은 프랑스의 철학자들과 미셸 드귀(Michel Deguy)와 같은 문학가들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
라, 독일과 이탈리아,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철학자들이 참여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
었다.
6) J.-L. Nancy, “Excepion virale”, Antinomia, 2020.2.27.(https://antinomie.it/index.php/2020/02/27/eccezionevirale/)
7) G. Agamben, “L’invenzione di un’epidemia”, Il manifesto, 2020.2.26. 이탈리아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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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작성했으며, “조르조 아감벤, 오래된 친구”라는 친밀한 호명으로 시작하는 이 글
은 약 30년 전 아감벤이 자신에게 심장이식 수술을 받지 말라고 권유했었고, 아감벤의
그 조언을 따랐더라면 자신은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낭시의 폭로로 끝이 난다.
글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이 폭로는 노철학자가 자신의 오랜 친구에게 하는 때늦
은 책망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 폭로는 낭시와 아감벤의 사적인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겨누고 있다. 즉 낭시가 아감벤의 조언을 따랐다면 자신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곧바로 “너는 틀릴 수 있어”라고 적었을 때,
그가 환기시키는 아감벤의 오류 가능성은 다만 심장이식을 받지 말 것을 권유했던 그
의 조언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아감벤이 「전염병의 발명」에서 코로나19 사
태와 관련하여 주장한 바와 관련되는 것만도 아니다. 낭시가 다른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 바, 아감벤이 그에게 심장이식을 받지 말라고 조언했을 때, “아감벤의 공리는 건
강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8) 건강이라는 단순한 생명 현상에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감벤의 주장이며, 따라서 심장이식을 받지 말라는 아감벤의 조
언은 탄생과 죽음, 성장과 생식, 건강과 질병 같은 생명 현상을 주요한 문제로 부각시
키는 생명 정치(biopolitque)에 대한 그의 비판적 태도로부터 기인한다. 결국 낭시가 아
감벤이 자신에게 했던 조언을 상기시키며 그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을 때, 이 폭로가
겨누는 것은 정확히 생명 정치에 대한 아감벤의 입장이며, 나아가 생명 정치라는 개념
그 자체이다. “생명과 부당하게 뒤섞였다고 가정된 정치에 많은 악명을 부여하는 데 기
여하는 생명 정치라는 용어는 속이 빈 용어이다,”9)

(1) 생명 정치: 푸코와 아감벤

잘 알려져 있듯이, 오늘날 정치 철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 정치와 관련된 논의는 푸코로부터 시작된다. 푸코는 자신의 책 『성의 역사 1: 지
식의 의지』의 5장에서 18세기에 발생한 권력 형태의 단절을 탐구한다. 그에 따르면
확인 가능하며(https://www.quodlibet.it/giorgio-agamben-l-invenzione-di-un-epidemia) “코로나 바이러스와
예외 상태(Coronavirus et état d’exception)”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불어본은 다음 주소에서(https://acta.
zone/giorgio-agamben-coronavirus-etat-dexception/), 한글 번역은 조르조 아감벤, 『얼굴 없는 인간』,
「전염병의 발명」, 박문정 옮김, 효형출판, 2021년, 33-36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낭시 외에 로베르토 에
스토지토(Roberto Esposito) 역시 아감벤의 이 글에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 글들의 영어번역은 모두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lacan.com/symptom/philosophy-the-coronavirus/).
8) J.-L. Nancy, Un trop humain virus, op. cit., p. 98.
9) Ibid., p. 96. ‘생명 정치’에 대한 낭시의 비판적 태도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생명 정치 담론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감벤에게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에스포지토는
아감벤에 대한 낭시의 이번 비판을 아주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앞의 링크 참조)

- 64 -

제43회 국제비교한국학회 국내학술대회 및 제10차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국내학술대회

17세기 이전까지의 권력은 “주권 권력(pouvoir souverain)”으로서 그 적용 대상은 법적
주체였으며 그 작동 방식은 “징수(prélèvement)”였다. 주권 권력은 법적 주체인 신민들
로부터 부와 생산물, 시간과 노동 등을 징수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생명까지 징수할 권
리를 가지고 있었다. “주권 권력을 특징짓는 특권 중 하나는 생사여탈권(droit de vie
et de mort)”이며, 이런 생사여탈권을 푸코는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권리”로
정식한다.10) 그런데 이러한 “주권 권력”은 점점 국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17세
기부터 점차 국가 경제력의 원천인 신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
명-권력(bio-pouvoir)”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이제 문제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리
를 가지고 신민들을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다.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권리는 살게 만들고 죽게 내던져두는 권력으로 대
체”11)되고, 이때 권력의 적용 대상은 더 이상 법적인 주체로서의 신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의 신민이며, 이러한 신민들이 모여 이룬 집단, 즉 인구이다. 따라서 푸
코는 생명 권력으로 인한 주권 권력의 대체가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는 권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학교나 군대 등을 통해 각각의 살아있는 신민들
의 신체를 잘 훈육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출생율과 사망률, 수명과 건강수준 등을
고려함으로써 인구를 잘 조절하는 방식이다. 푸코는 신민들 각자의 신체를 훈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되는 생명 권력의 형태를 “해부-정치학”이라고 부르고, 이보다 조금
늦게 18세기 중반에 등장한 인구 조절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는 생명 권력의 형태를
“생명-정치”라고 부른다.12)
그런데 푸코가 “생명-정치”라는 용어를 다만 생명 권력이 작동하는 하나의 특수한
형태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만은 아니다. 푸코는 “생명과 생명의 메커니즘들을
명확한 계산의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고, 지식-권력(pouvoir-savoir)을 인간적 삶을
변형시키는 동인으로 만드는” 모든 상황을 “생명-정치”라고 불러야 한다고 또한 주장
한다. 즉 그가 말하는 18세기에 이루어진 권력 형태의 변화, “생물학적인 것이 정치에
반영”되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다만 토대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의해 통제되
고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권력이 더 이상 권리의 주체들과
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들과도 관계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배가 생명 그 자
체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이 생명 정치이다. 이 경우, “생명-정치”라는 용어
는 “생명-권력”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외연을 갖게 되며, 다만 생명 권력이 작동하는 하

10) 수정 인용, 미셸 푸코, 『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 이규현 옮김, 나남, 2020, 175-176쪽.
11) 수정 인용, 위의 책, 179쪽.
12) 위의 책,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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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특수한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이 작동하는 모든 형태를 지칭하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가 된다.
아감벤은 푸코가 사용한 두 가지 용례 중 이 보다 넓은 의미의 “생명-정치”라는 용
어를 받아들여 자신의 정치 철학을 전개한다. 다만 그는 푸코와는 달리 생명 정치를 주
권 권력과의 단절로부터 탄생한 새로운 권력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 권
력의 심화된 형태로 파악한다. 즉 푸코가 “근대적 인간은 그의 생명 자체가 정치에 의
해 문제시되는 동물”13)이라고 말하면서, 생명과 정치가 근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조우한
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아감벤은 생명과 정치는 처음부터 함께였음을 주장한다. 달라
지는 것은 정치가 생명을 포함하는 방식이지, 정치가 생명을 포함하는가의 여부가 아니
다.
아감벤에 따르면 서양 정치는 무엇보다 먼저 “배제”라는 방식을 통해 생명을 자신 안
에 포함했다.14) 가령 고대 그리스에서 생명(삶)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용어, “살아있음이
라는 단순한 사실”을 의미하는 조에(zoe)와 “개인이나 집단에 특유한 삶의 형태나 방
식”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로 표현되었는데,15) 살아있는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조에를
배제함으로써만 정치의 영역인 폴리스에서 비오스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있었다. 이는
조에, 즉 어떠한 법적이고 정치적인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벌거벗은 생명”이 정치
체제의 설립의 토대이며, 그것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은폐된 토대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대 정치의 특징은 “폴리스에 조에를 포함시키는 것”이나 “생명 자체가 국가
권력의 계산과 예측의 남다른 대상이 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에 있지 않다.16) 근대 정치
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명과 정치의 조우가 아니라, 기존의 정치 체제에
서 “법질서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던 벌거벗은 생명의 공간이 서서히 정치 공간과 일치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17)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바,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결정이 모든 정치적 판단
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버렸을 때, 그 끝에 위치해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치즘과 파시즘
이라는 사실이다. 생명 이외의 다른 가치들이 사라지고, 법적이거나 정치적 질서가 적
용되지 않는 “예외 상태”가 일상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생명의 공간은 누구나 생명
을 위해 생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나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버
린다.
13)
14)
15)
16)
17)

수정 인용, 위의 책, 185쪽.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년, 43쪽.
위의 책, 33쪽.
위의 책, 46쪽.
위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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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된 이론: 아감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이탈리아 정부의 긴급
조치에 아감벤이 강력히 반발했다는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앞서 언급한 「전
염병의 발명」이라는 글에서 아감벤은 우선 이탈리아 국가연구센터가 발표한 객관적 사
실을 열거한다. “이탈리아에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없”으며, “수만 건의 데이터에 따르
면 감염자의 80~90%에게서 일종의 독감과 같은 경증 혹은 중증 증세가 나타”나고, 무
엇보다 “중환자실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환자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
다.”18) 아감벤이 보기에, 이것이 실제상황이라면 코로나19는 매년 발생하는 유행성 독
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동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모든 지역에서 일상적인 삶
과 업무를 중지시키면서 “예외 상태”를 조장하고 있는 이탈리아 당국의 조치는 실제 벌
어진 상황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아감벤은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를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예외
상태를 통치의 정상적인 패러다임으로 사용하려는 증가하는 경향”19)이다. 더 이상 테러
리즘이 예외 조치를 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이유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의 발명은 모든 한계 너머로 예외 조치들을 확장하기 위한 이상적인 구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 두 번째 요인은 “최근 몇 년간 개개인의 의식 속에 뚜렷하게
확산된 두려움의 상태”이다.21)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안전을 욕구하고, 이러한 안전
에 대한 욕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안전에 대한 욕구 자체가 예외 상태를 통치의 정상적인 패러다임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에 의해 조장된 것이라는 점에서 여기에는 순환이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안전을 욕구하도록 조장하고, 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입하여 사람들
의 자유를 제한한다.
아감벤이 이 글에서 범한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오판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물론 그의 글이 실제 벌어진 상황과 당국이 취한 조치 사
이에 불균형이 있다는 판단에 토대를 두고 작성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올바로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정부의 조치를 과도하다고
18)
19)
20)
21)

조르조 아감벤, 『얼굴 없는 인간』, 「전염병의 발명」, 34-35쪽.
수정 인용, 위의 책, 34쪽.
수정 인용, 위의 책, 35쪽.
수정 인용,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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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의 글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글이 발표되고
한 달이 지난 2020년 3월 24일, 코로나19의 위험성이 확연히 드러난 이후 가진 『르몽
드』와의 인터뷰에서 아감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 그에 따르면, 과거 유럽에는
훨씬 더 심각한 감염병들이 발생했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지금처럼 “우리가 사는 것을
실제로 방해하는 예외 상태”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22)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예외 상태는 신속하게 선언되었고, 사람들은 이러한 예외 상태
를 그럭저럭 받아들였다. 아감벤의 관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알려주는 바는
“정부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친숙하게 만든 예외 상태가 정상적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
이다.23) 예외 상태를 통치의 정상적인 패러다임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권 권력의 시도는
두려움의 상태를 내면화한 채 다만 생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미 실현되었다.
결국 아감벤에게 코로나19 팬데믹은 아감벤 자신이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바가 옳았
음을 확인해 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주권 권력 본래의 핵심은 벌거벗은 생명을 정치
영역에 포섭하는 것이며, 서양 역사를 통해 이러한 포섭의 한계는 계속 확대된 끝에 이
제 “벌거벗은 생명은 더 이상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범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생물학적 신체 속에 깃들어 있다.”24)

(3) 생명 정치에 대한 비판

앞서 말한 것처럼, 아감벤에 대한 낭시의 비판은 정확히 생명 정치와 관련된 아감벤
의 이러한 사유 자체를 겨눈다. 낭시는 아감벤을 친근하게 호명한 후, 코로나19가 왜
“정상적인” 독감과 다른지(코로나19가 왜 예외인지) 짧게 설명한 뒤, “정부가 지속적인
예외 상태를 수립하기 위해 온갖 구실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아감벤이 정작 “예외가
실제로 규칙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주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25) 아감벤은 이러한 비판
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자신도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예외가 규칙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예외가 규칙이 되
는 그 세계의 성격이다. 낭시에 따르면 예외는 실제로 규칙이 되었는데, 다름 아닌 “각
종 기술적 연결들(이주, 온갖 종류의 이동, 물질의 전시(exposition)26) 혹은 확산 등)이
22) G. Agamben, “L’épidémie montre clairement que l’état d’exception est devenu la condition normal
e”, Le monde, 2020.3.24.(www.lemonde.fr/idees/article/2020/03/24/giorgio-agamben-l-epidemie-montre-clai
rement-que-l-etat-d-exception-est-devenu-la-condition-normale_6034245_3232.html)
23) Ibid.
24)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42쪽, 269쪽.
25) J.-L. Nancy, “Excepion virale”,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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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강도에 도달한 세계”에서 규칙이 되었다.27) 예외를 규칙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다. 고도로 발달한 인류의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낸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인류가 이룩한 근대 문명 자체가 예외를 규칙으로 만든다. 이러한 문명
세계에는 모든 경계를 넘나들며 그것을 지워버리는 “일종의 바이러스성 예외”가 있으
며, 코로나19와 같은 생물학적 바이러스성 예외만이 아니라, 인터넷, 문화와 같은 바이
러스성 예외가 또한 우리 모두를 감염시킨다. “과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28) 정부는
“실행자”에 불과하며, 그럼에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보다 곤란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마주하지 않으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낭시는 아감벤이 묘사하는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건강과 질병, 출산율과 사망률 등 생명 자체와 관련된 현상들이, 아감벤의 용어로 말하
자면 벌거벗은 생명이, 정치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사람들은 언제나 살기를 욕구했었고, 언제나 가용한 조건에 따라 그러하기를 욕구했었
다”29)는 점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명 자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아감벤은 낭시에게 건강 같은 사소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심장이식을 받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여기서 핵
심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심장이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살 수 있다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식과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켰고,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보다 더 살고자 하고,
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정부로 특정되는 주권 권력
이

아니라

그

누군가로도

특정될

수

없는

“기술경제

권력(pouvoirs

technoéconomiques)”30)이다. 낭시가 보기에, 생명 정치와 관련된 담론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점이다. 생명과 정치는 결코 1대 1로 만나지 않는다. 그 만남에는
언제나 지식과 기술이, 인류의 문명 자체가 개입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마주해
야만 하는 곤란하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26) “exposition”은 낭시가 자신의 고유한 의미로 사용하는 철학 용어로서 흔히 “외존”이라고 번역되며,
타자에게로 열려있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존재론적 상황을 의미한다(이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
준상, 「정치적 ‘행위’와 공동체 –장-뤽 낭시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78집, 제4권, 새한철학
회, 2014, 352쪽, 각주5를 참조할 수 있다). 인용한 문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 존재가 아니라는 점
과 낭시가 이 용어를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기서는 “외존” 대신
에 일상적인 용어인 “전시”를 번역어로 선택했다. 지나가는 길에 덧붙이자면, 낭시가 철학적 논의를
할 때 사용하는 “exposition”을 번역할 때도, 굳이 “외존”이라는 낯선 용어를 번역어로 채택할 이유
가 있는지 의문이다.
27) Ibid.
28) Ibid.
29) J.-L. Nancy, Un trop humain virus, op. cit., p. 98.
30) Ibid.,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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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시에 따르면 인류의 문명 전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에 쳐해 있었다. 하지만 이
러한 문명의 위기가 어떤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고양시켜왔던 문명
의 발전 그 자체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위기는 거의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가령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오늘날 수많은 문
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도
(아감벤과 같은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이 의료 기술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
지 않는다. 문명이 인권이라는 가치 아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습관들인 탓이기도 하
겠지만,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낭시가 말한 것처럼, “[건강] 대신 제안할
수 있는 것을 안다”는 조건이라면,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아감벤의 공
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31) 그러나 아감벤도 낭시도, 다른 어떤 누구도 “대신 제안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런 경우라면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정당하
다.”32) 대안이 없는 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당하다. 더구나 이 길, 인류의 문명은 오늘날 마주한 위기의 원인이지
만, 그와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인류가 이룩한 정복의 역사이며 승리의 기록이다.
이것이 환경문제와 증가하는 경제적 불평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받는 민주주의 등
여러 위기의 징후들이 발견되고, 과학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를 경고
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이다. 상황은 “계산과 생산의 논리”와 결별하는 “정
신의 혁명”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궤도 수정에 착수할 수는 없었다.33) 인류가 이룩한
지식과 기술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고,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 완성된 지식-기술-경제 체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기계를 잠시라도
멈춰 세우는 일은 그 후폭풍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없
는 일이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완전하고 매우 위험하며 잠재적으로는 재
31) Ibid., p. 98.
32) Ibid.
33) Ibid., p. 101-102. 『너무나 인간적인 바이러스』에 「도래할 미래: 바이러스 혁명(Du futur à l’avenir:
La révolution du virus)」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이 글은 2020년 5월 18일 『르몽드』에 「오직 민주주
의만이 우리 역사의 통재되지-않음에 우리를 함께 적응시켜줄 것이다(Seule la démocratie peut nous per
mettre de nous accommoder collectivement de la non-maîtrise de notre histoire)」(https://www.lemonde.f
r/idees/article/2020/05/18/coronavirus-seule-la-democratie-peut-nous-permettre-de-nous-accommoder-colle
ctivement-de-la-non-maitrise-de-notre-histoire_6039973_3232.html)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던 글이다. 문
장이 다소 수정되었으나, 내용 상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르몽드』 판을 인용할 경우에도 『너무나 인
간적인 바이러스』로 인용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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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 가까운 현재가 우리 앞에 있는 알 수 없는 것보다 선호할 만한 것”이었다.34)
낭시의 놀라움은 여기에 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그것,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바이러스가 급작스럽게 해냈다. “<기계>, 매우 자주 비난받았지만 결코 해체된
적이 없던 <체계>가 거의 멈춰 버렸다.”35) 바이러스가 상기시킨 죽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은 지금까지 확실한 것으로 믿고 따라왔던 길 위에서, 아직 아무런 대안도 없음에
도, 사람들을 멈춰 서게 만들었다.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믿음이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함이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가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
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분명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인류의
문명이 위기에 처했음은, 이 체계가 생각만큼 완전하지 않으며 군데군데 균열이 가 있
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폭로자”다.
그것은 “우리 문명의 취약하고 불확실한 상태”를 폭로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미래의 극단적인 불확실성 앞에 내버려둔다.”36) 이제 사람들은 확실성이 사라진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감염이든 연대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존재를 의존하
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37) 사람들은 “무-지(non-savoir)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위험을 감히 감수”해야 하며, 그렇게 “바이러스는 영혼의 진정한 혁명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38)
낭시는 결코 말하지 않지만, 사실 그가 이 “영혼의 진정한 혁명”으로부터 도래하기를
꿈꾸는 것은 그가 『무위의 공동체』39)에서 제안했던 열린 공동체의 성립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어떠한 원리나 이념에 따라 유지되지 않으며,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어떠한
동일성도 전제하지 않는다. 구성원들은 이 열린 공동체 안에서 공동으로 추구하는 뚜렷
한 목표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외존(exposition)”40)하며 함께 존재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낭시는 이러한 공동체가 구성되기 위한 조건이 이미 마련되었음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논하는 그의 글 곳곳에서 암시하고 있다. 지식-기술-경제 체계를 유지
하던 “자기충족성(autosuffisance)”의 환상이 깨짐으로써, 사회든 개인이든 인간 종이든,
그 동일성의 구조 속에 “내적 타자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으며,41) 무위의
공동체를 성립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제시되었던 “죽음”42)이 코로나19와 함께 망각의
34)
35)
36)
37)
38)
39)
40)
41)
42)

Ibid., p. 103.
Ibid., p. 104.
Ibid., p. 8, 108.
Ibid., p. 79.
Ibid., p. 109.
장-뤽 낭시, 『무위의 공동체』, 박준상 옮김, 인간사랑, 2010, 21쪽.
본 글의 각주 26참조.
J.-L. Nancy, Un trop humain virus, op. cit., p. 79-81.
장-뤽 낭시, 앞의 책,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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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벗어나 전면에 등장했다.43)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주의적 공동체를 대체하고
들어선 “이익사회(Gesellschaft)”44)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던 확실성, 그리고 이 확
실성에 토대를 둔 무한한 성장이라는 믿음이 다만 착각에 불과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래서 낭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호소하는 것은 그가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
럼45) 다시 민주주의다.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미래로 향하는 삶에게 필요한 것은 “불확
실성에 대한 인정으로 정의되는 믿음(foi)”이며, 신탁정치가 행하던 확실성에 의한 지배
의 붕괴로부터 태어난 “민주주의는 이 극단적으로 세속적인 믿음의 작용에 정치적 몸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46)
결국 낭시도 아감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자신의 이론을 시험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종이처럼 다루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감벤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의 이론이 맞았음을 팬데믹 상황을 통해 이미 확신했던 반면, 낭시는 진행되는 상
황을 가만히 주시하며 은밀히 갈망하고 있었다. 그의 이론은 이제 막 시험대에 올랐지
만, 너무 빠르거나 느린 기회였다. 많은 사상가들이 그러하듯, 낭시 역시 자신의 이론이
가진 현실성을 미처 확인하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3. 바디우의 경우: 사건을 이론에 적용하기

아감벤과 낭시가 자신들의 이론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팬데믹이라
는 상황을 이론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바디우는 반대로 자신의 이론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상황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결과, 낭시와 아감벤이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어떤 변화를 가져올 예외 상황이라고 평가하는 데 동의하는 것과는 달리, 바디우는 현
상황이 예외 상황이라는 평가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관련하여 총 두 편의 글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2020년 3월 26일 발표한 첫 번째
글, 「감염병 상황에 대하여」에서 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
다.47) 그의 평가는 단순하고 단호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전혀 예외적인 상황이
43) J.-L. Nancy, Un trop humain virus, op. cit., p. 93.
44) 장-뤽 낭시, 앞의 책, 41쪽.
45) 장-뤽 낭시, 「유한하고 무한한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새로운 논쟁을 위하여』, 난장,
2017, 118-119.
46) J.-L. Nancy, Un trop humain virus, op. cit., p. 109-110.
47) A. Badiou, “Sur la situation épidémique”(https://qg.media/2020/03/26/sur-la-situation-epidemique-par-ala
in-badiou/). 두 번째 글은 「팬데믹, 무지와 새로운 공동의 장소(Pandémie, ignrance et nouveaux lieux c
ollectifs)」라는 제목으로 2020년 6월 2일 『리베라시옹』에 발표되었다(https://www.liberation.fr/debat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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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새로운 일, 그의 고유한 철학 용어로 말하자면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 상
황을 겪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에는 아무런 근본
적인 변화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1) 상황 평가

바디우는 우선 그의 글에서 세계 시장이 열악한 의료 상황에 놓여있는 거대한 지역
들과 연계되어 있는 탓에, 에이즈의 출현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류독
감,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SARS) 등 수많은 감염병을 불가피하게 발생시켜 왔음을 상
기시킨다. 코로나19도 이런 감염병 중 하나일 뿐이며, 다만 이번에는 “서구라 불리는
제법 안락한 세계”가 바이러스에 타격을 받았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혁신적인 의미가 없는” 이 사실을 제외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현 상
황에서 예외적이라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는 코로나19라고 불리는 이
감염병의

실제

이름이

“SARS-2”,

즉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2)”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바이다. 이 바이러스는
두 번째 바이러스이며, 극단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도, 전대미문의 어떠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처하면 된다. 방역조치를 잘 따르고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는 것 외에 그로서는 달리 할 일이 없다.48)
그럼에도 상황에 맞지 않는 너무 많은 글들과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다. 그가 보기
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비극과 싸우기 보다는 그것을 즐기려” 하고 있고,
이들은 이러한 은밀한 즐거움 외에, 현재 상황이 가지고 있는 “가공할 만한 단순성과
새로움의 부재에 대한 기이한 무시”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상황은 단
순하다. 감염병은 언제나 “자연적인 규정과 사회적인 규정이 만나는 접점”에서 발생하
여 확산되며, 이러한 확산은 현대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순, 즉 경제는 국경을 초월해
서 전 세계적 규모로 작동하는 반면 정치권력은 국가 단위로 작동할 뿐이라는 모순 때
문에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는 좀 더 강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 언제나 그랬듯이 부르주
20/06/02/pandemie-ignorance-et-nouveaux-lieux-collectifs_1790106/). 첫 번째 글에서 자신이 취했던 입장
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디우는 이 두 번째 글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
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동의 장소, 즉 “우리의 사회 속에서 살고 행동하고 창조하기 위해 알아
야할 모든 것이 원하는 누구에게나 교육될 수 있는 학교들의 거대한 네트워크”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
다.
48) 이 단락의 모든 내용과 인용은 A. Badiou, “Sur la situation épidém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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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계급을 포함한 모든 계급에게 다른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부여하지 않았을 의무를
부여한다. “이 모든 상황에는 놀라운 것도, 역설적인 것도 없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이나 가게 문을 닫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예산을 소비하고, 사설 호텔을 감
염자들의 격리 시설로 사용하며, 심지어 “국유화” 조치까지 언급되는 현 상황은 가능한
확실하게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하는 “상황의 논리적 결과”일 뿐이다. 그 어디에도 전체
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징후도 공산주의 혁명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도 없다. 현 상황
에서 취해지는 모든 조치들은 기존의 질서, 현대 자본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정상적인 노력일 뿐이다.49)
따라서 바디우는 그것이 무엇이든 현재 상황이 정치적으로 혁신적인 무언가로 향해있
다고 주장하는 모든 생각들을 엄격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국가로 하여금
보다 일반적인 이득에 계급의 이득을 통합하면서 상황을 관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상황은 “정치적 차원에서 특히 중립적”이다. 역사적으로 서양의
강대국들 가운데 전쟁이 성공적인 혁명으로 귀결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러
시아와 중국과 같은 상대적으로 변방에 있던 나라에서 혁명이 발생했지만, 이 혁명은
사실 전쟁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현대 계급
사회의 역사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는 현대 자본주의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위험하고 일관성 없는 몽상이다.” 코로나19는 새
로운 것도 아니고 혁신적인 것도 아니다. 그로 인해 주목할 만한 어떠한 사회적, 정치
적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50)

(2) 이론에 의한 상황 평가

이러한 바디우의 입장은 외견상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던 “서구라 불리는 제법 안락한
세계”를 타격했다는 코로나19의 특별함은 백신의 빠른 개발과 세계 경제의 위축, 감염
병 관련 소식의 전 세계적이고 동시적인 전파(즉 두려움의 전 세계적이고 동시적인 전
파) 등 명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차이를 이미 발생시켰다. 또 전쟁과 방역의 비유가 다
만 비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떠한 변화도 도출할 수 없을 것이
라는 구체적인 주장에 이르는 근거로 사용될 때, 과연 그러한 추론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19를 예외적인 것으로 보지
49) 이 단락의 모든 내용과 인용은 ibid.
50) 이 단락의 모든 내용과 인용은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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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그의 판단이 매우 익숙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장태순이 상기하듯이, 현실 사회주
의의 붕괴와 9.11 테러, 세계적인 경제 위기 등 “바디우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큰 변화
에 대해 이번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51) 따라서 그의 이런 일관된 평가
가 단순히 우연의 결과라기보다는 어떤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태순에 따르면, 바디우의 이런 일관된 평가는 무엇보
다 그의 타자에 대한 입장으로부터 비롯된다.
장태순에 따르면, 바디우의 집합론에는 세 가지 타자가 존재한다.52) 그리고 이 중 무
한을 의미하는 절대적 타자는 결코 구조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의 자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철학적 구도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입했을 때, 바
이러스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절대적 타자의 자리이다. 사실 헤겔과 마르크스
의 전통에 따라 “자연과 인간(또는 역사)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설정”53)하고 있는 바디
우에게 자연이란 인간 사회의 밖,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타자인 무한을 의미하고, 따라
서 자연으로부터 온 바이러스 역시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타자인 무한에 속할 수밖에
없다.54) 장태순은 이를 바디우의 자연 개념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55) 결국 바디
우가 감염병이 “자연적인 규정과 사회적인 규정이 만나는 접점”에서 발생한다고 말했을
때,56) 이 말로 바디우는 인간 사회의 복잡한 관계망을 타고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자연
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즉 바이러스가 절대적 타자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바디우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도 가져
오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의 철학 체계 내에서 절대적 타자가
결코 “사건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절대적 타자인 코로나19가 인간 사회 내부
에 어떤 결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장태순에 따르면, 바
디우는 바이러스 외에 다른 외부 개입에 대해 평가할 때도 동일한 논리를 사용해 왔다.
“사건은 철저히 사회 질서 내부에서 일어나야 하며”,57) 따라서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51) 장태순, 「팬데믹과 타자의 개념: 바디우와 지젝의 타자 이해를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Trans-Huma
nities』, 제14집, 제2호, 2021, 13쪽. 장태순은 이 논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해 바디우와 지젝
이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유를 그들의 철학 내에서 타자가 수행하는 역할의 차이
로부터 매우 설득력 있게 분석해낸다. 철학자의 발언에 대한 수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이 될 만한 작업이라고 감히 평가한다.
52) 세계 안에 있으면서 나와 비교될 수 있는 상대적 타자(가령 나와 다른 인간), 세계 밖에 있는 어떠한 경
우에도 나와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 타자(가령 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내에 있되 나와 비교될 수
없는 내재적이면서도 절대적인 타자(가령 예수)가 있다. 장태순, 앞의 책, 14쪽.
53) 장태순, 앞의 책, 23쪽.
54) 위의 책, 21쪽.
55) 위의 책.
56) A. Badiou, “Sur la situation épidém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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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부터의 개입은 절대적 타자로서 사회 질서 내부에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도 일으
킬 수 없다.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적 상황을 사유하는 바디우에게 정치적 사건은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58)
결국 바디우는 아감벤이나 낭시와는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 자신의 이론
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규정하고 판
단한다. 물론 팬데믹의 이후 진행 상황이 그의 예측과 다를 경우, 그의 이론은 시험대
에 오르고, 이제 이론에 의해 상황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이론이 평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디우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한 첫 접근 방식은 이론에
의한 상황에 대한 평가였다. 시험 받는 것은 우선 이론이 아니라 상황이다.

4. 한국의 경우: 수용한 이론 활용하기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주제로 발표된 아감벤과 낭시 그리고 바디우의 글
을 그들의 철학적 배경과 함께 살펴보았다. 이들의 논의는 ‘상황을 기준으로 이론을 평
가하는가’(아감벤과 낭시) 아니면 ‘이론을 기준으로 상황을 평가하는가’(바디우)로 나누
어볼 수 있었는데, 방금 바디우의 경우를 통해 암시했듯이, 이러한 구분은 사실 정태적
관점을 유지할 때 가능한 구분이다. 시간성을 부여했을 때, 이 구분의 경계는 희미해지
고 상황이 이론을 평가하는지, 이론이 상황을 평가하는지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가령 낭시의 경우, 그의 공동체 이론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현 상황에 대한 그
의 글들은, 앞서 보았던 바대로, 분명 상황에 의한 이론의 평가라고 규정되어야 한다.
그가 전개했던 공동체 이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그 현실성을 시험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아감벤에 대한 비판만을 살펴본다면, 여기에는 생명 정치 담론에 대
한 그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신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사회와
인간에 대한 그의 철학적 입장에 분명하게 토대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해 그가 내리는 아감벤과는 다른 판단에는 분명 그의 철학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구분은 철학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생산
된 철학을 수용하여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한국의 철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류하여 규정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수용한 이론을 어떻게 사용
하는가에 따라 한국에서 전개된 논의들은 ‘상황을 기준으로 이론을 평가하는 입장’과
‘이론을 기준으로 상황을 평가하는 입장’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수용한 이론
57) 장태순, 앞의 책, 23쪽, 각주 23.
58)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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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어떤 정당화의 근거로 사용할 때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 수용한 이론을 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의 틀로서 활용할 때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검색기준으로
총16편의 코로나19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59) 이 가운데 우선 김명식,60) 김시천,61)
이경도와 구영모,62) 이회진과 김현,63), 정우진64), 하윤서65)의 논문들을 ‘상황을 기준으
로 이론을 평가하는 입장’으로 묶어볼 수 있다. 이들의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를 발생시켰거나 그것이 드러냈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수용한
이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경도와 구영모의 논문이 다소 독특한데, 이들
은 자신들이 수용한 이론들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
리두기’라는 방역 조치가 어떠한 이론에 의해 잘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그러
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주어진 상황에 이론을 적용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이 논문 역
시 다른 논문들과 그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같은 묶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대안적 담론을 제시하려는 이 연구들을 이렇게 한데 묶어 놓았을 때, 단
번에 드러나는 사실은 동양철학 논문들이 이 묶음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코로나
19를 발생시킨 원인이 서구 중심적 사유에 토대를 둔 인류의 자본주의 문명에 있다고
전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이와 다른 무언가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의 흐름은 환경윤리학자인 피터 싱어(Peter Singer)와 버드 캘리코트
59) 이 결과는 윤리학 혹은 의료윤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철학 연구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 이
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윤리학과 같은 실천적인 철학 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색 과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코로나”와 “철학”이라는 주제어로 단순 검색한 이후(144편), ‘학술지명’을 기준으
로 교육과 종교, 경제 등과 관련된 연구들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남은 논문들(39편)을 검토하여 다시 교
육과 종교, 경제 그리고 의료윤리 관련 논문들과, 코로나19를 다만 연구의 계기로 삼은 논문들을 제외하
였다. 이 마지막 과정에서 『철학과 현실』 125집과 126집에 수록된 김기봉(「포스트코로나 시대 ‘문명
의 충돌’과 한국」,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과 신문명 패러다임」), 임동균(「코로나 시대의 시민사
회」), 임성호(「코로나 사태로 급해진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변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를 향
해」)와 같은 사회학자들의 글 역시 본 글의 취지를 고려하여 배제하였다.
60) 김명식, 「코로나 시대 공동체의 범위와 공익실현의 방법」, 『동서철학연구』, 제101호, 한국동서철학
회, 2021, 523-542쪽.
61) 김시천, 「‘K-철학’은 가능한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동양철학의 길 -」, 『동양철학』, 제55호,
한국동양철학회, 2021, 197-222쪽.
62) 이경도, 구영모,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딜레마: 인구 집단의 리스크와 개인의 복지 간 대립에 대한 도
덕 이론들과 그 한계」, 『철학』, 제146호, 한국철학회, 2021, 221-253쪽.
63) 이회진, 김현, 「자연의 유물론과 생태 민주주의－칼 맑스(K.Marx) 『경제학-철학 초고』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삶의 양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제98집, 제3호, 범한철학회, 2020, 125-156쪽.
64) 정우진, 「현대의학의 본체론적 질병관에 대한 철학적 반성과 대안적 질병관에 대한 고찰: 코로나 바이
러스-19 사태를 단서로 삼아」, 『동서철학연구』, 제101호, 한국동서철학회, 2021, 543-562쪽.
65) 하윤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정명론(正名論) 소고」, 『철학논집』, 제102집, 제4호, 새한철학회,
2020, 419-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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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B. Callicitt)를 논의에 활용하고 있는 김명식과 맑스를 소환하고 있는 이회진과 김
현의 서양철학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론을 기준으로 상황을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논문들의 묶음에는 고
도연66)과 신응철,67) 이진우68)의 논문과 최혁이 발표한 두 편의 논문69) 그리고 홍경자
의 논문70)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논문들은 자신들이 수용한 이론들을 문제의 대안으
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틀로서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
고 있다. 최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변화된 죽음과 수치심의 의미를 하이데거와 사
르트르를 매개로 분석하고, 고도연과 신응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해진 방역 조치를
성리학과 벤담의 파놉티콘을 통해 설명하며, 이진우와 홍경자는 생명 정치 이론을 이용
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 자체를 분석하고 해명한다.
이 묶음의 논문들 가운데 우선 주목을 끄는 것은 고도연의 논문이다. 코로나19와 관
련하여 전개된 동양철학 논의들이 거의 예외 없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는 입장을 취
하고 있는 반면, 고도연의 논문은 동양철학 분야의 논문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자신이
수용한 이론을 대안이 아닌 분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동서양의 방역 방
식의 차이, 특히 한국의 방역 방식을 성리학에 기초하여 풀어낸다.
이 묶음의 논문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생명 정치 철학이 아
감벤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 검증되는 이론이었던 반면, 한국의 연구자들
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71) 물
론 이러한 차이는 이론의 생산자와 수용자라는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
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시킨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66) 고도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동서양 철학적 지향과 한국철학의 가치연구」, 『인문사회21』, 제12집,
제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1983-1997쪽.
67) 신응철, 「코로나19 시대와 파놉티콘 다시 보기」, 『현대유럽철학연구』, 제60호, 한국하이데거학회,
2021, 75-98쪽.
68) 이진우, 「코로나의 철학적 도전: 안전인가 아니면 자유인가?」, 『철학과 현실』, 제126집, 철학문화연
구소, 2020, 67-85쪽.
69) 최혁,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의 죽음 이해: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
130호, 철학연구회, 2020, 303-332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치심 문제: 사르트르의 수치심 개념을 중
심으로」, 『철학과 현상학연구』, 제89집, 한국현상학회, 2021, 1-30쪽.
70) 홍경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명정치」, 『현대유럽철학연구』, 제62호, 한국하이데거학회, 2021,
185-217쪽.
71) 물론 홍경자의 논문이 다만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논문은 아감벤이 놓치고 있는
생명 정치의 “자율적인 주체의 영역”을 강조하며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명 정치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홍경자, 위의 책, 207쪽) 따라서 이 마지막 부분을 강조할 경우, 이
논문은 ‘상황을 기준으로 이론을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는 묶음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논
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명 정치에 대한 설명과 이를 통한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지금
의 분류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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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자체를 분석하고 규정하려는 국내의 시도들이, 바디우가 그러했듯, 어떤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새겨둘 만하다.
물론 어떠한 이론에도 의존하지 않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직접 접근하려
는 시도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묶음 어디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논문으로 팬데믹
상황과 관련된 아감벤의 논의를 소개한 박문정72)의 논문과 앞서 인용했던 장태순의 논
문,73) 그리고 엄정식74)과 정세근75)의 논문이 있는데, 이 마지막 두 논문이 그러한 성
격의 글들이다. 이 글들은 어떤 이론의 도움도 없이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
하지 않고, 다만 지금까지 벌어졌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여러 단면들을 기술하며
그곳에 내재한 철학적 쟁점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무언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는 않는다. 기록하듯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여러 측면들을 기술한 끝에 엄정식은 하
이데거가 말한 실존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정세근은 “코로나 윤리
학” 혹은 “감염 윤리학”을 전개해야 함을 차분히 권할 뿐이다.

5. 맺음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벌어진 이후, 프랑스와 한국에서는 많은 철학적 논의들이 이
루어졌다. 글에서는 낭시(그리고 아감벤)과 바디우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들의 논의를
‘상황을 기준으로 이론을 평가하는가’ 아니면 ‘이론을 기준으로 상황을 평가하는가’로
구분한 뒤, 이 구분 틀을 가지고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논문들을 분류해 보았
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했듯이 이 구분은 정태적인 관점에서 성립하는 구분일 뿐이다.
시간성을 도입했을 때, 즉 철학 연구자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 돌
아왔을 때, 이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그러나 이 구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구분이 알려주는 사실,
즉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앎이, 어떤 이론이 전제된다는 사실은 진리로 남는다. 앞서 보
았듯이, ‘상황을 기준으로 이론을 평가하는’ 연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으며, 그렇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한 앎
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 ‘이론을 기준으로 상황을 평가하는’ 연구들도 다르지 않다. 이
연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로 가정하고 그것을
72) 박문정, 「유럽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아감벤의 관점」, 『유럽연구』, 제39집, 제1호, 한국유럽학회,
2021, 119-137쪽.
73) 장태순, 앞의 책, 7-27쪽.
74) 엄정식, 「코로나19의 도전과 응전」, 『철학과 현실』, 제126집, 철학문화연구소, 2020, 5-26쪽.
75) 정세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감염 윤리」, 『대동철학』, 제95집, 대동철학회, 2021, 119-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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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려고 하지만, 무언가로 규정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이미 가지고 있다. 상황을 기
준으로 ‘이론’을 평가하든 아니면 ‘이론’을 기준으로 상황을 평가하든, 이론은 언제나
존재한다.
아무런 이론도 없이 상황 자체에 접근하려는 시도들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윤리학”
혹은 “감염 윤리학”을 다만 필요한 것이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인 무엇으로 제시하려고 할 때, 논의는 어떤 다른 이론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특정 이론이 되어 현실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시된 두 묶음 중 하나에 필연적
으로 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것이 한국의 철학 연구자들에게만 적
용되는 특별한 법칙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론의 생산자인가, 생산된 이론의 연
구자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아감벤과 낭시에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이미 무언가
로 규정되어 있었고, 바디우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너무나 확신했기에 코로나19 팬
데믹 상황이 무엇인지 규정해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이론의 존재는 여기 어디
서도 결코 부정되지 않는다.
어떤 특수한 신비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이, 지성의 방향으로 진화해온 인간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것을 접하고 그것을 알고자 할 때, 인간이 보이
는 태도는 둘 중 하나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바를 가지고 내 앞에 이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거나, 이 새로운 것에 내가 알고 있던 바를 비추어 보는 것이다. 이
게 뭐지? 이게 맞나? 이 짧은 질문 사이에 상반되는 두 태도는 빠르게 교차하고, 잠정
적으로라도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교차한다.
물론 아무런 편견 없이, 어떠한 앎도 미리 참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주어진 문제를 성
찰하는 태도는 데카르트 이래 철학하는 기본자세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데카르트가 이 “방법론적 회의”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 했는지, 얼
마나 강한 의지가 필요했는지 쉽게 잊는다. 또 이미 너무 많은 것은 알고 있던 데카르
트가 강한 의지로 아무 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했던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토대
를 찾아 학문을 세우기 위함이었으며, 이 토대는 17세기에 데카르트 자신에 의해 발견
되었고, 그 위에 이미 거대한 학문의 체계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더 쉽게 망각한다.
중요한 것은 백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꺼이 백지가 되려는 의지를 잃
지 않는 것이며, 낭시가 아감벤에게 했던 바로 그 말, “너는 [그러므로 나는] 틀릴 수
있어”라는 말을 잊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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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철학>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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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이재훈 (세종대)

조태구 선생님(이하 논자)의 발표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새로움’ 앞에서 철학,
정확히 말해 인간 지성이 취하는 전형적인 두 가지 모습을 유럽과 한국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유럽의 경우에만 국한해서 그 두 가지 유형을 나누어보면:

1) 이론을 사건

에 적용하기 혹은 상황을 기준으로 이론을 평가하기(낭시와 아감벤의 경우) 2)사건을
이론에 적용하기 혹은 이론을 기준으로 상황을 평가하기(바디우의 경우). 양자는 정태
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시간적인 현실에서는 이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논자는 덧붙인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정태적으로 놓고 나누어보는 것은 “새로움”에 대한 지성의 태도의
특성들을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논자는 이로부터 더 나아
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라도 “새로움”에 대한 접근에는 이론이 반드시 전제된다고 지적
한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바를 가지고 내 앞에 이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하
거나, 이 새로운 것에 내가 알고 있던 바를 비추어 보는 것이다.”
이 작업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유럽 철학자들의 견해들을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새로움”을 대하는 이론
내지 인간 지성의 태도들을 비교 고찰하는 논자의 발표문은 앞으로 어떻게 현재의 “새
로움”, 이 “새로움” 이후, 그리고 미래의 “새로움”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성찰할 기회
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1. 이 글은 메타 이론적 성격을 가진다. 이 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철학적 분
석들을 소개하거나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 대한 논자의 견해를 서술하기보다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의 전제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 대상은
“이론을 사건에 적용하”는 1그룹에 속하는 아감벤, 낭시와 “사건을 이론에 적용하는” 2
그룹에 속하는 바디우로 나뉜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여러 연구들은 이 기준에 따라 나
뉜다) 먼저 논평자에게 이 차이에 대해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해줄 것을 부탁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평자의 짐작이 틀릴 수도 있지만, 논자는 낭시와 유사한 견
해를 가지지 않았나 추측된다. 비록 논자가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직
접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다. 발표문을 근거로 현재의 팬데믹에 대한 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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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한 견해를 추론해 보겠다. 물론 거짓된 추론일 수도 있다.
아감벤은 자연과 문화를 이항 대립으로 설정하고 과거에는 문화 내지 정치 질서로
부터 배제되었던 “벌거벗은 생명”이 오늘날 정치 권력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다고 진단
한다. 이 진단에는 생명을 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즉 탄생과 죽음, 성장과 생식, 건강과
질병과 같은 생명 현상을 주요 문제로 삼는 생명정치에 대한 그의 비판이 함축되어 있
다. 그가 보기에 과거에는 오직 예외 상태에서만 문제가 되었던 벌거벗은 생명의 영역
이 이제 정치 영역과 일치하게 되었다. 그는 이 일치의 현상은 아우슈비츠가 일반화되
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 아감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라는 자연
에서 온 타자가 만들어 낸 “예외적 상태”를 오늘날 정부가 정치의 정상적 조건으로 사
용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아감벤의 견해에는 자연(벌거벗은 생명)과 문화의 이분법, 바
이러스와 정치권력의 이분법이 전제되어 있다.
낭시는 이 같은 아감벤의 생명정치 이론을 비판한다. 낭시는 과학 기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예외는 규칙이라고 말한다. 기술적 현상 속에서 예외는 언제나 등장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예외 내지 타자(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는 이미 문
화 안의 현상이라 말해질 수 있다. 논자가 전해주는 낭시의 견해에 따르면 “생명과 정
치는 결코 1대 1로 만나지 않는다. 그 만남에는 언제나 지식과 기술이, 인류의 문명 자
체가 개입되어 있다.” 이 같은 낭시의 견해는 자연과 사회를 대립시키는 바디우와도 대
립한다. 후자에 의하면 바이러스는 자연에서 온 절대적 타자이며 “자연은 사건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바디우는 코로나 19 팬데믹은 사회, 정치 질서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논평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이미 무언가로 규정되어 있다”, 코로나19 바이
러스와 팬데믹이라는 “새로움”에 마주한 우리에게 이론은 어디서도 결코 부정되지 않는
다, 그리고 이것들은 인간 지성의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라는 논자의 견해는 다음의 생
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지성의 산물인 기술과 문
화에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타자가 아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타자이다. 물론
그것은 전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으며 완전하게 통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언제든 어디서든 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칙이 된 타자이다. 이것은 논자의 거짓된
추론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기회로 논자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자신의 견해 –
발표문에서 다루어진 이론들과 비교하면서 – 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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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펑크 장르를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심리스 리얼리티(Seamless Reality)에 대한 비판
- 기술 중심 미래 전망에 대한 대항서사들 속 심리스 리얼리티 재현 양상 연구
박인성 부산가톨릭대학교
제2부 팬데믹, 그리고 우리의 삶과 죽음사이버펑크 장르를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심리스 리얼리티(Seamless Reality)에 대한 비판 - 기술 중심 미래 전망에 대한 대항서사들 속 심리스 리얼리티 재현 양상 연구 | 박인성 (부산가톨릭대)

1. 들어가며 : 코로나 펜데믹과 메타버스라는 심리스(seamless) 리얼리티

본고는 코로나(COVID-19) 펜데믹 시대 심리스 리얼리티가 각광받는 현실 속에서
소설과 게임을 포함하는 서사 창작물이 어떻게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비판적으로 재
현하고자 하는지를 살피는 연구다. 특히 최근 들어 ‘메타버스’로 통칭되고 있는 미래 지
향의 대안적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넘어서서, 과거부터 소설을 비롯한 서사 장
르들이 그러한 가상현실을 재현해 왔던 주요 양상들을 통해서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울퉁불퉁한 현실을 되살리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구
체화할 것이다. 우선 본고에서 언급하는 심리스 리얼리티는 ‘어떤 끊어짐이나 분절 없
는 일원적, 연속적 세계’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함축한다. 무엇보다도 이는 디지털과 오
프라인 현실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기술적 연결로 이루어진 세계 인식이다.1) 따라
서 사람들이 원칙적으로는 분절된 세계 인식에서 벗어나 디지털에 접속해 있다는 인식
자체조차 무감각해지고 매끄럽게 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현실 인식을 표현하고자 한다.
심리스 리얼리티는 무엇보다도 ‘비대면’이라는 말이 일상화된 시대에 ‘비대면’을 ‘디
지털 대면’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적 연결이며, 동시에 접속과 소통에 전제되어 있는 물
질적-시각적 단절을 비가시화하는 기술로 특징된다. 코로나 펜데믹은 압도적인 바이러
스의 영향력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에 의해 발생한 모든 형태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
는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필요성을 출현시켰다.2) 포스트 코로나를 앞

1) 심리스 기술은 영화에서의 원테이크 연출 기법처럼, 디지털 이미지를 어떤 단절도 없이 연결되는 매끄러
운 시각 정보로 전달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많은 디지털 게임들이 궁극적으로 플레이어
에게 전달하고자하는 한 가지 효과는 끊임없는 몰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게임 속 세계에 대한 경
험을 심리스하게 연출하는 것이다. 최근 게임의 사례들은 <갓 오브 워>와 <레드 데드 리뎀션> 같은 게임
들을 들 수 있다. 박인성, ｢2010년대 비디오 게임에서 나타는 서사와 플레이의 결합 방식 연구 - AAA급
게임의 심리스(Seamless)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1권 1호, 2020, 83-111쪽.
2) “코로나 이후의 삶이 이전과 바뀔 것이라는 전망은 새롭고 강력하지만, 팬데믹 이후 근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변화 속에서도 과거의 삶을 거의 온전하게 회복하고자 하
는 강력한 열망과 반성 없는 정상화 과정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연결은 과거의 강한 결속을 회복
하거나 뉴노말에 대한 미래 전망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비가역적인 파괴와 폐허를 감당하면
서도 심리스가 주는 안락함의 눈속임을 벗어나 잠재적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타자와의 만남과 접촉
을 재발명하는 것이다.” 박인성, ｢과거도 미래도 말하지 않는 팬데믹 서사｣, 현대비평 제8권, 2021,
36-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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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펜데믹의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미래
산업에 대한 기술 중심의 담론과 기업들이 선도하는 미래 전망이 얼마나 빠르게 시대
적 흐름을 지배했는지에 대하여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 펜데믹은 단순히 물질적인 거리
두기만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 서구 지성 중심의 담
론의 공백 상태를 불러왔다. 이 공백을 빠르게 점유한 것은 디지털 중심의 기술 중심
사유다. 모든 사람들이 비대면의 소통과 디지털 중심의 대안적 삶에 대한 필요성을 받
아들임과 동시에, IT 중심의 거대 공룡 기업들은 빠르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독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가치들을 디지털 중심의 삶으로 재편하고자 시도하는 중이
다. 단적으로 사례를 말하자면,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유령 같은 개념
이 지금 코로나 펜데믹을 기회로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휩쓸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메타버스 개념이 어떻게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판타지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결코 이러한 개념이 기술 산업의 독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다양
한 서사 창작물에서의 선취적인 재현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를 포함하는 기술 중심 미래 사회에 전망은 그 자체로 심리스적인 측면이
있다. 기술 중심 미래사회에 대한 낙관론은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 현실에서 발생 중인
많은 문제들을 비가시화함으로써만 매력적인 미래 전망을 매끄러운 시각적 판타지처럼
구성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완
전히 새롭고 창의적인 것처럼 주목하는 반면에, 문학을 비롯한 문화콘텐츠의 영역에서
그러한 개념은 새롭지도 않을뿐더러 대단히 낡았고 심지어 위험한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는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술 중심의 미래 사회에 대한 해
석적 각축전이 사실상 지나치게 낙관적인 미래 전망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특히 펜데믹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 있
는 다양한 전망과 가치들을 기술 중심의 거대 기업들의 기술 중심적 사유에 독점적으
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메타버스에 대한 페이스북(FACEBOOK,
최근 페이스북은 아예 메타(Meta)로 사명을 변경했다)과 에픽 게임즈(Epic Games), 월
트 디즈니(WALT DISNEY COMPANY)와 같은 거대 기업들의 긍정적인 전망은 코로
나 펜데믹과 함께 경직된 모든 실물 경제의 유동 자산을 가상현실을 중심으로 하는 디
지털 산업 쪽의 가치투자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메타버스라는 단어만 붙어도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에, 그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주장들 또한 조심스럽지만 속속 등장하고 있다.3) 이러한 비판적
3) 본격적인 포문을 연 것은 PC게이밍의 기사 Wes Fenlon이 쓴 <The Metaverse is Bullshit>다. 또한 DOOM
시리즈의 개발자이자 현재 VR 연구에 자문을 하고 있는 존 카맥John Carmack 역시 메타버스에 대한 지
나친 낙관론은 현재의 기술적 성취에 비해서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아이러니
한 문제는 이러한 비판적 주장들이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VR 기술의 최전선
에 있는 게임 업계 당사자들을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가 메타버스를 실제하는 마법의 가루처럼 주목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https://www.pcgamer.com/the-metaverse-is-bullshit/ 참고

- 89 -

관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전적인 사이버펑크 장르 소설들에서 묘사하고 있
는 근미래의 사회다. 정부가 아니라 거대 기업이 모든 권력과 재화를 독점하는 사이버
펑크 미래 사회는 기술 중심의 미래 사회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비전을 함축한다. 또한
윌리엄 깁슨의 소설 <뉴로맨서>가 압축적으로 전달하듯이 사이버펑크 장르란 결국 양
극화된 미래사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문제가 불공평한 분배의 문제라는 사
실, 또한 새로운 계급 투쟁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장르다. 기업 주도의 메타
버스를 중심으로 한 미래 전망이 이러한 사이버펑크 장르의 기술적 비전을 전유하면서
도 의도적으로 디스토피아적 비전을 누락하고 비가시화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편의
적 해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본고의 연구 주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포
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해석적 전망을 독점하고자 하는 기술 중심의 미래 전망에 저
항하는 대항 서사(counter narrative)로 일련의 소설과 문화콘텐츠를 읽어내려는 시도
다. 이러한 대항 서사들의 핵심은 심리스 리얼리티가 비가시화하는 대상들을 다시금 복
원하고 우리의 현실에 재매개하는 중요성을 알려준다는 사실에 있다.
본고가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심리스 리얼리티라는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메타버스가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가장 상위의 개념이라면, 그 아래에
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적 개념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개념을 포함하여,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암호화폐, NFT(Non-Fungible Token)에 이르기까지 최
근 뜨거운 관심을 받는 기술적 대상들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아래로 집결하고 있는 모
양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기술적 적용들 최종적인 상위 개념인 메타버스로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적인 매개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다. 본고는 그러한 기술들이 결국 수용자의
적극적인 세계 인식으로 이어지기 위한 매개물이 심리스 리얼리티임을 강조한다. 증강
현실과 가상현실을 결국 실제 세계에 접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매끄러운 연
결성이며, 이것은 메타버스가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에 대한 접속 자체를 잊어버리는
최종적인 몰입 상태를 지향한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 1999)에 등장하는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접속자가 접
속 사실 자체를 모르고 평생의 인생을 아바타로서의 삶과 완벽하게 동기화한다는 점이
다. 가장 강력한 심리스 리얼리티를 ‘매트릭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본고에서는 그러한
심리스 리얼리티의 균열과 붕괴에 대하여 주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텍스트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장밋빛 미래들이 그리지 않
는 다른 미래의 형상, 심리스 리얼리티의 이면을 살피는 양상들에 주목한다. 본고는 심
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몰입과 탈몰입을 재현하는 텍스트들이 서로 다른 대응의 양상을
보인지를 갈래화하여 살피고, 그 각각의 저항적 의미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는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각각의 텍스트에서의 재현 및 그에 대한 몰입-탈몰입을 살
피기 위한 기준을 서사적 구성 안에서 세우는 것이다. 여러 텍스트 사이를 비교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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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앞서 언급한 <매트릭스>은 좋은 기준을 제공해준다. 이 텍스트는 ‘매트릭스’라
는 가장 완벽한 메타버스이자 심리스 리얼리티가 어떻게 기존의 현실이라는 개념을 대
체함으로써, 그것이 가장 충격적인 형태의 악몽을 실현하는지를 보여준다. 네오가 매트
릭스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연결 케이블을 뽑아내는 장면은 가장 강한 몰입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탈몰입으로 이동하는 낙차룰 시각화하고, 이후에 기계-프로그램들과의 대
결을 통해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가장 비판적이고 혁명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매트릭
스를 극단적인 사이버펑크 디스토피아로 설정할 경우, 본고에서 살펴볼 다른 텍스트들
은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재현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중심 미래사회에 대한 서사 창작물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줄 것
이다.
본고는 크게 각각의 서사 창작물에서 ① 심리스 리얼리티가 현실과 관계 맺는 방
법, ② 주체가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하여 느끼는 몰입과 탈몰입, ③ 최종적으로 심리스
리얼리티가 비가시화하는 실제 현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대상으
로는 메타버스를 가장 스펙터클한 심리스 리얼리티로 재현한 〈레디플레이어 원〉
(Ready Player One, 2018).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대 기업들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추
출하기 위하여 가장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인용한 닐 스티븐스Neal Stephenson의 소설
｢SNOW CRASH｣(1992)에 대하여 살펴보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게임의 영역에서는
가장 최근의 사이버펑크 장르를 게임화한 CD Projekt S.A.의 〈사이버펑크 2077〉
(Cyberpunk 2077, 2020)을 다루고자 한다. 세 텍스트는 큰 틀에서는 사이버펑크 장르
의 범주에서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메타버스와 기술 중심 미래사회에 대한 비
판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의 관점, 그리고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재현
의 양상 및 심리스 리얼리티로 인해 비가시화된 현실을 드러내는 강조점은 각각 다른
텍스트들이다.

2.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모순적 재현과 편의적 통제화 : <레디 플레이어 원>

메타버스라는 개념과 그에 대한 기대의 핵심은 메타버스가 플레이어에게 끊임없는
몰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치 있는 리얼리티라는 개념을 획득하는데 있다. 따
라서 인식론적 차원에서 심리스 리얼리티는 시각적 분절이나 인지상의 단절 없이 디지
털 세계와의 접속을 수행하며, 이를 기존의 현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문
화적 활동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 달성된다. 물론 이에 대한 메타버스 비판론이 제기하
듯이 인터넷이야말로 메타버스가 수행한다고 상정되는 대부분의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인식론적-경험적 피드백이 온전한 가상현실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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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스 리얼리티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 개념이 온전
히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화면이라는 규격화된 프레임을 벗어나는 가상현실 개념이
육안으로든 혹은 기술적 매개물(VR 디바이스)를 통해서든지 간에 어떠한 시각적 제한
이나 몰입의 방해를 받지 않는데 있다. 여기서 우선은 시각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으며
별도의 오감에 대한 피드백의 제공은 별도의 기술적 구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미래 사회를 그리는 동시에, 심리스 리얼리티의 차원
까지 끌어올려진 메타버스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시각적 재현을 수행한 최근 영화는
<레디 플레이어 원>(2018)이다. 주인공 웨이드는 '그리게리어스 게임즈(Gregarious
Games)'가

개별한

OASIS(Ontologically

Anthropocentric

Sensory

Immersive

Simulation)라는 가상현실 게임에서 ‘파시발’이라는 아바타의 모습을 통해서 현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 OASIS는 단순한 가상현실 게임이라기보다 오늘날의 개념대로면
말 그대로의 메타버스다. 원작 소설의 설정을 빌리자면 OASIS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제 현실 이상으로 몰두하고 있는 디지털 세계로, 예를 들어 실제 세계의 모든 공립학
교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아시스 안에 설립되었으며 게임 안에서 실제
교육을 수행할 정도다. 또한 오아시스는 별도의 경제 활동 및 경제 구조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직업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의 노동활동을 통해서 게
임 내 재화를 획득하고 그 재화를 통해서 현실 경제력을 획득한다.4)
작중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비판은 그 서사적 내용의 차원에서 적절하게 환기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 메타버스에 일반적인 우려와 같은 맥락이다. 바로 메타
버스의 과도한 심리스 리얼리티가 실제 세계를 잊고 OASIS에서의 삶만을 현실처럼 살
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종의 자기소외와 중독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또한 가상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특정 기업과 권력에 의한 지배력의 행사, 경제적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작중에서 그리게리어스 게임즈에 이어 업계 2
위를 차지하고 있는 I.O.I.(Innovative Online Industries)사는 OASIS에 대한 지배력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의 하수인인 식서(sixer)들을 통해 스토리 전반에 걸쳐 주인공 일행
을 방해하는 물리력을 행사한다. IOI는 메타버스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착취 구조
전반을 암시하는 납작한 악당의 포지션을 담당하는데, 특히 IOI의 로열티 센터는 채무
4) 이러한 OASIS에서의 경제활동은 2021년 현재 엄청나게 주목 받고 있는 게임 내 화폐 경제의 실물경제화
를 포함하는, 소위 ‘P2E’(Play to Earn) 개념과 거의 흡사하다. 물론 아직까지 실제 세계에서는 OASIS
처럼 압도적인 경제 규모를 가진 메타버스가 존재하지 않을 뿐, 여러 게임 플랫폼들은 게임 내 재화를
암호화폐와 교환하기 시작했으며, 다시 암호화폐는 현실의 실물 화폐로 교환되는 방식으로 게임 내 노동
을 현실의 경제활동과 동기화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NFT 개념이 더해지면서 게임 내 경제 구조는 더욱
강력하게 현실 경제 구조에 개입하게 될 예정이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 대체 불가능한 게임 아이템으로
취급도는 할리데이의 3가지 열쇠는 NFT의 대표적 사례다. 신현우, ｢디지털게임에서의 '플레이노동'에 대
한 이론적 연구: 플레이의 '기계적 예속'의 정치경제학 비판｣, 한국언론정보학보 97호, 2019, 7-36쪽; 최성
원・김정수・이승목・고중언・김현지, ｢대체불가능토큰(NFT)기반 블록체인 게임의 비즈니스모델 혁신요
소 연구 : 게임 내 디지털 자산 유통 플랫폼 ‘플레이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1권
2호, 2021. 123-138쪽; 임종욱, ｢메타버스 시대, NFT 아이템의 도입에 따른 게임산업법의 쟁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2권 3호, 2021, 83-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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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OASIS에서 강제 노역하게 하여 디지털 재화를 수급하는 ‘작업장’을 구축한 것
이며, 최종적으로는 OASIS를 지배한 이후 그 경제적 독점 구조를 활용해서 각종 광고
의 배치와 고가의 아이템 판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애초에 이 영화의 전체 서사 구조는 IOI와의 적대적 구도 속에서 메타버스의 심리
스 리얼리티가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 도달하기 위하여
주인공이 모든 퀘스트를 통과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퀘스트가 되는 것이
바로 오아시스의 개발자 제임스 도노반 할리데이의 유언으로, 그는 오아시스 안에 자신
이 숨겨둔 임무를 완수하고 세 개의 열쇠를 얻어 자신의 '이스터 에그'를 찾아낸 플레이
어에게 오아시스의 모든 운영권과 회사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공언한다. 할리데이의 유
언의 핵심은 OASIS가 가지는 과도한 심리스 리얼리티가 가진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이 게임의 유저에게 직접 위임하겠다는 발상이다. 또한 이러한 유언의 배경은
할리데이가 OASI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삶을, 소중한 인간관계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후회로부터 온다. 즉 웨이드의 모든 퀘스트 달성은 할리데이에 대한
이해와 가상현실보다도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치럼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주제적인 차원에서의 비
판적 의식은 선명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재현과 표현에 있어서는 주제와의 충돌이 발생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인공 웨이드의 모든 OASIS에서의 경험과 행위들
은 심리스 리얼리티에 강하게 몰입한 주체의 즐거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웨이드는 3개의 열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할리데이가 겪은 진짜 삶에 있어서의 후회
를 목격하게 되며, 이에 공감하게 되지만 그 모든 과정 역시 강한 심리스 리얼리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는다. 주제 차원에서의 비판적 의
식과 텍스트의 형식적 차원에서의 몰입이 서로 상반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심리스 리얼리티와 실제 현실 사이
의 인지적 구분이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근본적인 주제의식의 차원에서 심리스 리얼리티는 어디까지나 현실의
유효한 보조적 수단일 때에야만 의미를 가진다. 이는 게임에 대한 보수적인 비판 의식
과 일맥상통한다. 과도한 몰입은 나쁜 것이며, 언제나 적절한 몰입과 현실로부터의 이
완과 거리감을 통제할 수 있을 때야만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는 철저하
게 통제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도구적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태
도는 심리스 리얼리티에 위험성과 함께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심
리스 리얼리티가 가진 매혹적인 성격를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충돌과 충격으로 이
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라 말할 수 있는 ‘절망의 요새’에서의 대규
모 전투씬은 말 그대로 심리스 리얼리티 안으로 소환된 서브컬쳐 아이콘들(건담과 메카
고지라의 대결)에 대한 오마주이자 게이머들의 판타지에 대한 강한 몰입을 강조한다.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몰입의 수준은 강하지만 탈몰입의 수준은 약하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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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S에 대한 부자유로 인해서 현실 세계로 이탈하게끔 만들지 않는다. 어디까지만 문
제가 있는 것은 OASIS가 아니라 현실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는 문제를 급진
적인 차원으로 가져가지 않으며, 모든 악의 원인을 IOI에 떠넘김으로써 현실로의 탈몰
입 효과를 더욱 감당할 만한 것으로 수정할 뿐이다. 이 영화가 아동을 위한 성장서사에
기반해 있다고 할지라도 편의적인 심리스 리얼리티와 매혹적인 메타버스의 시각성은 명
백하게 현실의 문제를 비가시화한다. OASIS에 대한 심리스 리얼리티로의 강한 몰입 효
과가 사실 사람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계급적-경제적 차원의 문제라는 이데올로기적 문
제의식을 손쉽게 삭제해 버리기 때문이다. 웨이드는 OASIS에서의 대안적인 능력을 활
용해서 결과적으로 현실 세계에서의 자신의 계급적-경제적 문제를 개인적 수준에서 해
결해버린다. 따라서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적극적인 몰입을 수단으로 활용하여 탈몰
입의 순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하는 셈이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내용과 형식 사이의 아이러니는 <레디 플레이어 원>의 결말에
서 손쉽게 해결되어버린다. 이 결말에서 가장 문제적인 것은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탈몰입이 유저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OASIS의 운영권을 획득한 웨이드
가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서버를 통째로 셧다운시키는 방식은 유저의 접속을 막는 것은
단순한 운영자로서의 특권이라기에는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반영이다.
하지만 이러한 묘사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피상적인 비판과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이 텍스트는 메타버스의 향유자들을 심리스 리얼리티를 자발적
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취약한 존재들로 그리기 때문이다. 주인공 웨이드가 그러한 위험
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운영자의 위치에서 예외적인 특권적 지점을 확보하
게 되는 것 역시 그렇다. 이러한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탈몰입과 메타버스에 대한 비
판은 상당히 편의적이며 이분법적이다. VR 디바이스만 벗으면 현실과 가상현실의 구분
을 손쉽게 구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분에 대한 이해는 급진적이거나 혁명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텍스트는 심리스 리얼리티는 결국 현실의 적절한 대안적 휴식
처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결말은 절충적이며 수동적인 결말이 된다.

3.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이원적 재현과 경계적 의식화 : SNOW CRASH5)

SNOW CRASH에서 주인공 ‘히로 프로타고니스트’는 사이버펑크 세계관 속에
놓인 복합적 정체성을 가진 인물로 살아간다. “최후의 프리랜서 해커 / 세계 최고의 검
객 / 중앙 정보 회사 정보 조사 요원”(29쪽)이라 자칭하는 히로는 그 혈통과 출신까지
자신의 복합적인 면모를 더욱 강하게 의식한다. 이는 히로가 이 사이버펑크 미래 세계
5) 닐 스티븐스, 스노 크래시 1~2, 남명성 옮김, 문학세계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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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손쉽게 소속감을 획득하거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소설 초반 그는 피자 배달부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아주
단순한 직업적 업무,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소속감에 이르기까지 직업적인
만족감을 드러낸다. 피자 배달부야말로 실제로 그가 가진 복합적 정체성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편의적인 직업일 뿐 아니라, 사실 어떠한 디지털 기술도 필요하지 않으며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한 배달 업무조차
복잡하게 만드는 미래사회의 복잡한 도시 장애물과의 충돌들로 인해 그 직업조차 그만
둘 수밖에 없다.
이 소설에서 강조되는 주된 이미지와 감각은 바로 이런 경계선과 단절감이다. 주인
공 히로는 자신이 위치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세계가 단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환기한다. 메타버스로의 접속은 간단하지만, 동시에 메타버
스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강조된다.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의 핵심 지역인
‘스트리트’에는 거대 번화가를 방불케 하는 복잡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수많은 아바
타들이 자신들의 구역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스트리트에 자기 부동산을 구매하
지 못한 빈털터리들은 공용 접속자들을 위한 ‘포트’를 통해서만 메타버스에 입장해야
한다. 히로가 계속해서 환기하듯이 메타버스는 경제적으로 한정된 사람들의 유흥이며
메타버스 내부에서의 아바타들은 그 생김새와 구체성만으로도 그 사람의 계층을 짐작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접속은 방대한 정보에 접속하고 현실을 대체
할 수 있는 가상적 경험을 제공해주지만 결국 그 접속 자체가 제한적인 방식으로 사람
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메타버스 안에서 히로의 거주지 블랙 선은 스
트리트와 구별되는 현실의 슬럼가에 가깝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이원적이
며, 그 세계 안에서도 다시 계층화되고 다양하게 경계 지어진다.
현실 세계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붕괴되었고
다양한 정치 연합체들이 존재하지만, 더이상 사람들은 그런 공적 기관들에 거의 의존하
지 않는다. 각각의 파편화된 민간기업들이 저마다의 영역과 분야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다층화한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으며 메타버스 같은 세계와 무관한 삶을
산다. 반대로 “도시에 남은 유일한 사람들은 쓰레기를 뒤지며 먹고사는 거지들이나 파
멸하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파편처럼 튕겨 나온 이민자들, 젊은 보헤미안들, 그리고
이 선생의 위대한 홍콩에서 근무하며 첨단 기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 뿐이다. 바로 디파
이비드나 히로처럼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극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도시에 산다.”(296쪽)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프린랜서 프
로그래머나 해커들은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히로는 비록 현실에서는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아바타의 개발에도 참
여했던 해커로서 메타버스에 적극적으로 접속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는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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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컴퓨터와 자신의 안구의 렌즈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나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
지만, 말 그대로 그 접속은 경계적이며 의식적이다. 그는 실제 세계에도 존재하고 메타
버스에도 존재히지만 양쪽 모두의 작업을 순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자신의 표현대로
세계는 이원적이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0 아니면 1로 이진법을 이용해서 정보를 표현
하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뉜 세상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 나는 이원론자라고
한 거야.”(322쪽) 히로는 이원론자이지만 동시에 경계인으로서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
사이의 이중생활을 지속한다. 메타버스의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완전한 몰입으로부터
자기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메타버스의 사용자 자신이 경계성에 대한 의
식을 지속하며 이원론자가 되는 방법뿐이다.
문제는 메타 바이러스에서 유포되고 있는 비밀스러운 바이러스 ‘스노크래시’의 등
장이 이러한 이원론의 세계를 파괴하고 메타버스에 실제적인 힘을 부여하는 새로운 변
화를 발생시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 소설에서 스노크래시와 관련된 음모를 담당
하는 자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사이버펑크 장르의 거대 기업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과
결합한 형태의 거대 미디어 회사다. 오순절 종파에 속하는 ‘천국의 문’ 교회의 웨인 목
사를 지원하는 L. 밥 라이프 소유의 미디어 회사는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의 확장이 아
니라, 메타버스와 메타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전 인류에 직접적인 컨트롤을 수행할 수
있는 ‘오지만디아스’와 같은 통제력을 얻고자 한다. 단순화하여 말하자면 라이프와 웨인
목사는 세계를 일원화된 것으로 회귀시키고자 하며, 고대 수메르 신화의 아세라 종파의
숭배 집단으로 그려진다.
SNOW CRASH는 일반적인 사이버펑크 장르가 으레 그러하듯 가상현실의 현란
한 이미지들을 보여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대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에 상당한 분량
을 할애하고 있다. 히로는 과거의 연인이자 함께 아바타 개발을 수행했던 프로그래머
‘후아니타’가 암시한 힌트들을 따라서, ‘엔키’와 ‘이난나’를 중심으로 한 수메르 신화와
바벨탑과 관련된 언어학적 이론들에 주목한다. 엔키의 존재를 프로그램에 대한 조작적
변화를 수행한 해커와 등치하고. 그러한 역할에 입각하여 수메르 신화의 전체 이야기를
재해석하게 하는 것이다. 신화의 서술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나 바이러스와 같
은 개념으로 환원하여 받아들인다. 그에 의하면 “언어를 배우는 일이 마치 PROM에
코드를 박아 넣는 일과 비슷하”며 “스프트웨어가 칩에 들어박혀 고정되는 거지. 소프트
웨어가 하드웨어의 일부가 되어 버리는 거야”(2권 58-59쪽) 언어신경학적인 지배력은
프로그램에 대한 “신의 이름”은 곧 “세상을 움직이는 기계어”이며 “에덴의 언어”다. 따
라서 수많은 프로그램 언어를 지배하는 최종심급의 기계어를 이해하는 프로그래머는 신
의 이름을 획득하는 것과 같다. 달리 말하자면 신의 언어에 근접한 수메르어는 모든 언
어를 종합하지만 동시에 바이러스를 만들고 퍼트리기에도 가장 적합한 언어다. 그런 의
미에서 히로는 일론론적 세계의 치명적인 성격을 경계하는 것이다.
실제로 후아니타의 표현에 의하면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통해 감염되고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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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바타 사용자의 뇌까지 파괴할 수 있는 ‘스노 크래시’는 바이러스이며 마약이거나
동시에 종교다. 히로는 이를 다시 메타 바이러스라는 표현으로 확장하는데, 메타 바이
러스가 메타버스의 시대에 다시금 인간 전체를 감염시킬 수 있는 일종의 일원적 회귀
의 매개물이라는 사실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바로 수메르 신화 속 바벨탑의 이야기
에 빗대어 설명되는 것이다. SNOW CRASH에서 메타 바이러스의 개념은 인류라는
종에게 운영체제처럼 설치되어 그들의 삶을 보편화하는 일종의 문화적 유전자(meme)처
럼 보인다. 그것은 수메르 신화 시기 거의 일원적이며 유물론적인 형태의 삶의 형태와
패턴만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기원, 그리고 그렇게 단일한 삶의 패턴으로 모든 것을
동기화하고자 하는 힘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바벨탑은 신의 언어에 도달하기 위한 프로
그래밍 과정이며, 모든 언어에 개입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언어는 전 인류를
통제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엔키는 메타 바이러스를 무효화는 일종의 역-바이러스, 백신의 개념을 통해
보편화되어가는 인류의 언어와 문화를 차별화하고 개별화하게 만드는 바벨탑 사건을 일
으킨 것이다. 히로의 표현대로라면 “인간을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이원론적인 세상, 그
러니까 육체와 정신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진 바이너리 세상으로 이끈 것”(2권 249
쪽)이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 다시 원형적 수메르 신화의 세계(일원론적 세계)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끊임없이 인류 사이에서 각종 바이러스의 형태로 발생하는 것
이다. 히로는 모든 인류를 전염시키는 생물학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개념만이
아니라, 집단 히스테리, 종교와 이데올로기까지 강력한 전파력으로 사람들을 동기화하
고자 하는 아세라 바이러스라고 파악한다. 이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엔키에 의해 발생
한 바벨탑 사건이며, 역-바이러스를 통해서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인류의 생존 수단이
다. 바벨랍 사건 이후 수없이 늘어난 인간의 언어는 일원적인 세계로의 복귀를 막는 방
화벽의 일종이 된 것이다. 반대로 메타버스의 출현과 함께 다시 전체 인류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프로그램 언어의 가능성이 새로운 시대의 바이러스로 발견된 것이다.
이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메타 바이러스를 막아내기에는 지나치게 취약한 세계이며,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모든 취약성과 약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
계되지 않았다. “메타버스라는 세계는 이제 전체적으로 모두가 참여한 근본적인 재건설
이 필요하다.”(2권 172쪽) 여기에서 중요한 발언은 바로 “모두가 참여한”에 있다. 소수
의 프로그래머가 구축하고, 기업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개발된 메타버스 세계의 취약성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에 접속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기술 중심의 해결 방법은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프로그램 언어를 향
해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소설의 주제의식은 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그램이
독점할 수 없는 형태의 개별적 언어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언어들
은 결코 메타버스가 지원하는 심리스 리얼리티처럼 수많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화려하게
표현허거나 전달하지 않는다. 모든 개인들의 언어와 그들 사이의 소통은 결코 매끄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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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스 리얼리티가 아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의 심리스 리얼리티가 얼마나 비가시적인 작업과 노동, 이면의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이 소설은 대단히 명확하게 재현한다. 이 소설의 핵심적인
이미지는 히로가 해킹을 위해 이차원의 단순한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장면으로, 그
서술과 같다.

해커들이 해킹할 때는 허울뿐인 메타버스나 아바타 따위는 사용하지 않는 법
이다. 그들은 그런 표면에 불과한 세상을 버리고 코드와 얽히고설킨 남섭을 이
용해야 하는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 메타버스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아름답게,
입체적으로 보였다고 해도 이 지하 세계에서는 그저 단순한 텍스트 파일에 자
니자 않는다. 전자 화면에 일련의 문자로 표현된다는 뜻이다. 마치 원시적인 텔
레타이프나 IBM의 펀치 카드 따위의 장비로 프로그래밍하던 시절처럼 말이
다.(2권 170-171쪽)

메타버스가 비가시화해버린 평면적으로 단순한 언어들의 복귀만큼이나, 이 소설은
심리스 리얼리티가 비가시화한 경계 이면의 영역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식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SNOW CRASH를 편의적으로 독해한 메타버스 관련 장밋빛 전망
들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설은 분명 오늘날의 현실을 1991년도에 선취한 예언적인
소설이다. 하지만 그것은 메타버스라는 기술적 성취와 미래사회를 매끄럽게 재현했기
때문엔 선취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파급력으로 인해 공포에 질린
사람들로 하여금 손쉬운 미래 전망 아래 다시 일원화된 세계를 지향하게 만드는 전망
들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예언적이다. 소설의 결말부 라이프의 음모를
막아낸 히로는 메타버스 이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낸다. “만일 이것이 바이
러스였다면, 당신은 지금 사망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건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메
타버스는 위험한 곳입니다. 당신의 보안 체계는 어떻습니까?”(2권 341쪽)

4.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분열적 재현과 급진적 행위화 : 〈사이버펑크 2077〉

〈사이버펑크 2077〉는 제목부터 강조하듯 사이버펑크 장르에 대한 전체적인 오마
주를 바탕에 깔고, 오픈월드 게임 세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때 오마주의 대상이 되는
사이버펑크 장르는 앞서 SNOW CRASH와는 달리 1980년대의 원형적인 사이버펑크
로, 윌리엄 깁슨(William Ford Gibson)의 소설 뉴로맨서(Neuromancer, 1984)가 제
안한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사이버펑크의 미래사회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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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디스토피아로서, 1980년대의 미국이 전망했던 미래사회에 대한 암울한 비전을
시각화한다. 소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유명무실해진 대신 그 영향력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메가코프 기업들이다. 일본이 현격하게 발전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통해 왜곡된 판타지의 반영이 전
반적으로 세계관을 구축할 뿐 아니라. 주인공을 사회의 억압에 저항하게 마든다. 정작
윌리엄 깁슨은 이 게임의 오마주가 지나치게 80년대적이라고 평했는데,6) 이때의 ‘레트
로-퓨쳐’에 대한 이해를 단순히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7)
〈사이버펑크 2077〉의 원형이자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펑크 2020〉8)
의 제작자 마이크 폰드스미스(Mike Pondsmith)에 설명에 의하면 사이버펑크 장르에서
“밑바닥 인생들은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권력 앞에서 으깨지며 살아간다. 하지만 밑바
닥 인생들은 그들의 기술을 변형시키고 훔쳐내어, 다시 그 기술을 이용해 반격해 개인
의 자유를 지키려 한다.” 사이버펑크 장르의 핵심은 결국 사회적 정의와 분배의 차원에
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과 기술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
다.9) 기술의 발전이 실제로는 삶을 구원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생활에 어떤 충격과 영향을 줄 것인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인간이 기업에게 있어서 처분 가능한 자원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인간성이란 무
엇인지를 개인과 주체의 차원에서 성찰하게 만드는 장르다. 따라서 사이버펑크는 근본
적으로 비정치적일 수 없는 장르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펑크 2077〉의 시대착오는
동시대에 필요한 시대착오이며, 심리스 리얼리티처럼 작동하는 오늘날의 미래 전망 중
심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한 의도적인 덜그럭거림, 안티-심리스적 차원에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사이버펑크 2077〉이 사이버펑크 장르에서 시도했던 모든 종류의
주제적 질문과 그 혁명적인 저항의 실패를 바탕으로 하는 후일담이라는 사실이다. 아라
사카 그룹에 대한 ‘조니 실버핸드’와 ‘알트 커닝햄’의 저항이 이미 철저한 실패로 돌아
간 시점에서 벌써 50여년이 지났다. 주인공 V는 해결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6) 깁슨은 〈사이버펑크 2077〉의 트레일러 영상을 보고 “GTA에다가 평범한 80년대 레트로퓨쳐 스킨을 덮
어씌운 것 같다("The trailer for Cyberpunk 2077 strikes me as GTA skinned-over with a generic 80s
retro-future")고 평했다. Tyler Wilde, <William Gibson doesn't think Cyberpunk 2077 is cyberpunk
enough>,
PC
Gamer,
June
11,
2018.
URL:
https://www.pcgamer.com/william-gibson-doesnt-think-cyberpunk-2077-is-cyberpunk-enough/
7) WIRED가 기고한 <사이버펑크 2077>에 대한 비판은 이 게임이 자니치게 ‘장르 파스티슈’(genre
pastiche)적이며, 시대착오(anachronism)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 게임이 장르에 대한 고민 없는 고전의 반
복이라고 말하기에, 시대착오는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필요하다. 〈Even without the glitches, Cyberpunk 2077 is deeply average〉, WIRED, 19. 12. 2020. URL:
https://www.wired.co.uk/article/cyberpunk-2077-review
8) 사이버펑크 장르 기반 TRPG. R Talsorian Games, 1990.
9) “하지만 그것은 기술이 인간을 변환, 진화시키는 트랜스휴머니즘적인 방식과는 다르다. 어떻게 기술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이다. (중략)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하
는 이야기이다.” 〈Cyberpunk 2077 - Mike Pondsmith about Cyberpunk World〉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xYxt7cwDk4E&ab_channel=Cyberpunk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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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50년전 아라사카 그룹에 의해 육체로부터 뜯겨나온 조니 실버핸드의 정신이 담긴
칩을 탈취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칩을 자신에게 삽입하게 되고 조니와의 정
신적인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그 이후로 유령처럼 V의 눈앞에 일종의 아바타의 형태
로 나타나는 조니는 계속해서 V로 하여금 기업에 저항할 것을 요구하며 급진적인 수단
으로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조니와 V는 충돌하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밀어내기도 하지
만, 필연적인 동반자로서 사이버펑크 장르가 지향했던 고전적인 수단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 굴복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게임은 오늘날 효과적으로 생존하지 못했던 사이버펑크 장르의 미래 재현을 지
금의 기술중심 시대의 미래 전망에 다시금 복권하기 위한 시도이면서, 심리스 리얼리티
로 구성하고자 하는 지배적인 이미지에 대하여 균열을 내고 충격을 주는 다양한 스펙
터클들을 제공한다. V는 조니와의 정신적 동거에 의해서 정신과 육체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사이버펑크 세계관의 이물감을 확인한다. 이러한 이물감은 변화
하는 기술적 세계에 비하여 진보하지 않고 인간적 비전과 욕망을 유지하려는 기업 중
심의 지배 이데올로기다. 아라사카 그룹과 같은 메가코프 기업들이 지배하는 미래사회
의 비전은 사이버펑크의 진보한 기술들이 제공하는 온갖 변형적인 트랜스휴머니즘과 가
상현실을 통한 편의적인 삶을 영위하지만, 철저하게 기존의 휴머니즘 중심의 심리스 리
얼리티만을 지향하고 있다. 아무리 신체에 보철물을 더해 몸의 기능을 추구하고 강화한
다고 해도 그 기반의 인간중심주의만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V의 정신에 침투한 조니 실버핸드의 의식은 이러한 인간중심적이고 체제
친화적인 방식으로만 발전한 기술적 미래에 대한 부조화를 강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버그, 오류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이물질에 가깝다. 조니는 미래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기술 발전을 비판할 뿐 아니라, 아라사카가 지배하는 미래사회의 모
든 것을 혐오한다. 그 자신의 표현처럼 조니는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나 옛 미국에 대
한 향수가 아니라, 아라사카로 대변되는 메가코프 기업들의 통제 시스템을 벗어나기 위
해 싸운다. 조니의 존재는 명확한 개별 주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아바타 상태에서 일종
의 인격적인 노이즈 역할에 충실함에 따라서, V가 직면하고 있는 기업 중심의 미래사
회와 그 심리스 리얼리티, 그리고 인간중심의 정체성에까지 지속적으로 균열을 내는 것
이다.
이러한 조니의 존재와 정반대로 아라사카 그룹이 최종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미
래 사회의 비전이 극단적 휴머니즘의 형태라는 사실은 ‘아라사카 사부로’의 디지털 데
이터로서의 영생의 꿈에서 드러난다. 아라사카 그룹의 총수인 아라사카 사부로는 메가
코프의 총수로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정신과 인격을 디지털 세계로 백업하여 죽지 않는 세계의 신으로 군림하고자
한다. 그가 자신의 프로그램으로서의 존재를 이사회에 드러내는 과정에서 고작 홀로그
램 아바타의 존재가 자기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아라사카 그룹의 임원들은 그의 정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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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한다. 이러한 심리스 리얼리티의 극단적 동기화 및 현실 세
계에 대한 지배력의 행사는 조니 실버핸드와 대립적이다. V의 눈에만 보이며 그에게
개입하는 조니 실버핸드는 결국 V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이물질이기 때문이다. 조니
실버핸드는 일종의 증강현실 아바타처럼 보이지만 V에게 계속해서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충격을 준다. 그는 급진적인 저항가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경계적인 인물이며 아나
키스트이기 때문이다. 그와의 완전한 공존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V는 단순히 조니 실버핸드에게 동기화되거나 그에게 인격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실제 세계와 가상현실 사이의 이질적인 뒤섞임과 혼합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의
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니 실버핸드의 존재는 심리스 리얼리티의 몰입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탈몰입과 경계에 대한 인식으로 특정된다. 결과적으로 V
의 신체는 조니 실버핸드와의 동거를 통해서 점점 자신의 의식과 온전히 접합할 수 없
는 형태의 하드웨어로 변형되어 버린다. V는 V로서의 삶, 정신과 신체의 유기적인 결
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스 리얼리티조차 붕괴되어 가는 방식으로 기술적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존재에 대한 소외,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불일치를 소재화한다는 점에서 주제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사이버펑크 2077>
의 세계관은 레트로 퓨쳐리즘에 의해서 표현되는 세계인 것이다. 이미 이러한 시대착오
적인 장르적 세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게임의 세계관은 심리스적 리
얼리티를 지속적으로 덜그럭거리게 만든다.
게다가 이 게임에서 그려지고 있는 디지털 세계 ‘사이버스페이스’란 편의적이며 도
구적인 보충적 세계이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경계 너머의 통제할 수 없는 암흑 지대로
구분되어 드러난다. 윌리엄 깁슨의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추상적 묘사를 그대로 시
각화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이 게임에서의 가상현실은 오히려 너무 가상적이어서 이질
적이며, 현실세계와의 시각적 구분점이 명확하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장벽으로 건설된
‘블랙월’(Blackwall)은 일종의 인위적인 방화벽으로, 그 너머의 암흑지대는 인간이 길들
이고 도구화할 수 없는 세계다. 한 번 그 영역으로 넘어가버리면 원래의 블랙월 안쪽으
로 복귀하기 어려우며, 인간 정체성에 통제받지 않는 인공지능들이 지배하는 탈인격화
된 세계로 그려진다. 이 게임에서 가상현실에 대한 묘사는 이처럼 철저하게 심리스 리
얼리티에 분열을 만들고 경계를 짓는다.
결말에 이르러 이 게임은 더욱 급진적인 형태의 선택만을 남겨 놓는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저항을 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육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사이버 스
페이스로의 이행을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아라사카에 굴복하여 정신만으로도 보존할
것인가. 이 선택은 알트 커닝햄 - 조니 실버핸드 - 아라사카 사부로의 삼각 구도 속에
서 주인공 V가 선택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① 조니 실버핸드와 결별하여 V가
원래 세계로 돌아와서 시한부의 삶을 받아들인다 ② 조니가 V의 몸으로 들어가고 V는
알트 커닝햄과 함께 미지의 사이버스페이스로 넘어간다 ③ 아라사카 그룹에 굴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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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육체의 부활을 위해 ‘미코시’라는 디지털 감옥에 정신만을 보존한다. 그 외에
V가 죽거나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결말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선택지는 위의 세 가
지로 요약된다. 종합적으로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결말들이므로, 큰 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결말들은 V가 어떠한 심리스 리얼리티를 유의미하게 받아들
이는가에 대한 위치를 스펙트럼화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첫번째는 알트 커닝햄과의 동행하여 사이버 스페이스로의 이행하는 것이다.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디지털 세계에 대한 긍정이며, 기존의 인간성을 넘어서는 비인간성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50여년을 미코시에 갇혀 있었던 알트 커닝햄은 인격이
마모된 인공지능처럼 변화했으며, 선택에 따라서는 V 역시 비슷한 존재가 되어갈 것이
다. 반대로 아라사카 그룹에 대한 굴복은 기약 없는 자기 몸에 대한 복귀를 희망하며
자신을 폐쇄적 서버에 격리시키는 것으로 언젠가 도달할 것이라 믿는 미래사회에 대한
절망적인 기대를 반영한다. 그것은 아라사카 사부로의 영생을 긍정하는 것이기도 하므
로, 이 결말은 오늘날에도 미래가 모든 부작용을 극복하고 더 나은 기술을 제공할 것이
라는 낙관적 전망과 흡사하다. 마지막으로 V의 몸으로 되돌아가 죽음을 기다리는 선택
은 가장 명백한 끝에 대한 이해와 울퉁불퉁한 현실에 대한 긍정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도 다소의 선택지는 나뉘지만, V는 나이트시티라는 미래사회의 모든 심리스 리얼리티
를 빠져나와 그동안 비가시화되었던 자신의 삶을 되찾는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 게임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은 인간성에 대한 집착
과 실제 세계와의 연결성을 끊어내지 못하는 분열적인 주체성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결말의 선택과 무관하게 엔딩 시퀀스에서는 그동안 V가 나이트시티에서 맺어온
모든 인간관계의 등장인물들이 화상영상을 통해서 V에 대한 인사를 전한다. 그들은 생
사가 불분명해져 연락이 닿지 않는 V를 향해서 그간의 소식과 안부를 전한다. 이 모든
화상 연결은 단절적이며 쌍방향의 소통이 아니자만 V로서 플레이어가 선택한 모든 결
과에 대한 소급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결말에서 V가 어떤 결말을 선택하든
지 간에 온전한 심리스 리얼리티는 달성될 수 없으며, 모든 분절된 인간관계야 말로 비
가시화된 삶의 진실로 되돌아온다.
이 게임은 가장 최신의 기술로 만들어진 게임임에도, 역설적으로 가장 고전적인 사
이버펑크의 주제의식으로 되돌아가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인간의 삶이란 파
편화된 관계성과 기억들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느슨한 다발체일뿐, 결코 하나의 명료
한 심리스 리얼리티를 배경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
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반복은 반복은 동시대에 유의미한 차이를 낳는다. 최근 AAA급
게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최신의 게임들은 점점 더 심리스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매체로 흔히 이해되며, 플레이어로 하여금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 속 가
상현실에 대하여 높은 몰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게임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
해서 AAA급 게임이 제공해야 하는 수준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지 못한 게임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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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되살리는 시
도로 평가받을 여지가 남아있다.

5. 나가며 : 다시 울퉁불퉁하고 갈라진 세계를 위하여

본고는 지금까지 살펴본 각각의 텍스트에서의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재현 양상
과 그에 따른 서사적 전개 및 주제의식의 구체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레디 플레이어

구분

원

접속 수단

VR 디바이스

주인공의

학생

직업
갈등의

대

상

메타버스를 지배
하려는 기업

아바타와

높은 동기화

동기화 수준
심리스

SNOW CRASH

사이버펑크 2077

휴대용 컴퓨터와

신체

안구의 렌즈
해커

컴퓨터와

안구의 렌즈
해커-해결사

메타 바이러스의
등장과

메타버스의

변화
유동적이며 변화
가능함

기업과의 투쟁
주체의 유지
점점

약해지며

이질적임

매트릭스
신체에

케이블

삽입
해커-구원자
인류를 에너지화
한 기계 문명

완전한 동기화

리

얼리티에의

높음

경계적

낮음

극도로 높음

낮음

경계적

높음

극도로 높음

대립적, 이분법적

경계적, 이원적

구별적, 잠재적

억압적, 지배적

몰입
심리스

리

얼리티에의
탈몰입
메타버스와
현실세계의
관계

편의적.
결말

메타버스의 셧다
운

회의적
위험성의 환기

선택적
인간적 죽음 혹
은 비인간적 이행

혁명적
매트릭스의 리셋

본고의 논의는 단순히 메타버스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되새김질하거나, 무턱대고
심리스 리얼리티를 기술 중심 미래사회의 비전으로부터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
려 디지털 사용자들이 심취할 수 밖에 없는 심리스 리얼리티가 제시하는 판타지로서의
마력을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균열들을 지워내는 비가시적인 시각화
작용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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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리스 리얼리티가 제시하는 각종 증강현실, 가상현실, 확장현실 속에서도 동시에
곁눈질로 지워지지 않는 현실의 균열과 공백을 환기하는 작업들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판단한다. 소위 디지털 인문학과 미래사회 대응 인문학들이 주도적으로 발전
시켜야할 내적인 방법론으로서 고전적인 문학 이해, 그리고 문학과 다양한 문화콘텐츠,
디지털 문화를 교차하며 비교문학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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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펑크 장르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심리스 리얼리티
(Seamless Reality)에 대한 비판』 토론문
윤재민 동국대학교
토론문: 윤재민 (동국대)

박인성 선생님의 발표문은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펜데믹 시대 심리스 리얼
리티가 각광받는 현실 속에서” 소설과 게임을 포함하는 서사 창작물이 이를 어떻게 비
판적으로 재현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연구입니다.
펜데믹 상황과 맞물린 실물경제 위기가 서구사회의 물적 구조를 급진적으로 디지털
화하고자 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인문학계 전반에도 적잖은 구조변동이 일
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
나 시대에 대한 해석적 전망을 독점하고자 하는 기술 중심의 미래 전망에 저항하는 대
항 서사(counter narrative)로 일련의 소설과 문화콘텐츠를 읽어내려는 [이 글의] 시도”
는 동시대 문학·문화비평의 유의미한 전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에 천착하며 장르와 국적을 가리지 않는 박인성 선생님의 최근 연구 경향의
비평적·담론적 유효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글이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식견이지만, 발표문을 읽고 질문 그리고 첨언하고 싶은 바가 각 하나씩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심리스 리얼리티’라는 개념
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발표문에서 이는 “어떤 끊어짐이나 분절 없는 일원적, 연속
적 세계에 대한 시각적 이해 (중략) 디지털과 오프라인 현실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기술적 연결”이라고 정의됩니다. 선생님께서 채택한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위와 같
은 정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가상현실과 SF물의 일반화된 장르 관습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와 같은 오늘날 미래사회에 대한 장밋빛 판타지의 비판적 테제로
서 ‘심리스 리얼리티’는 비교적 명확히 해명하고 있지만, 이 글이 ‘펜데믹시대’의 심리
스 리얼리티의 의미를 충분히 해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
늘날 인류에게 있어서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화는 단순히 실물경제의 문제 차원에서만
논해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펜데믹 시대 급진적인 디지털화 경향은 현실세계오프라인에서의 자가격리 상태에서 오는 개인들의 폐색감과 물리적인 신체에 대한 새로
운 집합적인 인식 혹은 감정구조 등과도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선생님이 다루고 있는 일련의 사이버펑크 텍스트를 통한 펜데믹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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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를 통찰할 인문학적 비평의 의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심리스 리얼리티를 다루는 사이버펑크의 장르관습이 (포스트)판데믹시대
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할 것이라는 통찰을 선생님의 글에서 배웠는데요, 테크기업과 투
자자들을 위한 ‘메타버스’류에 대한 비판 외에, 사이버펑크의 심리스 리얼리티에 대한
대안서사가 코로나시대 인류에게 어떤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인지 가능하
다면 더 청해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다가온, <레디 플레이어 원>에 대한 제
첨언입니다.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OASIS를 ‘셧다운’하는 것으로 ‘메타버스’가 근미
래에 야기한 사회모순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레디 플레이어 원>의 서사는 편의적이지
도 혁명적이지도 않은 순진한 해결이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이는 선생님의 적확한
표현대로 “현실의 적절한 대안적 휴식처 정도로” 근미래의 메타버스를 그리고 있는 것
인데요, 저는 발표문을 읽고 이 부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OASIS에서의 경
제활동이 온라인 게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P2E 시스템을 중심으로 오늘날 실제
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묘하게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게임 내에서 실물경제의 가치를 생산하는 온라인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나 <미르4>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인기 게임’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기존의 세계적인 인기 게임
은 대체로 서구 선진국 게임애호가 및 저널들의 선택에 따른 흥행과 비평적 평가에 달
려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기한 오늘날 주목받는 P2E 게임들은 코로나로 인해 극도로 위
축된 개발도상국 하층민 ‘게이머’들이 돈을 벌기 위한 일종의 사이버 광산 혹은 작업장
으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게이머’들의 외면으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게임적 재미, 그러니까 게임을 현
실의 적절한 휴식처 정도로 이해하고 애호했던 것과 반대의 양상이 가시화되면서 ‘게
임’과 ‘게이머’의 근본적인 양극화 혹은 분화가 분명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미국 게이머의 감수성을 강하게 깔고 제작됐을 할리우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심리스 리얼리티’를 떠받치는 ‘메타버스’ ‘게임’ 같은 기존의 통념들이 모종의 정
치경제적인 지정학적인 구도에서 결정된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어떤 지역의 누군
가에게 ‘메타버스’는 언제든 접속을 끊을 수 있는 여가 같은 것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노동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메타버스’라고 하
더라도, 사용자가 속해있는 지정학적 위치나 계급에 따라 ‘심리스’의 강도와 그것을 규
율하는 정치경제가 현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펜데믹 시대 이후 전개될 디
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적, 계급적 양극화의 사례로 비화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
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비디오/온라인)게임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이를 반영하여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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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스 리얼리티의 가장 중
요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업계에서 벌어지는 오늘날의 기묘한 글로벌 양극화현상
을, 선생님의 <레디 플레이어 원> 비평을 통하여, 포스트펜데믹 시대의 글로벌 디지털
자본주의 비평으로 확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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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의 죽음: 미국의 1918년 인플루엔자 대응과 장례
신지혜 전남대학교
팬데믹 시대의 죽음: 미국의 1918년 인플루엔자 대응과 장례 | 신지혜 (전남대)

바야흐로 팬데믹의 시대이다. 대재앙의 시기에는 시신 처리와 관련하여 무서운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다. 3개월 넘게 2000여 구의 시신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
는 로마의 상황이라든가, 화장터가 부족해서 강에다 코로나 사망자를 던져버리는
인도의 이야기, 그리고 미국 뉴욕시 병원 밖에 줄지어 서 있던 냉동 트럭의 모습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비극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발발 1년
이 지난 시점인 2021년 5월에도 여전히 750여 구의 코로나바이러스 희생자 시신을
냉동 트럭에 보관하고 있었다. 무연고자의 시신 외에 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장례
를 치르려고 보관을 맡긴 시신들이 포함되었다. 2020년 4월 뉴욕시는 14일 동안 시
신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면 해당 시신을 근교의 하트 섬에 임시로 매장하고 나중
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신들은 하트 섬에 영구히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1)

냉동트럭이 브루클린에서 시신을 실을 준비를 하고 있다. (Ted Shaffrey/AP)

1) Brittany Shammas, “Hundreds of Bodies of Covid-19 Victims Are Still in New York’s Refrigerated
Trucks More Than a Year into the Pandemic,” The Washington Post, May 9, 2021,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2021/05/09/coronavirus-bodies-trucks-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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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 섬은 미국에서 가장 큰 빈민공동묘지(potter’s field)2)로 무연고자, 신원미상
자, 빈민들이 묻히는 곳이었다. 하트 섬에 처음으로 묻힌 인물은 이민자였는데, 이
처럼 미국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한 외부인들이 생을 마감한 장소이기도 했다.3) 하
트 섬은 팬데믹과도 관련성이 높다. 19세기 말부터 매년 몇 백 구의 시신들이 묻혔
지만, 1918년에서 1920년까지의 인플루엔자 시기에는 한 해에 5천여 명이 매장되었
다. 1980대에는 에이즈 사망자 수천 명이 하트 섬에 묻혔다. 미국 전역의 빈민공동
묘지는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부서(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담당이지만,
하트 섬의 경우 교정부서(Department of Corrections)가 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인근
라이코스 섬 교도소 재소자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묘지 정비를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수감자들 역시 죽은 뒤에는 하트 섬에 묻혔다. 1869년 이후 150여
년 동안 하트 섬에는 백만 명에 달하는 뉴욕 시민의 시신이 매장되었다. 코로나19
를 맞아서는 흑인, 라티노 거주민, 필수직종 종사자, 헬스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
는 사람들이 더 높은 비율로 묻히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코로나19에
희생된 사람들의 10분의 1가량이 하트 섬에 묻혔고, 2020년에만 2,334명, 즉 2019년
의 두 배 정도가 여기에 매장되었다고 한다.4) 무연고자뿐만 아니라 친지들과 제때
연락이 닿지 않은 이들의 시신도 하트 섬으로 향했다. 병원의 영안실, 안치소가 시
신으로 넘쳐나고 가족과 연락할 시간이 충분치 않자 대안으로 일단 하트 섬에 묻은
뒤 나중에 이장하여 화장하거나 다른 묘지에 매장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이다.5)
하트 섬은 코로나19의 비극과 죽음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예에 불과하다. 대중매체
2) 뉴욕 시정부의 소유이자 관할 하에 있다. 19세기 초까지는 맨해튼 남쪽 워싱턴 광장이 빈민공동묘지 터
였으나 결국 도심에서 밀려나 브롱크스 바깥쪽의 하트 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Potter’s field의 유래
는 마태복음 27장 7절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potter’s field)을 사서 나그네(foreigners)의
묘지를 삼았으니”로,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받은 은을 죽기 전 성소에 던져 놓았고 대제사장들이
이 은으로 묘지를 만들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빈민들을 위한 공동묘지는 무연고 시신이 공중보건에 해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에서 설립되었지만, 유행병 시기에는 급격하게 늘어난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연고와
재력이 있는 사람들도 빈민공동묘지에 한꺼번에 묻혔다. Kami Fletcher, “Founding Baltimore’s Mount
Auburn Cemetery and Its Importance to Understanding African American Burial Rights,” in Allan
Amanik and Kami Fletcher, eds., Till Death Do Us Part: American Ethnic Cemeteries as Borders
Uncrossed (Jackson: University of Mississippi Press, 2020), 152n1; David Oshinsky, Bellevue: Three
Centuries of Medicine and Mayhem at America’s Most Storied Hospital (New York: Knopf Doubleday,
2016), 11-12.
3) 1892년에서 1954년까지 3,500여 명이 엘리스 섬에서 사망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하트 섬이나 퀸즈의 마운
트 올리벳(Mount Olivet)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 Lorie Conway, Forgotten Ellis Island: The Extraordinary
Story of America’s Immigrant Hospital (New York: Smithsonian Books, 2007), 83.
4) Rajaa Elidrissi, “How This New York Island Became a Mass Grave,” Vox, April 7, 2021,
https://www.vox.com/2021/4/7/22370410/new-york-city-hart-island-coronavirus-pandemic
5) W. J. Hennigan, “Lost in the Pandemic: Inside New York City’s Mass Graveyard on Hart Island,”
Time, November 18, 2020. https://time.com/5913151/hart-island-covid/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병원에서
사망했어도 영안실의 공간이 충분치 않을 때는 병원과 연계된 냉동 트럭에 시신이 보관된다. 가족의 연
락을 받은 장의사는 개인보호장비를 갖추고 냉동 트럭을 방문하여 해당 시신을 찾고 장례 준비에 들어
간다. 뉴욕시는 화장장 수가 적어 시신을 화장하려면 한 달, 매장하려면 2주를 기다려야 했다. 다음을 참
조. Philip Montgomery and Maggie Jones, “How Do You Maintain Dignity for the Dead in a
Pandemic,”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8,
2020,
https://www.nytimes.com/2020/05/14/magazine/funeral-home-covi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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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끊임없이 사망자 수가 기록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죽음의 공포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망의 공포를 강조하는 방송
은 넘쳐나는 반면, 사망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코로
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팬데믹의 시대에 장례식
은 어떻게 치러지는가? 현재 미국에서는 줌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낯선
풍경이 아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애도객의 수가 제한되
자,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애도를 표하는 방법으로 장례식이나 예배의 줌 중계가
이어지고 있다.6) 한국에서도 장례식 참여 인원수가 제한되면서 온라인으로 조의를
표하거나 전자송금을 통해 부의금을 전달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처럼 팬데믹 시대의 죽음과 애도에는 일상의 사망 경험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 적
용된다. 특히 팬데믹에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과정은 직계가족은 물론
이고, 이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도 쉽지 않다. 아직도 팬데믹의 한가운데에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죽음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른
다.
가족·친지 중에 코로나19 사망자가 있지 않은 한, 팬데믹의 시대에 죽음이 어떠
한 절차를 거쳐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줄을 지어 서
있는 냉동트럭, 영안실의 선반을 가득 채운 하얀 바디백(body bag) 같이 다소 충격
적인 이미지나 단편적인 기사 등을 통해 대략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전염병
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무덤에 묻히는 과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과연 무덤이 온전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역사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은 코
로나19와 가장 많이 비교되고 있는 스페인 독감, 즉 1918년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팬데믹 시대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1918년에 발발하여 1920년에 자취
를 감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1억 명으로 추산하는 연구도 있
다)의 목숨을 앗아갔고 미국에서만 인구 4명 당 1명 꼴로 감염, 675,000명의 사망을
야기한 치명적인 팬데믹이었다(*코로나19는 11월 12일 현재 세계 전체로 볼 때 누
적 감염자 2억 5320만 명, 사망자 510만 명을 기록했다. 미국에서는 2020년 총 사망
자의 11퍼센트, 2021년에는 13퍼센트가 코로나19 관련이었다.) 인플루엔자가 가장
맹렬히 기세를 떨쳤던 1918년,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전역의 총 사망자 1,445,158명
중 인플루엔자 사망자는 16.2퍼센트인 234,290명으로 폐렴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477,467명에 달했다. 인구 10만 명 당 583.2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인데, 1917년
보다 거의 3배가 늘어난 수치였다.7) 전 세계가 인플루엔자의 공격에서 안전하지 못
6) Steven J. Birenbaum, “How to Hold a Virtual Memorial Service,” The New York Times, January 19,
2021. https://www.nytimes.com/2021/01/14/well/family/virtual-funeral-advice.html. 저자는 줌(Zoom)을 통한
장례식이 애도와 추모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기사가 온라인 장례식(추모 예
식뿐만 아니라 매장이나 화장하는 장면의 스트리밍도 포함)의 장단을 다루었다.
7) 1917년의 인플루엔자·폐렴 사망자는 125,795명이었다. 1919년에는 상황이 좀 나아져 총 84,113명(총 사망
자의 7.7퍼센트)이 인플루엔자로 사망했다. 이 해에는 결핵 사망자 수가 94,772명으로 약간 더 많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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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여기서는 미국에 초점을 맞춰 인플루엔자 당시 시신의 처리, 장례 방법 등
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고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여러 알력관계를 살펴 볼 것
이다.
코로나19 발발 전에도 1918년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과거의 흔적들이 모습을 드
러내고 있었다. 2015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스쿨킬(Schuylkill) 카운티에서는 도로
공사 중에 1918년 인플루엔자 당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명의 유골이 발견되
었다. 2018년 뉴저지주에서는 한 묘지에서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수백 개의 묘가
발견되었는데 1918년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이들의 시신이 매장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워낙 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사망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표시도 못한 채 매
장했고, 이들의 유골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곁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2018년에
백 주년을 맞은 1918년 인플루엔자는 ‘잊혀진 팬데믹’이라는 별칭처럼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사건이다. 최근 코로나19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들이 재조
명되고 있지만,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죽음에서 무덤까지의 길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한 고찰은 많지 않다. ‘죽음’ 연구로 가장 잘 알려진 저서는 여전히
필립 아리에스의 대작 『죽음 앞의 인간』일 것이다. 아리에스는 죽음의 장소가 가
정에서 병원으로 바뀌면서 죽음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사라지
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뒤를 이은 여러 연구 역시 죽음의 장소가 병원이라는 별개
의 공간으로 대체되면서 죽은 자가 일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주장한다.8)
토마스 라커는 또 하나의 대작인 『The Work of the Dead』에서 죽음, 특히 유해의
역사를 다룬다.9) 미국의 경우, 공동묘지 연구는 제법 있는 편이다. 미국 곳곳의 공
동묘지(cemeteries)를 다룬 매릴린 옐롬(Yalom)의 저서, 소수인종과 이민자 등의 매장
방식과 공동묘지 형성을 조망한 모음집 등 여러 연구서가 미국의 공동묘지가 교외
로 축출되어야만 할 오염의 장소에서 가족이 모여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장소
가 된 역사를 기록한다.10) 그러나 죽은 다음부터 공동묘지에 매장되기까지의 짧은
음을 참조.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Mortality Statistics 1918, 19th Annual
Report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20), 27;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Mortality Statistics 1919, 20th Annual Report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21),
38. 총 사망자의 1/6 혹은 1/5이라면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플루엔자가 1918년 후반
부의 3~4개월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무렵 사망자 대부분이 인플루엔자 관련이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감에 따르면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도 14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
다.
8) 필립 아리에스, 고선일 역, 『죽음 앞의 인간』, 새물결 출판사, 2004; Gary Laderman, Rest in Peace: A
Cultural History of Death and the Funeral Home in Twentieth-Century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3-4.
9) Thomas Laqueur, The Work of the Dead: A Cultural History of Mortal Remai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10) Marilyn Yalom, The American Resting Place: 400 Years of History Through Our Cemeteries and Burial
Grounds (Boston: Houghton Mifflin Co., 2008); Allan Amanik and Kami Fletcher, eds., Till Death Do Us
Part: American Ethnic Cemeteries as Borders Uncrossed (Jackson: University of Mississippi Press, 2020).
어매닉과 플렛처는 왜 미국 사회에서 민족(ethnicity), 인종, 종교 및 사회경제적 배경, 젠더에 따라 장례
나 매장 장소가 ‘분리’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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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특히 인플루엔자 시기 수많은 사망자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나타났던 문제
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인플루엔자 당시의 수많은 사진 중에
도 죽음의 장면을 보여주는 기록은 거의 없다. 어쩔 수 없는 죽음의 모습을 전달하
기보다 극복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테지만, 죽음에 대한 거리감은 당시 상
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하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마주하는 사
건들을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난 예외로 만들기 일쑤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시신의 수습이야말로 정부의 영향력과 권력이 가장 잘 반영
된 주제일 것이다. 누가 장례를 감독하며 장례 규칙을 세우는가? 미국에서는 시정
부가 관할하는 빈민공동묘지(potter’s field) 외 대부분 묘지(cemetery)가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장례 절차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으나,11) 인플
루엔자라는 예상치 못한 재난을 맞이하여 정부의 권고가 힘을 얻었다. 한편, 인플루
엔자로 공권력이 일시적으로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을 둘러싸고 나타난 모
습은 비단 정부만이 아니라 보건위원회, 장의사, 친지를 잃은 지역사회 구성원 등
여러 집단의 갈등과 협력을 내포했다.12) 어떤 주체도 결코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수 없었는데, 아마도 결국—일시적일 뿐이라도—사라지게 마련인 죽음의 특성이 반
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 죽음, 그리고 시신에 대한 공포
죽음의 장소가 도시 한복판에 자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고대 로마에서부터
계속되었다. 이는 비단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시신이 비위생적이며 오염을 가
져올 수 있다는 실용적인 고려에 바탕을 두었다. 따라서 사제들은 죽은 자를 만지
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쳐다볼 수도 없었으며, 콩이 죽은 자의 영혼을 품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콩을 먹거나 만져서도 안 되었다.13) 로마의 12표법도 매장이나 화
장이 도시의 경계 너머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모든 시
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염병 사망자의 시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한편, 시신을 오염의 원천으로 보는 생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정되었는
11) Amanik and Fletcher, eds., Till Death Do Us Part, 4.
12) Samuel Cohn, Jr., “Fear and the Corpse: Cholera and Plague Riots Compared,” in Histories of
Post-Mortem Contagion: Infectious Corpses and Contested Burials, edited by Christos Lynteris and
Nicholas H. A. Evan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8). 이러한 갈등은 사실 이전의 감염병, 특히 콜레
라 유행 때 두드러졌다. 1918년 인플루엔자 당시는 갈등이 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페스트나 콜레라처
럼 이미 잘 알려진 병에 비해 인플루엔자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방부처리 같은 장례 절차가 자리를 잡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감염병 시신을 처리할 수 있었고,
부검, 해부,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19세기 때처럼 병원 측이 사익을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거나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했다는 소문은 퍼지지 않았다. 콘은 미국의 경우, 두창과 관
련하여 일반인들의 폭동이 일어났다는 데서 유럽과의 차이를 찾을 수 있지만, 두창은 콜레라만큼의 분노
를 자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Kindle, location 1522 of 5080.
13) Francois P. Retief and Louise Cilliers, “Burial Customs and the Pollution of Death in Ancient Rome:
Procedures and Paradoxes,” Acta Theologica Supplementum 7 (200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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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예를 들어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의 시신은 만져도 오염되지 않으며, 죽음의 오
염을 막기 위한 정화 과정도 필요 없었다.14)
시신이 오염과 질병을 부른다는 공포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19세기
에는 장기설의 영향을 받아, 부패된 시신의 냄새가 전염병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단지 ‘미아즈마(miasma)’ 때문이 아니라도 시신의 사후처리는 매우 중
요했다. 예를 들어 콜레라로 사망한 경우, 시신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콜레라
균이 퍼져나가 식수를 오염시키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장기설이 확산되면서 묘지
는 점차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로 밀려났다. 19세기 초부터 미국 여러 도시는
교외에 묘지를 세우기 시작했다. 이들 교외 묘지는 예전 도심의 공동묘지와 달리
전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데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는 곳으로 변모했다. 그리
고 이러한 성공은 산 자와 죽은 자를 분리하기는커녕, 묘지를 오락과 관광의 장소
로 탈바꿈시켰다.15) 19세기 중반에는 장기설을 대체한 세균설의 전파가 남북 전쟁
의 엄청난 사망자와 맞물리면서 위생 운동이 다시금 동력을 얻게 되었다. “새로운
위생가들”은 이제 개인의 위생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기설이 세균설
로 대체되었다고 죽은 자의 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시신이 ‘세
균’을 옮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시신을
처리할 것인가가 당시 ‘중요한 위생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16) 19세기 말 의사와
위생 운동가들은 화장법을 지지하면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화장이 가장 좋은 방
법이라고 주장했다. 곧 매장법이 매우 안전하며, 오히려 화장할 때의 연기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17) 화장이든 매장이든 이들의 의견에는 비
단 보건과 위생의 측면만이 아니라 종교와 의식에 대한 관심 역시 반영되어 있었
다.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이 미국의 전반적인 장례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19세기 여러 차례 콜레라 유행을 경험하면서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지만,18) 20세기 초 인플루엔자 팬데믹 때도 적절한 방안은 등장하지 않았다. 물
론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 전시 인플루엔자 상황 보도에 제재가 가해졌고, 미디어
가 실제 상황을 축소 보도한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발생 초기에
는 전쟁과 결부되어 음모론이 떠돌기도 했다. ‘스페인 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직전, 한 신문기사는 일리노이주 록포드에 위치한 캠프 그랜트의 상황을 보도하면
14) Ibid., 142.
15) Stephen Prothero, Purified by Fire: A History of Cremation 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48.
16) Ibid., 50.
17) Ibid., 59-60.
18) 1830년대 뉴욕에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는 며칠 동안 버려져 있던 시신을 얕은 구덩이에 던져 넣고 흙으
로 대충 덮어 놓은 바람에 쥐에 의한 시신 훼손과 악취로 항의가 많았다. Charles E. Rosenberg, The
Cholera Years: The United States in 1832, 1849, and 1866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89-90. 19세기 중반에도 상황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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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플루엔자 세균(microbe)도 자존심은 있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4만 명이나
되는 캠프 군인들[미국인]을 공격했지만, 독일군 포로가 갇혀 있는 공간은 들어가기
를 거절했다”고 풍자했다.19) 독일군 포로는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자유롭게 돌아
다닐 수 있던 미국 군인에 비해 바이러스 노출이 적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신문
보도는 독일이 인플루엔자를 퍼뜨렸다는 소문에 힘을 실어주었다. 인플루엔자 사망
자의 모습은 질병의 이해와도 결부되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이 검게 변했다며 ‘스페인 독감’이 실은 콜레라라는 주장이 있었다.
의사이자 칼럼니스트인 W. E. 에번스는 신문의 의료 상담란에서 시신이 검게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루머를 반박
했다. 그는 인플루엔자의 기원이 독일이라는 설, 독일 스파이가 인플루엔자를 퍼뜨
렸다는 설, 의사들이 인플루엔자를 퍼뜨렸다며 총살당했다는 설, 군부대가 치료제로
위스키를 몇 짝씩 들여왔다는 설 등을 전부 다 비판했다.20)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음모론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인플루엔자가 전역으로 확산
되자 1918년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인플루엔자 전파를 막기
위해 여러 방침을 권고했다. 그중 공공장소 폐쇄의 일환으로 장례식(교회, 극장, 술
집, 댄스홀, 전차 다음으로)이 언급되었는데, 장례식은 제한된 공간에서 회동하는 것
이고 접촉을 늘리며 감염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21) 감염된 시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좁고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 모여서 장례식을 하는 것이 가
장 큰 위험 요소라는 인식이었다.22) 초동대처가 늦어져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
한 필라델피아에서는 인플루엔자 사망자의 장례는 공개하지 않고, “오직 인플루엔
자에 걸리지 않은 상태인 가까운 성인 친척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매장 후에 장
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시신이 있는 채로 식을 거행하는 경우 교회나 공공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훈령이 공포되었다.23) 보스턴 시정부도 마찬가지로 장의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막기 위해 시신 앞에서는 작별인사를 할 수 없다
고 전달하고 장례식은 오직 친지와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허락된다는 규정을 알리라
며 책임을 전가했다.24)
19) “Spanish ‘Flu’ Bug Won’t Bite Hun Prisoners,” Spokane Chronicle, October 4, 1918.
20) Dr. W. A. Evans, “How to Keep Well,” The Spokane-Review, February 18, 1919.
21) “Influenza: Report of a Special Committee of the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December 21, 1918, 2068-2073.
Permalink: http://hdl.handle.net/2027/spo.1450flu.0016.541. 1872년에 워싱턴 DC에서 설립된 기관으
로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모인 공신력 있는 단체였다.
22) Ibid., 2070.
23) ““It’s as Bad as Anything Can Be”: Patients, Identity, and the Influenza Pandemic,” Public Health
Report 125, Suppl. 3 (2010): 134-144. The closing order—3 October 1918 in resolutions of the Board of
Health in what the Health Department has done to curb the epidemic of influenza. Monthly Bulletin of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Charities of the City of Philadelphia November–December 1918.
3:6–7.
24) 보스턴의 보건위원장 윌리엄 우드워드(William C. Woodward), City Record, 815. October 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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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역에서 장례를 알리는 종이 쉬지 않고 울렸다. 관이 줄을 지어 교회로 들어
갔다가 다시 나와 묘지로 옮겨졌다. 감염병으로 죽은 시신에는 함부로 손을 댈 수
도 없었다. 시신을 제때 처리할 방법이 없자, 필라델피아의 각 가정에서는 사망한
가족을 침대보로 싼 다음 문 앞에 내놓았고 시의 담당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
처럼 시신을 거둬갔다. “유행병이 정점에 달하여 필라델피아의 장의사들은 시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관이 동났고,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놓을 자리가 동났으
며, 희생자를 묻을 장소도 동났다. 방부처리 할 사람이 없어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
작했다. 마차가 도시의 거리를 돌았고, 마부들은 시신을 가지고 나오라고 소리쳤
다.”25) 자원봉사자들도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시신을 수거했다. 각각의 시신에는 택
이 달려 신원이 표시되었고, 고속도로 부서(Bureau of Highways)가 빈민공동묘지에
파 놓은 무덤에 묻혔다. “유행병이 물러가면 시신을 제대로 매장할 수 있다는 약속
만이 슬픔에 잠긴 친지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이들을 ‘죽음의 왜건’에 넘기도록 했
다.”26) 무엇보다 아이들의 장례가 심금을 울렸다. 돈이 있어도 관을 구하지 못할 때
는 얼음으로 주검을 감싸 부패의 진행을 늦춘 다음 작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묻을
수밖에 없었다. 뉴욕에서는 장례용품이 동나서 장례를 치러줄 수 없다는 장의사의
통보를 받고 좌절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관을 직접 만들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27) 가족이 다 묘지까지 동행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만이 아이
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1918년 인플루엔자 시기 원활한 장례 절차를 막은 것은 바로 관 부족이었다. 캘
리포니아주 레딩(Redding)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추가로 실어왔는데도 관이 부족
해서 대신 상자를 관으로 사용해야 할 정도였고, 상자를 감쌀만한 천을 구해와도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28) 관 제작 업소는 주문에 파묻혀 밤낮없이 교대로 제작에
나섰다. 관의 수요가 늘자 업체들이 담합하여 일정 가격 이상이 아니면 관을 팔지
않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뉴욕주의 『버펄로 인콰이어러(The Buffalo Enquirer)』는
관 제작 업계의 독점이 석유 업계보다 더하다면서, 보건부서가 관을 직접 제작해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거나 가난한 가족에게는 그냥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9) 워
싱턴과 필라델피아에서는 장의사 협회가 “관 담합”을 했다고 비난받았다.30) “이 상
황에서 가장 중대한 국면은 더 이상 의사와 간호사의 부족이 아니라 매장의 문제이
다.”라고 시작하는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The Philadelphia Inquirer)』의 기사는
25) Stephanie T. Peters, 1918 Influenza Pandemic (New York: Benchmark Books, 2005), 31.
26) Philadelphia, October 14, 1918. 이날 새로 발생한 환자는 4,302명이었고 사망자는 557명이었다.
https://www.upenn.edu/gazette/1198/lynch3.html
27) “Frantic Father Builds a Coffin to Bury Baby Boy,” The Evening World, October 28, 1918.
28) “No Caskets in Redding Because of Epidemic of Influenza,” The Sacramento Bee, October 31, 1918.
29) “Casket Trust,” The Buffalo Enquirer, October 12, 1918.
30) Dorothy Ann Pettit, “A Cruel Wind: America Experiences Pandemic Influenza, 1918-1920 A Social
Histor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Hampshire, 197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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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발급부터 매장까지 기다림의 연속이었음을 잘 보여준다.31) 물론 지역마
다 상황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필라델피아와 달리 피츠버그는 적십자와 긴밀하
게 협조하여 장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묘를 팔 사람이 없어 여러 구의 시신을
같이 묻는다거나 관이 모자라서 매장이 지연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꽤 긴 기간에 걸쳐 사망자 수가 점차 늘은 터라, 단기간에 많은 이들이 사망한 대
도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32) 한편, 묘지에 무덤을 팔 일손이 부족하여 죄
수들을 동원하는 지역이 있었는가 하면, 군인을 데려다 공동묘지 무덤을 파도록 하
자는 제안도 나왔다.33) 심지어는 가족에게 직접 매장하라고 한 곳도 있었다. 관만
부족한 게 아니라 장식용 꽃도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치솟았다. 75센트였던 장미꽃
이 1.50달러, 12송이에 75센트였던 카네이션은 4~5달러가 되었다.34) 상황이 심각하
기는 했으나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장소와 노동력만 있다면 시신의 매장 자체
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극지방의 사정은 달랐다. 겨울에는 땅이 얼어 팔 수
가 없었기 때문에 짐승이 훼손하지 못하게 하려면 겨울 동안 건물 지붕 위에 시신
을 쌓아두는 수밖에 없었다.35) ‘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자 뛰어든 정부와 매장 문
제 해결에 나선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팬데믹이 끝나기 전까지도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2. 장례 절차와 비용
인플루엔자 팬데믹 당시 미국에서는 가족이나 친지가 집에서 사망했을 시, 의사
가 방문하여 사망을 증명하거나 검시관이 사망증명서를 발급했다. 그 후 가족이 지
역의 장의사 업체에 연락을 하면 장의사는 시신을 작업장으로 옮겨 염습, 방부처리
등 장례에 필요한 과정을 진행하고 입관을 마쳤다. 시신은 장례식을 위해 집으로
돌려 보내지며, 경야, 고인과의 대면(viewing) 등을 거쳐 장례식이 거행된 다음 매장
을 위해 묘지로 옮겨지는 순이었다. 장의사는 매장 전에 사망증명서를 주위원회에
제출해 매장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자격증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다. 무연고자의 시신은 사망 후 안치소(morgue)에서 나흘 정도 보관되는데, 찾
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다른 무연고자 시신과 함께 빈민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 밀
려드는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검시관 사무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31) “Fewer Influenza Cases Reported,” The Philadelphia Inquirer, October 11, 1918.
32) James Higgins, ““With Every Accompaniment of Ravage and Agony”: Pittsburgh and the Influenza
Epidemic of 1918-1919,” Pennsylvania Magazine of History and Biography 134, no. 3 (2010): 275-276.
33) “Fewer Influenza Cases Reported,” The Philadelphia Inquirer, October 11, 1918; “Increased Deaths
Tax Undertakers,” The Sunday Star, October 13, 1918.
34) “Shortage in Cut Flowers,” Cherryvale Republican, December 21, 1918. 전쟁으로 인해 연료공급이 줄
어들어 꽃을 많이 재배할 수 없었던 것도 꽃 품귀 이유 중 하나였다. 관 부족도 전쟁 물자 동원과 관계
가 있었다.
35) D. Ann Herring, “There Were Young People and Old People and Babies Dying Every Week: The
1918-1919 Influenza Pandemic at Norway House,” Ethnohistory 41, no. 1 (1994): 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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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었으며 야간 업무도 시작했다. 병원 측은 지역의 묘지 부지 일부를 기증받아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묻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36)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권고가 내려졌다. 미국 공중보건협회 특별 위원회는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경우 24
시간 내 당국에 보고하여 시신이 빨리 매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했다. 당국은 매
일 관의 수를 파악하고 노동력을 확보하며, 인플루엔자 사무국의 허락 없이는 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의차나 기타 차량
을 미리 준비해두고, 매장을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면 공공근로자나 군대를 통해 노
동력을 확보하라는 권고도 포함되었다.37) 그러나 특별 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장례
에 따르는 비용의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죽음에는 애도뿐만 아니라 비용도 따랐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인플루엔자 백
과사전(influenzaarchive.org) 홈페이지에서 1918년 당시의 장례 기록을 찾아볼 수 있
다.38) 워싱턴주 스포캔(Spokane)에서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다섯 명의 기록인데, 정해
진 양식의 해당 부분에 각각 가격을 적어 총비용을 계산하는 형식이며 왼쪽 란에는
사망자의 나이, 직업, 거주지, 가족 관계 등을, 오른쪽 란에는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었다. 오른쪽 란의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36) “Fewer Influenza Cases Reported,” The Philadelphia Inquirer, October 11, 1918
37) “Influenza: Report of a Special Committee,” 2072.
38) Influenza Encyclopedia, The American Influenza Epidemic of 1918-1919: A Digital Encyclopedia,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the
History
of
Medicine,
Permalink:
http://hdl.handle.net/2027/spo.6280flu.00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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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관(casket or coffin)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철제 라이닝[*바닥을 제외한 관의 나머지 부분을 둘러싸서 주변의 흙이 밀려들
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외부 상자[*바깥쪽에 나무로 덧대는 것]
묘지 덮개
수의
매장용 슬리퍼와 스타킹
플레이트 각인
방부처리 (_______ 용액으로)
염습(Washing and dressing)
면도
얼음 위에 시신을 두는 비용[*부패 막기 위한 용도]
방 소독
사용비: 무개 영구차(Catafalque)와 휘장(Drapery)
접이식 의자
촛대와 양초
장갑 $______, 상장(喪章) $______
문에 두르는 상장(喪章) $______, 덮개 $______
영구차
묘지까지 마차_______@ $________
_____

묘지까지 자동차_______@ $________

_____

왜건 배송
역마차
___(신문이름)_____ 신문에 사망 신고
꽃
장지 비용
개방 무덤이나 덮개
무덤 벽
상록수
텐트나 차일 비용
납골소(Vault) 대여
(선불) 운송 비용
제거 비용
화장(cremation) 비용
짐꾼 $________, 경비원 $________
개인 서비스
음악
교회 [사용] 비용
총 비용

1918년 11월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52세 남성의 경우, 관 75달러, 외부 상자 비
용 5달러, 수의 1달러 80센트, 염습 10달러, 영구차 20달러로 총 111달러 80센트가
청구되었다. 방부처리는 없었다. 같은 달 사망한 15세 소녀의 장례비용은 총 18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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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였는데, 관 110달러, 외부 상자 6달러, 수의 18달러, 방부처리 20달러, 영구차 10
달러, 자동차로 묘지까지 운송하는 비용 12달러, 음악 5달러 등이 포함되었다. 다섯
건 중 한 건은 화장(cremation)을 했다. 30세의 나이로 사망한 헨리의 경우, 관 가격
50달러 외에 별도로 상자나 수의 비용은 없었고 대신 방부처리 비용 15달러, 화장
비용 35달러, 왜건 수송 비용 5달러 등 부대 비용이 55달러 소요되어 총 105달러가
청구되었다. 다섯 명의 평균 장례비용은 136달러로, 이들은 모두 인플루엔자로 사망
했지만, 장례 방식이나 나이, 성별, 그리고 장례를 치른 가족의 생활수준에 따라 각
각 지출한 비용에 차이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39) 미주리주의 장례 기록 역시
워싱턴주와 같은 양식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방부처리가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
는지 사망 시기가 비슷한데도 방부처리 없이 장례를 치른 기록이 꽤 있다. 다만 미
주리주 기록에는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거의 없었다.40) 오하이오주의 기록은 두 지
역만큼 자세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품목이 적혀 있고 역시 해당란을 합산하여 총 장
례비용을 계산했다.41) 1921년 장례와 매장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한 미국의 다우드
(Dowd) 목사는 허례허식을 따지지 않았던 흑인들의 장례비용이 16~20달러 선이었던
반면, 백인들은 토박이 미국인이든 이민자든 남에게 보여주는 데 집중하여 엄청난
장례비용(평균 120달러 정도)을 지불한다고 전했다.42) 이러한 상황은 팬데믹 와중에
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팬데믹 당시 장례식의 어려움과 비용의 문제는, 인플루엔
자로 죽으면 가족이 장례 빚에 허덕이게 될까봐 낫기로 결심했고, 이것이야말로 확
실한 인플루엔자 치료법이라는 유머 글에도 잘 드러나 있다.43)

3. 인플루엔자와 장의사
1918년 인플루엔자에서는 시신으로부터 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위협이 그다지
39) 평균 비용인 136달러는 1918년 미국 가정의 월 평균소득을 약간 웃도는 정도로 2021년 기준 약 2,500달
러이다(CPI Inflation Calculator, https://www.in2013dollars.com/us/inflation). 2021년 현재 미국에서는 (매장)
장례비용이 7,000~12,000달러, 화장은 6~7,000달러가 든다.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비용이 상승 중이다.
https://www.lhlic.com/consumer-resources/average-funeral-cost/#:~:text=The%20average%20funeral%20costs
%20between,cremation%20is%20%246%2C000%20to%20%247%2C000.
40) 20세기 초까지도 방부처리를 원하지 않는 지역이 꽤 있었다. 처리 중에 시신이 훼손될지 모른다는 공포
가 컸기 때문이었다. Laderman, Rest in Peace, 5. 1918년 워싱턴주에서는 총 사망자의 17.4%가 인플루엔
자 사망자였던 반면, 미주리주는 13.2%였기 때문에 두 지역의 장례 기록에서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있
다. 미국 전체로는 1918년 사망자의 16.2%가 인플루엔자 관련이었다.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Mortality Statistics 1918, 19th Annual Report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20), 205-207.
41)
Columbus
Metropolitan
Library,
Genealogy
and
Obituaries
Archives,
https://www.columbuslibrary.org/research/topics/genealogy-and-obituaries/
42) Quincy L. Dowd, Funeral Management and Costs: A World-Survey of Burial and Crem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1), 5. 다우드는 프루덴셜 보험 회사의 통계를 인용했다. 회사가 분석한
1,000건의 사례에 따르면 평균 장례비용은 121.48달러였다. 75.
43) “Cost of Funeral Looms Too Large; Scares Away Flu,” Chico Record, December 29, 1918. 장례식 전
에 부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윳돈이 필요했지만, 당시 노동자들로서는 즉각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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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중보건 협회도 인플루엔자로 사망했을 시 24시
간 내 당국에 보고하라고 권고했지, 시신과 접촉하지 말라거나 특정한 매장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장의사들 사이에서도 시신을 통해 감염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컸던 것 같지는 않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영국의 경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
다.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장의사나 무덤
파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높았다. 1918년 인플루엔자의 특징 중 하나는 사이토카인
폭풍(*강한 면역력을 지닌 경우 지나치게 많은 면역세포가 감염 부위로 몰려와 주
변에 염증을 유발한다)으로 젊은이들의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반면 45세 이상
은 인플루엔자의 영향을 훨씬 덜 받았다. 게다가 장의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대
부분 지역 내에 거주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장거리 통
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44) 미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감염
자 시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장의사들 사이에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다. 1918년 9
월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에는 캠프 딕스에서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군인들의
방부처리를 했다가 인플루엔자에 걸려 죽은 장의사의 기사가 실렸다.45) 이 외에도
인플루엔자 사망자의 시신에 방부처리를 했다가 감염되었다는 장의사의 기사가 이
따금씩 등장했다.46) 러셀 부스의 편지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디서나 사람들이 죽어
갔다……. 장례지도사들은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했다……. 많은 수의 무덤이 길게
판 참호처럼 만들어졌고, 시신이 나란히 놓였다.”47) 1918년 10월에만 미국 전역에서
20만 명이 사망하는 등 급작스럽게 사망자가 늘어나자 장의사들도 시신 보관에 어
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시신을 통한 감염을 우려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크게 드러나
지 않았다. 작업장으로는 모자라 장의사의 집에도 장작처럼 시신들이 쌓여 있었고,
아이들은 어른이 보지 않을 때 몰래 구경을 하거나 시신을 만져보기도 했다. 인플
루엔자에 걸린 사람들은 폐에 물이 차 서서히 익사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편히 숨을 쉬어보려고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있던 사람이 많았
고, 이대로 사망하여 사후경직이 시작되면 수습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입관 전, 앉
은 채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억지로 펴서 식탁에 끈으로 묶어 고정해 놓았는
데, 한밤중에 끈이 풀리면서 시신이 벌떡 일어섰다는 이야기가 장의사 가족들 간에
전해지기도 했다.48)
44) Reina James and Brian Parsons, “The 1918 Spanish Flu Pandemic and Burial of the Dead,” National
Association
of
Funeral
Directors,
https://www.nafd.org.uk/wp-content/uploads/2021/06/The-1918-Spanish-Flu-Pandemic-and-the-burial-of-the
-dead-November-2018.pdf
45) “Undertaker’s Death Caused by His Work,” The Philadelphia Inquirer, September 29, 1918.
46) “Undertaker Taken Ill with the Grip,” New Britain Daily Herald, October 31, 1918.
47) 러셀 부스(Russell Booth)의 편지, Collier Archives, Imperial War Museum, London, 다음에서 재인용.
Elizabeth Outka, “Zombie Flu: How the 1919 Influenza Pandemic Fueled the Rise of the Living
Dead,”
The
Conversation,
October
29,
2019,
https://theconversation.com/zombie-flu-how-the-1919-influenza-pandemic-fueled-the-rise-of-the-living-de
ad-12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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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사들이 감염을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이었겠지만, 팬데믹의 시기는 이들에게
있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2차 유행이 시작되던 무렵 캔
자스주의 한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공중보건이 끔찍한 부주의함으
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술도 없고 매장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인플루
엔자에 희생당한 이들의 방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D. W.
뉴커머의 아들들(D. W. Newcomer’s Sons)은 전문성을 강조하며 본인들의 장의사 사
업을 공격적으로 홍보했다.49) 뉴욕주 버펄로의 한 장의사/방부처리사 업체는 보건위
원회의 권고를 내세웠다. 광고는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 시 “24시간 내 매장해야 한
다”고 겁을 줬는데, 공중보건협회가 권고한 사항은 인플루엔자 사망 발생 후 24시
간 내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업체는 장례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
조하며, 밤낮으로 개인 서비스 보장, 장례식장 무료 사용 가능을 내세웠다.50)
현재 미국에서 장례는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에 의해
규제된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동일하다. 20세기 초가 되면
특히 방부처리에 자격증이 요구되었고, 신문 광고에도 자격증 보유를 강조하는 업
체가 대부분이었다. 시신에 방부처리를 하게 되면서 장의사의 권위와 기술이 더 중
요해졌으며 이들의 서비스가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51) 1918년 인플루
엔자 역시 장의사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인플루엔자의 기세가 등등하던
1918년 11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의 장의사들은 검시관(coroner) 자리를 두고
의사와 열띤 논쟁을 벌였다. 검시관은 선출직이었는데 의사 면허가 필요하지 않았
기 때문에 장의사도 검시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장의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검시관은 죽음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면 부를 일이 없다. 따라서 의사는 도
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방부처리사가 즉시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는데, 장의사라
면 모두 자격증을 가진 방부처리사이다. 또 하나를 들자면, 장의사는 친지들에게 통
보하기 전까지 시신을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다. 장의사의 도구
가 없다면 검시관이 무얼 할 수 있겠는가? 장의사는 검시관의 일을 효과적으로 처
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그야말로 검시관에 적합한 인물이
다.” 무엇보다 장의사-검시관은 뇌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 더 저렴하게 장례를 치
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주장도 있었다.52) 한편, 의사들은 의사-검시관이 부검 전
48) Frank Fitzpatrick, “May Great-Grandfather Was a Mortician during the 1918-1919 Flu Pandemic, and
Bodies
Filled
His
House,”
The
Philadelphia
Inquirer,
April
28,
2020,
https://www.inquirer.com/news/coronavirus-spanish-flu-1918-philadelphia-camac-mortician-funeral-home-2
0200428.html
49) Kansas City Star, October 20, 1918. 이 장의사 업체는 전후로 여러 내용을 담은 다양한 광고를 신문에
실었다.
50) The Buffalo Times, October 29, 1918.
51) Laderman, Rest in Peace, xix.
52) 이 외에도 검시관 사무소와 연계된 의사는 해부를 하거나 검시에서 의학적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법
이 있었다. 따라서 의사가 검시관을 겸한다면 해부를 할 때 어차피 다른 의사를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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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사망 원인을 결정할 수 있다며 장의사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53)
1918년 12월 몬태나주의 애너콘다에서는 보건위원회가 지역의 장의사들과 회의를
열고 장례 규칙을 논했다. 장의사들은 현 상황상 위원회가 도입한 “사망 36시간 내
매장” 규정을 지킬 수 없다고 항의했고, 위원회는 불응할 경우 면허를 박탈하겠다
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회의를 보도한 기자는 장의업체가 전부 다 시신 수습
을 거부한다면 대안이 과연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54) 장의사들 없이는 사실상 시신
을 처리할 방법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장례 과정이 돈의 문제임을 여실
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의사업의 성장과 전문화를 뒷받침하는 예이기도 했다.
미국에서 감염병 사망자의 시신이 제때 수습되지 못했던 것도 장의사업의 전문
화와 무관하지 않다. 인플루엔자 당시 장례 절차의 특징은 방부처리에 대한 언급이
잦았다는 점이다. 사망 이후 바로 매장하지 않고 3~5일 정도 시신을 장례식에 참가
한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작별인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 부
패를 막기 위해서는 몸의 혈액을 방부 용액으로 대체하는 방부처리가 필수였다. 주
마다 규정이 달랐지만 20세기 초에는 방부처리가 흔해졌고, 1918년 인플루엔자 초
기에도 방부처리를 위해 시신을 여기저기로 실어 나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미국에서 방부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였다. 19
세기 초만 해도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힌 후 부패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
초로 둘러싼 침대에 눕히는 등 가정 내에서 장례 절차가 행해졌다. 사망 후 일주일
동안 친지가 방문하여 애도를 표했으며, 그 후에 시신을 입관하여 동네 교회의 묘
지나 가족 묘지에 매장했다.55) 가정 내에서 죽음을 처리하던 방식이 사라진 계기는
남북 전쟁으로, 전시에 사망한 군인들의 시신을 찾아 제대로 된 장례식을 해 주려
는 가족이 늘어나면서 시신 보존 방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미 1830년대 프랑스에
서 몸의 혈액을 방부제로 대체하는 방법인 동맥 방부처리(arterial embalming)가 소개
되었고 곧 미국에도 알려졌다. 시신의 방부처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정식으
로 등록된 방부처리사만이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훈령이 내려지기도 했다.56) 그러
나 전쟁 중에 반짝인기를 끌다 사라질 듯했던 방부처리는 에이브러햄 링컨에 의해
미국 전역에 퍼졌고 오늘날까지도 이용되고 있다. 링컨은 아들이 사망했을 때 시신
을 방부처리했는데, 아들의 시신을 맡았던 방부처리사가 암살당한 링컨의 시신도
담당했다. 링컨의 시신은 워싱턴 DC에서 일리노이주의 묘지까지 옮겨졌으며, 관 뚜
그만큼 비용이 더 든다는 논리였다.
53) The Sacramento Bee, November 1, 1918, pg. 14; November 4, 1918, pg. 11.
54) “Health Board in Special Session,” The Butte Miner, December 15, 1918.
55) Brian Walsh, “When You Die, You’ll Probably Be Embalmed. Thank Abraham Lincoln for That,”
Smithsonian
Magazine,
November
1,
2017.
https://www.smithsonianmag.com/science-nature/how-lincolns-embrace-embalming-birthed-american-funera
l-industry-180967038/
56) 20세기에 들어서면 정부에서 방부처리 자격증을 발부하게 되었다.

- 124 -

제43회 국제비교한국학회 국내학술대회 및 제10차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국내학술대회

껑을 닫지 않고 마차에 실어 추모객들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동에 3
주나 걸렸기 때문에 정작 장례를 치를 때가 되어서는 방부처리에도 불구하고 부패
가 많이 진행되어 기괴한 몰골의 시신을 묻어야 했지만 말이다. 미국인들이 방부처
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1860년대 이후로는 가족 간의 장례가 전문업자에게 넘
어갔고, 방부처리 자격증이 사업의 필수요건이 되는 등 분야가 발전하게 되었다. 전
문적인 장의사가 등장한 것도 남북 전쟁 이후였다.57)
미국에서는 1882년에 처음으로 전국 장의사 회의가 열려 ‘장례지도사(funeral
director)’58)의 역할을 결정지을 기준이 세워졌다. 장의사는 시신을 염습한 뒤, 가족
과의 마지막 작별을 위해 방부처리를 하고, 마침내는 시신을 묘지로 인도할 것이었
다.59) 이 외에 매장과 화장이라는 장례 방식 간에도 충돌이 있었다. 역사가 스티븐
프로테로(Prothero)는 미국에서 매장의 목적이 물질적인 신체의 부패를 막는 것이었
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죽은 자는 방부처리를 받고 관에 넣어져 묻히게 되었다. 매
장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연결고리를 강조하여 사회적인 몸이 부패하는 것도 막고자
했다. 죽은 자는 그저 죽은 것이 아니라 항상 산 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묘지는 산
자와 죽은 자가, 그리고 서로가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화장은
부패를 매우 다른 방식으로 다루었다. 매장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화장은 불로써 부패를 막고, 산 자가 죽은 자와 소통할 장소를 아예 없
애버림으로써 “산 자를 죽음과 부패의 위험으로부터 막는 예방접종을 한다.”60) 19세
기 중반부터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주도한 위생 운동을 통해 화장을 선호하는 사람
들의 주장이 잡지나 팸플릿, 신문기사 등에 소개되었다. 팬데믹으로 예기치 않게 발
생한 다량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도 화장은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1918년 인
플루엔자 당시 화장은 여전히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방부처리 후 매장하는 방식이
계속 사용되었다.61) 프로테로는 저서에서 꼼꼼하게 화장의 역사를 조사했지만 1918
년에서 1920년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장례가 지
연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부처리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데서 위생 운동의 또
다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57) Walsh, “When You Die”; Laderman, Rest in Peace, 5-6.
58) Laderman, Rest in Peace, 5. 바로 이 회의에서 ‘장의사(undertaker)’가 보다 전문적인 ‘장례지도사’
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의사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59) Yalom, American Resting Place, 64.
60) Prothero, Purified by Fire, 4-5.
61)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 장례 문화에서는 매장이 주류를 차지했다. 당시 미국 남부에는 화장장이 아
예 없을 정도였다. 화장이 널리 전파된 것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하면서였다. 예를 들어 미 서부에서
는 20세기 초 인도의 시크교들이 미국에 이민한 다음에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화장 문화가 발달하게 되
었다. 프로테로는 1924년 이민제한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일본인이나 힌두인 등 전통적으로 화장을 하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이들이 화장 문화를 들여왔다고 설명한다. 1920년대 초까지만 해
도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1퍼센트에 그쳤지만 1930년대 초에는 2퍼센트, 1940년대에는 3퍼센트 이상으
로 늘어나는 등 20세기 후반에는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럽의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은 여전히 화장보다 매장을 선호하고 있다. Ibid., 127-128. 현재 미국에서 사망자의 화장 비율은 40
퍼센트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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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에는 미국 대부분 주에서 다음의 세 경우에 방부처리를 필수로 지정
했다. 1) 전염병으로 사망했을 때(*방부처리액이 살균, 소독 성분을 가지고 있었으
므로 잘 처리하면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2) 다른 주로
시신을 옮길 때, 3) 24시간(혹은 30 또는 48시간) 이상이 지나서 매장될 때였다.62)
인플루엔자 발발 전에는 보통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시신을 운반해 오기 위해 방부
처리가 사용되었다.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비소 등의 독극물을 사용하거나 나름의
창의적인 조합을 적용하는 장의사들이 많았지만, 방부처리의 목적이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부
처리액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1907년 전국 장례지도사 협회는 전
염병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소독제와 관련하여 공중보건국에 과학적
인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63) 이미 전부터 필리핀 등지의 열대지방에서 전염병으
로 사망한 군인의 시신을 미국으로 수송하려면 철저하게 방부처리를 하고 소독을
완료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방부처리의 필요성은 1차 세
계대전 와중에 사망한 군인들의 시신을 미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더 부각되었
다. 1915년 미국 공중보건국의 에드워드 프랜시스는 전문적으로 방부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공중보건국의 위생실험실에 따르면 방부처리
용액을 만들 때 포름알데히드액 13.5cc, 붕산나트륨(붕사borax) 5그램, 그리고 물을
더해 100cc로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포름알데히드액을 주입하면 근조직이 회색
으로 바래기 때문에 알칼리성인 붕산나트륨을 추가해 이를 막고 방부효과도 증진시
킬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사용되는 방부처리액의 양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
만 몸무게의 15퍼센트 정도였다. 그러나 프랜시스는 어떤 용액을 얼마나 사용하는
가보다 정확하게 주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방부처리액이 고르게 분산되려면 몸
의 여섯 군데—양손, 양발, 심장, 머리로 가는 동맥—에 주입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
다.64)
앞서 언급한 스포켄이나 여타 지역의 장례 기록을 보면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를 때 방부처리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가 창궐하던 당시에는 시신에 방부처리하는 것을 금지한 지역도 있었다. 2차 유행
이 시작된 무렵인 1918년 10월, 이미 뉴욕의 여러 캠프 타운에서 스페인 독감이나
폐렴으로 사망한 군인의 시신을 방부처리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방부처리
62) Yalom, American Resting Place, 66.
63) 공중보건국은 1909년 말에 조사에 착수하여 1910년 전국 장례지도사 협회의 연간회의 때 발표할 수 있
도록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Investigations of Embalming
Fluids,” Annual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of the Public Health and Marine-Hospit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fiscal year 1910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11), 38-39.
64) Edward Francis, “Embalming: A Satisfactory Method of Performing,” Public Health Reports 30, no. 31
(July 30, 1915): 2225-2226. 프랜시스는 이때 혈액을 빼낼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보통 동맥 방부처리 때
는 방부용액이 주입되면서 혈액을 포함해 여분 용액이 빠져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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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시신을 마을 한가운데의 안치소(undertaking establishments)로 운반하는 동안
감염이 퍼질지 모른다고 우려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캠프에서는 임시 안
치소 건축에 돌입했으나 단기간에 완성할 수는 없었던 터라 시신의 처리를 두고 논
란이 계속되었다.65) 동시에 부패된 시신이 오염원이 될 것이라는 공포도 여전했다.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에서는 시신 매장이 지연되면서, 시장이 지역의 장의사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서신을 공포해 시민들에게 장례 지연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
다. 지연된 이유는 가족들이 특별한 관과 통례적인 장례식을 고집해서인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시장은 가능한 한 그저 빨리 시신을 매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최대
한 빨리 장례식을 치르고 보건국의 훈령으로 시신의 방부처리 과정을 없애 시간을
단축하며 장의사들과 시민의 협조를 얻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
도 엿보였다.66)
시신을 오래 내버려 두면 그로 인해 병이 돌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은 과학의
발전과 새로운 지식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장의사업의 전문화와 결합되어 시신에 방
부처리를 해야만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망자를 애도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방부처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주에 따라 법으
로 규정하기도 했으므로, 방부처리는 인플루엔자로 일손이 부족하고 장례에 시간이
걸려도 여전히 필요한 과정이었다. 방부처리는 시신의 부패를 막아 줄 뿐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에게도 위안이 되었다. 방부처리제가 인플루엔자를 막아준다며 작은
병에 넣어 다니면서 항상 냄새를 맡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다.67)

4. 이름없는 시신과 애도
인플루엔자 당시 시신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은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
름없는 시신이 내포하는 위험까지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군인의 경우, 전투
중에 사망했든지 인플루엔자에 목숨을 잃었든지 관계없이 국방부가 신원 보장을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리던 1918년 10월 미국 육군과
해군은 전쟁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매장된 군인들을 위해 지문 기록을 저장
하여 “죽은 영웅”을 기리고자 했다.68) 고대 로마에서처럼 일단 군인이라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누구인지 알 수 없어도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미국 여러
지역에서는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이들의 시신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름없는 시신들의 존재였다. 소지품 확인 등 신원을 파악할 때 시신과 접
65) “Influenza Here Still Gains, but at Slower Pace,” The Evening World, October 14, 1918.
66) “Measures Adopted by Mayor to Insure the Burial of Flu Victims,” Baltimore American, October 19,
1918, p. 14.
67) “Embalming Fluid for Influenza Preventive,” The Courier-Journal, December 26, 1918.
68) “U.S. Finger Print Records Preserve Our Dead Heroes from Nameless Graves,” The Evening World,
October 17, 1918. 신원이 밝혀진 유해는 임시로 매장되었던 묘지로부터 미국의 가족 곁으로 이송되었다.
Rest in Peace,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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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하여 감염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간과할 수 없었다. 가족이 임종을 지
켰다면 다행이지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사망한 이들의 경우, 식별 수단은 시
신에 부여된 번호뿐이었다. 1918년 10월 펜실베이니아의 한 신문에는 ‘외국인
(foreigner)’ 집주인들이 인플루엔자에 걸린 하숙생들을 격리 장소에 데려와서는 나
중에 또 찾아오겠다거나 이름을 알아오겠다고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하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카운티에서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기사가 실렸
다. 기사는 이 ‘외국인’들을 독일군에 비유하며 이들의 매정함을 비난했다.69) 장례
비를 치를 수 없는 빈민이나 무연고자의 시신은 병원의 안치소에 보관되었으며, 의
과대학이 원하는 시신을 가져갈 수도 있었다. 해부용으로도 선택받지 못한 때는 여
러 구가 나무 상자에 뉘어져 빈민공동묘지의 무덤 하나에 함께 매장되었다. 비용은
공동묘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정부가 지불했다.70)
오래전부터 미국의 공중보건계는 무지한 외국인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 처리를 방해할지 모른다고 염려했다.71) 1918년 인플루엔자 때에는 단기간에
사망자가 급격히 늘었고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서 가족의 시신을 숨
긴다든지 신고를 미루는 일은 흔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시신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민자도 오염의 근원으로 여겨지기 일쑤였다. 이들의 문화적 차이는 미
국적 청결함에 위배되는 불결함의 상징이었으니, 장례식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아
일랜드, 이탈리아 이민자 등 가톨릭 신자는 장례식에서 시신에 입을 맞추곤 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한 이민자로 인해 인플루엔자가 퍼졌다는 주장이 뒤를 이었
다.72) 1918년 10월 뉴멕시코에서는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중국인 정원사의 장례
가 교회에서 중국식으로 치러졌다. 시신은 방부처리되지 않았고, 참석자들이 사망한
정원사의 옷 주머니에 돈을 넣었으며 매장 후에는 묘지 위에 식사를 차려 놓고 떠
났다.73) 필라델피아에서는 러시아 유대인들이 인플루엔자의 끔찍함을 덜어내고자
묘지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도 했다.74) ‘스페인 독감’이 막 퍼지기 시작했을 무렵에
는 기존의 장례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했지만, 팬데믹의 와중에 이민자들의 문화적
관습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망하면서 실
제 매장 과정에는 외부인이나 내부인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대부분
큰 저항 없이 간소화된 장례 절차를 따랐다. 문화적 차이는 애도에서 더 잘 드러나
69) “Many Unknown Graves,” The Pottsville Republican, October 25, 1918, pg. 3. 기사는 ‘외국인’ 집
주인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70) Dowd, Funeral Management, 23.
71) Kelly B. Arehart, ““For Internment of White People Only”: Cemetery Superintendents’ Authority
and the Wealthy White Protestant Lawn-Park Cemetery, 1886-1920,” in Till Death Do Us Part, 199.
72) 캐서린 아놀드, 서경의 역, 『팬데믹 1918』, 황금시간, 2020.
73) “Lou Qouy, Gardner, Gets Typical Chinese Funeral,” El Paso Herald, October 18, 1918.
74) “Marriage in Graveyard to Stop Epidemic,” Stockton Daily Independent, November 24, 1918. 수백 년
전 러시아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이 방법으로 콜레라의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
플루엔자를 막는 데도 유사한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다고 기사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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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팬데믹의 충격은 그 형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18년 인플루엔자는 전쟁의
끝 무렵에 발생한 데다 승전의 기쁨 때문이었는지 적절한 애도 절차가 소개되지 않
았고 사망한 사람들을 기리는 기념비도 세워지지 않았다.
적절한 애도의 부재는 여러 사회 현상을 야기했다. 일례로 1918년 인플루엔자
이후에는 강령술(spiritualism)이 횡행했다. 2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세계대전과 더불
어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더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던(5천만 명 이상) 인플루엔
자의 충격은 죽은 자와의 교류를 통해 위안을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졌다. 가
장 잘 알려진 예로 셜록 홈스를 창조한 영국의 코난 도일 경(*아들과 동생을 인플
루엔자로 잃었다)을 들 수 있는데,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도 강령술과 영매, 그리고
위자(ouija) 보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75) 물론 인플루엔자가 전쟁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강령술의 유행이 인플루엔자의 충격 때문이었는지 아
니면 전쟁의 잔혹함 때문이었는지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팬데믹 시대의 죽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억은 대를
이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골의 형태로, 그리고 또 다른 팬데믹의 모습으
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다.
끝을 맺기 전에 1918년 인플루엔자 당시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자. 조선
역시 “서반아감기”로 알려진 인플루엔자 팬데믹의 희생양이었다. 1918년 11월 18일
자 『매일신보』는 「不忍見의 慘狀」이라는 기사를 통해 충청북도 관내의 독감 창
궐을 알렸으며, 12월 3일자 기사는 “온 집안 식구가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사망신고는 고사하고 파묻을 사람도 없는 형편이다.”라며 절망감을 드러냈
다.76) 학교와 사업장이 문을 닫은 것은 물론이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추수도 제
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1912년의 <묘지규칙>을 통해 사설묘지가 금지되고 화
장이 합법화 되었지만,77) 인플루엔자 발발 당시 사망자의 시신이 실제로 어떻게 처
리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다만 한 신문기사의 내용을 빌어 당시
의 상황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인플루엔자가 발발한지 거의 10여년 후이긴 하나,
1929년 동아일보에서 연재된 <직업부인이 되기까지> 중 11월 16일 <직업부인이 되
기까지 산설고물설흔(상)>이라는 신호(神戶) 문정복(文正福)의 글에 부모님의 사망에
대한 내용이 있다. 문정복이 16세 되던 해, 부모가 둘 다 “류행감긔”에 걸리고 곧
75) 영국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강령술에 관심이 커졌다고 한다. Marc Horne, “How the Covid–19
Pandemic
Is
Driving
a
Revival
in
Spiritualism,”
The Times, January 26, 2021,
https://www.thetimes.co.uk/article/how-the-covid-19-pandemic-is-driving-a-revival-in-spiritualism-vqw73hw
qc.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76) 『매일신보』, 1918년 12월 3일.
77) 정일영, 「1910년대 묘지 통제에 담긴 일제 식민지배의 논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0 (2014),
79-124. 조선시대에는 화장이 금지되고 전염병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매장을 해야 한다고 규정
했는데(이향아, 「만세전: 1918년 ‘만세’운동 이전 <묘지규칙>의 제도화 과정-1910년대 경성을 중심으
로」, 『사회와역사』 125 (2020), 181) 그렇다고 해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친족의 화장이 문제 없이 용인
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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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했다. “아즉 어머님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함으로 아버지의 장례준
비를 못하게 되어 이웃사람들에게 부탁하니 모다전염병이란 핑계로 도와주지안흠으
로 다만 나의 삼촌숙되는 이가 혼자 이불에 그냥 싸서 밤에 메고 나가 깡깡얼은 땅
을 파고 그속에 무덧습니다. 그겨테는 넘우도 긔가막혀 울지도못하는 나혼자만 잇
게되엇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뒤를 따랐는데, 이번에도 숙부가 장사를 지내 주었
다. 그러나 전염병의 스티그마가 여전했던지 문정숙은 아무도 보지 못한 채 하루
두 번 머리맡에 높이는 밥한그릇, 국한그릇으로 매일을 보내야 했다.78) 시기상 문정
숙의 부모도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
람들의 경우,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며 <묘지규칙> 등
으로 통제를 강화한 일본 정부의 방침을 피할 수도 없었을 터인데, 과연 시신 처리
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당시
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도 그 여파는 지속되었다. 여러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발발
이후 정신질환이 늘었고,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다.79) 그러나 효과적인 애
도의 방식이나 슬픔을 공유할 방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1918년 인플루엔자가 지나간 지 10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망했던 수
많은 이들과 그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가족, 친지, 친구들의 애도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신문기사, 회고록, 회상만으로는 팬데믹의 충격, 공
포, 슬픔을 전달하기에 충분치 않다. 코로나19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에
게 100년 전 인플루엔자 팬데믹의 상황은 제대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재난이었을
것이다.
팬데믹 시대의 죽음은 사후 처리에서 그 비극이 부각된다. 코로나19를 맞아 영
국은 팬데믹 인플루엔자 사망 시 대처법에 대해 지침서를 제공했다. 캐나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필
요한 지원을 제공했으며, WHO의 지침도 널리 알려져 있다.80) 한국 정부는 코로나
19 관련 사망 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족의 동의하에
78) 「직업부인이 되기까지 산설고물설흔(상)」, 『동아일보』, 1929년 11월 16일.
79) Greg Eghigian, “The Spanish Flu Pandemic and Mental Health: A Historical Perspective,” Psychiatric
Times
37,
no.
5,
May
29,
2020,
https://www.psychiatrictimes.com/view/spanish-flu-pandemic-and-mental-health-historical-perspective. 인플
루엔자로 친지를 잃고 충격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거나, 병을 앓은 후 정신이 이상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
은 사람들에 대한 기사도 종종 실렸다. 식민지 조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배우자를 인플루엔자로
잃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들의 기사가 실렸다고 한다. 다음을 참조. 「[1919
한겨레]
해
넘기도록
맹렬한
돌림감기」,
『한겨레』,
2019년
1월
1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6504.html
80)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for the Safe Management of a Dead Body in the Context of
COVID-19,
Interim
Guidance,
March
24,
2020,
WHO,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31538/WHO-COVID-19-lPC_DBMgmt-2020.1-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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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화장, 후 장례실시”라는 방침을 내세웠다. 2021년 2월 23일에 발표된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 장례관리 지침> 제2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잠재
적인 전염성이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표준주의’ 원칙을 적용하며, 일부 감염성 질
환을 가진 사람의 혈액, 체액 또는 시신의 조직과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으므로
노출 최소화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장례관리 지침은 싱가포
르를 모범 사례로 본다. 싱가포르 시신관리 처리 규정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HIV, C형 간염, SARS, MERS 등과 더불어 위험 범주 2에 속하는데, 이때는 밀봉 필
수, 유족 참관 허용, 방부처리 불허, 염습은 PPE 사용 하에 허용, 시신 처리는 화장
을 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밀봉이 필요하며, 유족 참관, 방부처리, 염습이 다 허용
되지 않는 범주 3에는 페스트, 광견병, 광우병 등이 포함된다.81) 그러나 WHO의 지
침에 따르면, “에볼라 등 출혈성 열성 질병 및 콜레라 외에는 시신은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없다. 강한 유행성 독감 사체에서도 폐에 대한 검시 진행 시 감염이 가능
하며 그 외에는 감염되지 않는다.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흔한 미신’에 불과하다.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
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한다. 미국의 CDC도 마찬가지로 화장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82) 영국 역시 전염병으로 사망했어도 시신
을 꼭 화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라고 권고
한다.83) 이들 지침서는 무엇보다 살아있는 가족의 바람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가족의 바람이 고려되고 있을까?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로 병실 밖으로 나와
안치실로 이동된다. 이후 관으로 옮겨서 결관(끈으로 관을 동여맴)된다. 영구차까지
관을 옮기는 운구도 거리두기를 위해 가족이 아닌 장례지도사가 진행한다.”84) 이러
한 상황에서 가족이 장례 절차에 제대로 개입할 여지는 그다지 크지 않다. 지난 10
월 6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선 화장 후
장례실시’라는 현행 장례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죽음을 맞아 적절
한 의식을 치르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다. 따라서 죽음과
관련된 문화, 종교적인 관습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적인 충격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
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팬데믹 이후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프로젝트
81)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제2판>, 2021년
2월 23일, 9쪽. 싱가포르에서는 사망자의 80퍼센트 이상이 화장되고 있다. 한국의 화장률은 2020년 현재
90퍼센트를 돌파했다.
82) 강현구, 「코로나19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지침, 개정 필요」 『의약뉴스』, 2021년 5월 24일,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988
83) 화장은 해로운 다이옥신을 뿜어내는 등 공기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집단 화장은 삼가라는 권고
도 있다.
84) 홍완기, 「가족과 유리된 죽음’ K방역 장례 지침...‘선 화장’ 개선해야」 『의협신문』, 2021년 10월
26일.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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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좋은’ 죽음이란 무엇이고 죽음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논
의를 시작했다. 로라 데이비스(Davies) 박사는 죽음에 대해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도
록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했다.
1. 코로나19가 야기하고 있는 고통을 인정해라.
2.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대화를 해라.
3. 문학과 예술작품을 적극적으로 탐구하여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을 돌아보고 심화시켜라.
4. 질문을 해라.85)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왔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큼이나 죽음을 계획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팬데믹의 와중에 죽음을 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데이비스의 네 가지
제안 외에도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는 과정이야말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로 나아갈
힘을 주는 게 아닐까.

85) Beyond the Pandemic: What Should We Do? #4 Find
https://www.cam.ac.uk/stories/BeyondThePandemic_agood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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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의 죽음: 미국의 1918년 인플루엔자 대응과 장례｣
에 대한 논평문
이은영 경희대학교
토론문: 이은영 (경희대)

신지혜 선생님은 ｢팬데믹 시대의 죽음: 미국의 1918년 인플루엔자 대응과 장례｣에
서 1918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던 당시 미국에서 죽음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시
신 처리와 장례 를 중심으로 살펴보셨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약
100년 전의 팬데믹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죽음’과 ‘장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 점에서 당시 미국 사회의 죽음과 시신을 마주하는 태도, 시신
처리와 장례 절차를 구체적으로 논한 선생님의 글을 논평자는 아주 흥미롭게 읽었고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학적 연구 방법론과 사료에 기반하
여 선생님의 글을 논평하는 것은 역사학자가 아닌 논평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아래에서 문사철을 포괄한 인문학적 관점에서 질문과 의견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
니다.

1. 본문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표현이 간혹 나오긴 하지만, 제목에서부터, 그리고 본
문에서도 주로 ‘1918년 인플루엔자’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보아 ‘스페인 독감’이라는 표
현의 사용을 꺼리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즉 병명에 특정 국가가 들어가고 감염병의
첫 발병지가 스페인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피하
신 게 아닌가 짐작합니다.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혹은 권장되는 명칭은 무엇인지요? 또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유행 초기 ‘우한폐렴’으로 불리다가 WHO에 의해 ‘코로나
19(Covid-19)’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의 명명이 특정 국가나 집
단에 대해 일으키는 낙인과 혐오의 역사, 혹은 질병의 명명 원칙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
을 듣고 싶습니다.

2. WHO 지침에 따르면 “에볼라 등 출혈성 열성 질병 및 콜레라 외에는 시신은 일
반적으로 전염성이 없다. 강한 유행성 독감 사체에서도 폐에 대한 검시 진행 시 감염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감염되지 않는다.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흔한 미신’에 불과하다.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18쪽)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 화장 후 장례 실

- 134 -

제43회 국제비교한국학회 국내학술대회 및 제10차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국내학술대회

시’ 원칙은 ‘흔한 미신’에 바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글에서 언급하셨듯이(19
쪽) 우리나라도 현재 현행 장례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애도가 부재
하면 1918년 인플루엔자의 경우처럼 여러 사회 현상이 야기될 것입니다.(16쪽) 장례 지
침의 개정이 가족과 사회의 ‘적절한 애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적절한
애도’는 어떠한 것인지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은 역사적으로 팬데믹의 과정
이나 그 이후 적절한 애도가 이루어졌던 사례,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례가 있었
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방부처리’ 등 미국의 장례 문화(13쪽 등)에 흥미를 느끼는 한편, 그것이 과연 죽
음을 대하는 건전한 방식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방부처리와
화장(메이크업)으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꾸미는 것은 죽음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
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요? 방부처리 등의 장
례 방식에 대한 미국 내외의 비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선생님의 글은 팬데믹 시대의 ‘죽음과 장례’에 초점을 맞춘 글이긴 하지만, 과거의
팬데믹이 사회, 정치적으로 크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
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7쪽과 3쪽 주석 7번에서 간략하게 “1918년 인플루엔자 당시 식민지 조선”도 언급하셨
습니다. 당시 인플루엔자로 조선에서는 14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근, 일본의 식민지 수탈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일어난 인플루엔자 유행이 1919년
3.1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1)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이기도 했습니다. “1918년에 발발하여 1920년에 자취를 감춘” 인플루엔자
팬데믹은 미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요?

감사합니다.

1) 김상기 기자, <1918년 한국서 14만명 사망자 낸 스페인 독감..."3.1운동에 영향">, 《라포르시안》,
2019.02.26.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Print.html?idxno=11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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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물질문화: 마스크를 중심으로” 토론문
정세권 경희대학교
토론문: 정세권 (경희대)

장하원 선생님의 발표는,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마스크’라는
인공물의 가치와 의미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흔히
‘정신문화’의 상대개념으로 사용되곤 하는(최근에는 그런 구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습
니다만) ‘물질문화’라는 개념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한국 사회의 내밀한 모습들
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황사, 미세먼지 방지용으로 혹은 독감을 예방하기 위
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한국적 상황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중
들은 더 많은 마스크를 원하게 되었고, 정책적인 실천(‘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맞
물려, 마스크는 상품이자 일종의 ‘공공재’로서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마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외국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공중보건과 개인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마스크 착용이 사회적 의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
지만 안정적인 마스크 대량 공급과 일회적인 사용(및 재활용을 권고하지 않는 방침) 등
으로 인해, 사용된 마스크는 환경 및 개인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
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활용 마스크를 권장하거나 사용된 일회용 마스크
를 적절하게 폐기하려는 실천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장하원 선생님은 코로나 시대에 한
국 사회에서 마스크가 보건용품으로서의 가치를 비교적 일찍 인정받고,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사회적 의무로까지 확장되었으나 2년 가까이 일
회용으로 사용/폐기되는 상황에서 마스크가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된 일련의 과정을 흥
미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하원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 겸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발표자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는 한국 사회를 ‘물질문화’라는 주제어로
살펴보기 위해 ‘마스크’라는 인공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감염을 예방 혹은 차
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실제로 보건용품으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마스크는 과학기술
적인 색채가 상당히 두드러진 인공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인공물과
비교할 때, 과학기술과 밀접한 인공물이 갖는 어떤 독특한 모습이 있는지 혹은 그런 선
행연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학기술(혹은 그 결과)은 흔히 보편적, 객관적,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따라서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다른 인공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문화’라는 전
체 논의에서 다른 인공물과 달리 과학기술이 갖는 어떤 고유한 성격에 대해 말씀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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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마스크뿐 아니라 또 다른 인공물, 예를 들면 백신, 치료제,
QR코드 등과 같은 인공물을 통해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물질문화’를 이해하고 분
석하는 후속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표자는 ‘획득(수요/공급)-착용-폐기’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스크의
의미와 가치가 변하는 한국적 맥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착용 과정을 ‘마스
크의 획일화’, ‘사회적 의무로서 착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더 풍부한 맥락들이
서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KF 마스크의 등급 및
그 효과, 면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보건용품으로서의 인정받은 마스크가 만든
부수적인 현상들(비염 환자 감소, 신분 확인 문제, 화장, 유아 언어교육, 장애인 마스크
등)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획일화된 보건용 마스크를 사회적 의무로 착
용하게 된’ 상황과 함께, 이런 묘사에 포함되기 어려운 마스크를 둘러싼 논란들이 추가
되어야만 한국적인 ‘물질문화’를 더욱 내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과 비교
하여 마스크 착용이 정치적인 입장과 ‘비교적’ 무관했으나,1) 그렇다고 발표자의 서술이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논란이나 이견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해되면 곤란하기 때문
입니다.
세 번째로, 앞서 논평한 부분에 포함되기는 했는데 ‘마스크’라는 인공물에 더욱 집중
하는 분석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뭉뚱그려진 ‘마스크’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마스크부터 새롭게 생산/판매되기 시작한 여러 등급의
KF 마스크, 면 마스크 등 다양한 종류의(디자인까지 포함하여) 마스크에게 투영된 가치
및 이를 둘러싼 논란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한국적인 ‘물질문화’가 더 흥미롭
게 서술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보건용품으로는 아니지만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가 착용되기 시작한 냉전적 기원을 질문한 연구가 최근
학회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2021년 제64회 역사학대회 과학사부 발표. 현재환(부산대학교) ““민주적
진압 기술”?: 최루탄 공해와 시위 마스크의 냉전적 기원”(2021년 제64회 역사학대회 과학사부 발표,
2021. 10. 30.). 외국만큼 격렬한 논쟁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도 마스크 착용의 정치적 의미를
아예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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