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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퓰리처상 수상 시인인 유세프 코무냐카(Yusef Komunyakaa)와 희곡 작가인 채드
그라시아(Chad Gracia)의 공동 작업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 두 사람은 2006년에 한 팀을 이루어서
『길가메시』(Gilgamesh )를 연극으로 각색했다. 이 희곡은 웨슬리언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되었으며,1
연극은 뉴욕의 92번가 Y(the 92nd Street Y), 시카고 휴머니티 페스티벌(the Chicago Humanities
Festival), 보스턴 현대 미술관(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in Boston), 그리고 코무냐카의 고향인
뉴올리언스에서 여러 해에 걸쳐 공연되었다.

1. 연극 상연
이 연극들은 이렇다 할 세트도 없이, 소규모의 스텝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배역을 소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유용한 무대 소품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등 1인 2역이나 1인 3역을 하는 6명 정도의 배우들로
구성된, 적은 비용을 들인 작품이었다. 간단한 물건들을 독창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들은 빈약한
무대를 보완할 수 있는 풍성한 시각적 효과를 창출해냈다. 예컨대 실크로드 연극 프로젝트(Silk Road
Theater Project)가 이 연극을 시카고에서 공연했을 때, 여신 이쉬타르(Ishtar)는 하나의 실루엣으로
처리된 달 속의 얼굴로 등장했는데, 이것은 면직물 천을 훌라후프 위에 붙여 팽팽하게 펴고 거기에
손전등을 비춰서 만들어 낸 효과였다. 그러는 동안에 세 명의 배우는 녹색과 갈색 천으로 싸인 대나무
틀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훔바바(Humbaba)―삼나무 숲의 수호자이자 길가메시의 주된 적수인―를
표현해냈다.
실크로드 연극 프로젝트는 이런 종류의 연극을 “배우가 주도하는 양식화된” 연극이라 불렀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가난한 자의 연극이라 불릴 법하다. 왜냐하면 낮은 차원의 기술과 적은 비용,

1 Y
 usef Komunyakaa and Chad Gracia, Gilgamesh: A Verse Play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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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극의 표현수단으로 원시적인 자원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런 종류의 연극이 질
낮은 공연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크로드 연극 프로젝트는 높은 평가를 받는 극단으로서,
시카고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제일 연합 감리교회(First United Methodist Church)의 전속
극단이며, 그 역사적인 교회 건물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극단은 『길가메쉬』를 두 번 공연했는데,
한 번은 시카고 대학 오리엔트 연구소(Oriental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Chicago)에서,
다른 한 번은 시카고 휴머니티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시카고 현대 미술관에서 공연했다. 이 연극을
공연했던 2008년-2009년 시즌에 이 극단은 구글(Google), 아이비엠(IBM), 맥아더 재단(MacArthur
Foundation), 미국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그들의 저예산 연극은 오히려 자긍심이 걸린 문제, 곧 특정한 비전을 가진 그 극단만의 독특한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9·11 사태 이후 미국을 휩쓴 반(反)아랍·반(反)이슬람 정서에 대응해서 말릭
길라니(Malik Gillani)와 자밀 코우리(Jamil Khoury)가 2002년에 세운 실크로드 연극 프로젝트는,
한때 중국 및 인도와 중동을 연결하는 교역로 상에서 번영했던 다신앙·다종족 공동체를 상기시키는,
일종의 풀뿌리 극단이 되고자 했다. 코무냐카와 그라시아의 『길가메시』 각색은 바로 그런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험적 환경은 서사시 이론에서 거의 언급조차 된 바 없기 때문에, 나는 이를 좀 더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은 소설―라블레(Fran ois Rabelais)의 작품에 나타난
“축제(carnival)”―을 위한 분석 용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극의 언어를 끌어왔지만, 그가 서사시를
막다른 골목에 봉착된 장르, 곧 경직되어 소멸 직전의 상태에 다다른, 오직 과거만 있을 뿐 현재나
미래라고는 전혀 없는 장르로 일축해버렸을 때, 연극 각색을 둘러싼 정치와 화용론(pragmatics)이라는
주제는 결코 대두되지 않았다.2 서사시를 경험의 렌즈로 바라볼 때와 번역, 인용, 각색의 특수
사례들로 바라볼 때, 즉 서사시를 되살리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며 여러 장르와 매체에서 사용하도록
재유통시키기도 하는 리싸이클링(recycling)의 사례들로 바로 볼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가?
불규칙한 간격을 두고 또 예측하기조차 힘든 장소에서 종종 벌어지는 이런 활동들은, 시간을 가로질러
진화해가는 영역이자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는 영역을 가로질러 횡단적으로 확산되는 영역인 이 특별한
장르에 대한 그리고 일반적인 장르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더 복잡하게 만드는가?
코무냐카와 그라시아의 연극 각색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서사시 『일리아드』(Iliad )와
『오디세이』(Odyssey)보다 무려 천 년이나 앞선 비서구의 서사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체로 지역적이고 대개 일반화될 수 없는 리사이클링의 맥락―일부는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작업의 핵심과 관계되고, 일부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볼 때 세계적인 테러리즘과 9·11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사건들에 의해 조성되는―을 상기시킨다. 이와 같은 일종의 투입 네트워크(input
networks)―거시적인 요인과 미시적인 요인, 그리고 그 사이의 수많은 매개자들로 구성된―는
서사시의 형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곧 그것은 5천년에 걸친 서사시의 형태론적인 스펙트럼은 물론
어떤 특정 사례의 구조와 세부적인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장르를 운용하는 전형적인 척도란

2 M
 . M. Bakhtin, “Epic and Novel,” The Dialogic Imagination, trans.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Austin: Univ. of Texas Press, 1981), pp. 3-40.

86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변형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의 장르에서 다른 장르로 옮겨간다고 생각할 수

Session 1

있으며, 또한 어느 정도의 변형일 때 우리가 동일한 장르 내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2. 융합(Mashup)
『길가메시』의 사례는 대단히 유익하다.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와 달리, 이 수메르 서사시는
점토판에 새겨진 ‘문자’로 표현된 것이었다. 수메르에는 여기저기를 여행하는 음유시인들, 곧 여행을
다니면서 구술 서사시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하는 시인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메르의
텍스트는 호머의 서사시와 비교하면 극단적일 정도로 엄청난 변형들을 보여준다. 그것은 처음부터
결코 온전한 적이 없었고, 번역, 조합, 재조합 같은 다양한 행위를 통해 출현하기도 하고 계속
풍부해지기도 하는 텍스트의 최초(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경탄할만한) 사례인 것이다. 길가메시는
기원전 2750년 경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우루크(Uruk)를 통치했던 역사적인 왕이었다. 그에 관한
전설들은 아마 그의 사후 직후부터 생겨난 것 같다. 최초에 그 전설들은 아카드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비(非)셈어인 수메르어로 쓰였다(하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길가메시』는 결국 셈어인
아카드어로 유포된다). 이 최초의 수메르어 판본은 기원전 1700년까지 대략 천 여 년 동안, 곧 수메르
인들이 인접한 셈족들에 의해 장악당한 이후로도 오랫동안 다섯 개의 시로 나뉘어져 존속했던 것
같다. 그리고 기원전 1700년 무렵 그 다섯 개의 시들은 수집되고 맞추어져서, 아카드어 방언인
바빌로니아어로 된 설형문자 판본으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가장 잘 보존된 판본은 그 보다 조금 더
이후인 기원전 1200년경에 학자이자 사제였던 신리케운니니(sin-liqe-unninni)가 수집하여 기록한
12개의 평판이었다. 그 평판들은 최종적으로 아시리아의 왕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l, 기원전
668-627)의 도서관에 보관되었다.
이 간단한 설명에서 분명해진 것은, 『길가메시』가 만들어진 과정은 고대 메소포타미아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텍스트의 형태와 기본적인 특징들은 수집·교정자와 번역자들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이런 초창기의 노력들도 19세기에 이루어진 기념비적인 시도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했다. 유럽의 학자들은 수백 수천 개로 깨져 있던 점토판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이다.3
이것들을 어떻게 모종의 읽을 수 있는 순서로 배열하여 복원할 것인가? 이 서사시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너무나 많은 상이한 사본들을 조합하여 만든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판본들로 존재했고,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심지어 가장 완전한 판본인
신리케운니니의 평판도 대략 3분의 1의 행이 누락된 상태이다), 19세기에 와서, 그리고 모든 현대의
번역 과정에서 추측에 의한 작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가장 읽기 쉬운 번역 가운데 하나인 스티븐
미첼(Stephen Mitchell)의 번역도 신리케운니니가 남긴 12개의 평판을 ‘표준 판본’으로서 번역의
1차 자료로 삼고, 다른 평판들과 수메르어로 쓰인 시들에서 비어있는 시구와 행들을 채웠다. 앤드류
조지(Andrew George)의 1999년 펭귄판(Penguin edition)과 벤자민 포스터(Benjamin Foster)의

3 D
 avid Damrosch, The Buried Book: The Loss and Rediscovery of the Great Epic of Gilgamesh (New York:
Henry Hol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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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노튼판(Norton Critical Edition)은 이런 작업을 훨씬 더 강하게 밀고 나갔다. 펭귄판에서
신리케운니니의 ‘표준 판본’은 네 개의 다른 판본과 함께 제시되었다. 즉, 기원전 2000년대 초반의
바빌로니아어 텍스트, 기원전 2000년대 후반의 바빌로니아어 텍스트, 기원전 2000년대 후반의
바빌로니아어 텍스트이지만 바빌로니아 외부에서 전승된 텍스트, 마지막으로 수메르어로 쓰인 시들의
판본들과 함께 제시된 것이다. 노튼판에서도 네 가지의 텍스트, 곧 이른바 ‘표준 판본’, 수메르어로
쓰인 시들, 기원전 2000년대 후반에 히타이트어로 번역된 『길가메시』 판본, 그리고 『길가메시의
편지』(The Gilgamesh Letter)로 불리는 일종의 패러디 판본이 제시되었다. 펭귄판과 노튼판은 모두
추측에 의한 삽입구나 채워질 수 없는 공백을 표시하기 위해 꺾쇠괄호([ ])와 말줄임표를 사용한다.
무엇을 『길가메시』의 ‘텍스트’로 간주할 것인가―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배제하며, 어떻게 공백을
메우고 어떤 부가적인 판본들로 그 공백을 메울 것인가―라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편집자의 선호를
반영한다. 이런 편집자의 선호는 텍스트에 최근의 목적의식, 최근의 공감대를 부여하면서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21세기에 『길가메시』를 번역한 스티븐
미첼은 이 메소포타미아 서사시에서 “최근에 벌어졌던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섬뜩한 대비”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4 “흉포한 괴물 훔바바가 사는 곳/우리는 그 놈을 죽여서 세상으로부터 악을
몰아내야한다”는 길가메시의 갑작스런 선언은, 이 맥락에서 “기원적인 선제공격”이라는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처럼 들린다. 이것은 길가메시가 주장한 것처럼 정말로 선과 악의 싸움인가?
미첼은 “그 시의 모든 내용은 여기에 반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악은 자신의 인민을 괴롭혔던 고통 받는 길가메시이다. 유일한 괴물은 길가메시 자신인 것이다.”
길가메시가 목표로 삼은 원흉, 훔바바는 “단 하나의 생명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따라서 그를
우루크의 안전에 대한 위협 혹은 ‘악의 축’을 구성하는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기는커녕, 삼나무
숲의 수호자로서 훔바바는 “균형의 상징이자 생태계를 지키는 자이다(둘 중에서 한 괴물이 기업이나
여타 약탈자들로부터 우리의 국유림을 지키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이라면, 그렇게 나쁜 괴물일리는
없을 것이다).”5
코무냐카와 그라시아는 『길가메시』가 이 정도로 당대적인 적절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살펴 볼 것처럼, 그들의 연극은 그 자신만의 시사적인 강조점을 갖고 있다. 그들의 연극은
번역이 아니라 연극 각색―완전히 상이한 매체에 발을 들여놓는―이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변형의
여지도 훨씬 크다. 전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고안해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사례에서는 그가 이미
다른 곳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사시의 줄거리를 헐렁한 껍데기인 양 사용하는 등,
코무냐카는 연극 각색이 지닌 이런 측면을 최대한 활용했다. 연극으로 각색한다는 최초의 아이디어는
그가 아니라 채드 그라시아로부터 나왔다. 퓰리처를 상을 수상한 시인인 코무냐카나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 『도덕경』(道德經, Tao Te Ching), 『욥기』(Book of Job) 및 여타 다른 저작들을
옮긴 저명한 번역가인 스티븐 미첼과 달리, 채드 그라시아는 이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활동하는

4 S
 tephen Mitchell, Introduction to Gilgamesh: A New English Version, trans. Stephen Mitchell (New York:
Free Press, 2004), p. 26.
5 Ibid.,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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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 작가이다(그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는 현재 중동 지역에 특화된 국제 무역 및 개발 분야에서
끈끈한 애착을 지닌 팬으로서 그것을 당대에 맞게 각색하기로 결정했던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부패하기 쉬운 육체
그라시아는 윌 듀런트(Will Durant)의 『동양 문명』(Our Oriental Heritage)을 읽다가, 젊은 독자로서
『길가메시』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6 그것이 『길가메시』에 대한 평생에 걸친 애착의 출발이었다.
『길가메시』를 읽은 후 몇 주 동안이나 그의 머릿속에서 길가메시가 말한 다음과 같은 시구가 떠나지
않았다. “나 역시 죽어야 하는가? 나는 엔키두(Enkidu)와 다르지 않은가?”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분리 불가능한 동체였고, 분리 여부가 문제도 아니었다. 그러나 훔바바를
처치한 이후, 이 분리불가능성은 심리적인 측면은 물론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길가메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친구와 똑같아지기를 원치 않게 된다. 왜냐하면 엔키두는 신들에
의해 벌을 받기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즉 둘 중에서 엔키두는 죽어야 하는 쪽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상이한 결과는 두 친구 사이에 존재하던 최초의 차이가 논리적으로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길가메시는 부분적으로 신―그의 어머니인 닌순(Ninsun)에 따르면,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요, 3분의 1은 인간”이었다―인 반면, 엔키두는 부분적으로 짐승―그는 스텝지대의
반인반수(半人半獸)이다―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차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7 두
친구들은 모두 단지 부분적으로만 인간이지만, 이 부분성은 정반대로, 곧 두 개의 완전히 상반된
정체성의 형태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인간이 언제나 부분적인
짐승, 부분적인 신이고자 한다면,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정상에 오르게 될 것인가? 또는 현실적으로
말해서 이 가운데 어떤 것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기준선, 곧 우리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사실로 판명될
것인가?
엔키두의 죽음은 이 문제를 극단에 이를 정도로 제기한다. 엔키두가 온전한 인간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저승으로 추방당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시체에도 충분히 인간성이라 할 만한
것이 남아 있을까? 얼마나 오래 이 죽음이라는 사태를 연기시킬 수 있을까? 분류체계상 훨씬 비천한
계층으로 완전히 추락하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부분적으로나마 인간 종으로서의 성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인간다움’의 본성이 여기에서는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위치는
생물계와 무생물계에 걸쳐 있으며,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 및 지각이 없는 유기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누가 우리의 친척이며 우리의 동류인가?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의 물질성이며
그것이 낳는 일견 변경 불가능해 보이는 결과이다. 육체로 인해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물적인

6 C
 had Gracia, “Collaborating with Komunyakaa: The Creation of Gilgamesh,” Callaloo 28 (Summer 2005):
541-44, 인용은 p. 542.
7 Komunyakaa and Gracia, Gilgamesh: A Verse Play,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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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는 연극계의 최고 인물이라기보다 이 수메르 서사시에 대해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존재가 되될 운명을 타고났지 않은가? 그것은 정확히 말해서 썩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육체와
씨름하고, 그런 육체와 공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길가메시』는 이 점을 통렬하게 드러낸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에게 품위 있고 격식을 갖춘 종말을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본 그의 마지막은 그저 하나의 시체, 한 덩어리의 죽은 살점이다. 그 죽음은
최대한의 충격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시각적으로 자잘한 세부 사항들,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없는 혐오
스러운 모습을 클로즈업하면서 강조된다. 채드 그라시아의 마음에 충격을 준 것은 이런 자잘한 세부
사항들이다. 우리는 그것을 ‘미시화(microcization)’의 계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것은
“엔키두의 코에서 구더기가 기어 나올 때까지” 길가메시가 시체를 놓아주지 못하고 그에 집착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라시아는 『길가메시』를 읽을 무렵 에르네스트 베커(Ernest Becker)의 『죽음에 대한 부인』(The

Denial of Death )도 같이 읽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인간 존재에 관해 베커가 했던 말―우리는
“항문을 지닌 신”이다―은, 이 수메르 서사시의 모토일 수도 있었다.8 물론, 호메로스의 서사시, 특히
『일리아드』에서 무수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듯이, 물질성은 서사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구더기를 무대의 중심에 놓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보잘 것 없는 그 구더기를
엄청나게 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것은 우리 인간 종이 지닌 인간 이하의 존재로서의
기준선 가운데에서도 가장 인간 이하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으며, 다른 모든 종과 우리 인간 종을 통합시킨다. 일반적인 공통분모에 비하면, 이것은 예외적일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종으로서의 구성원 자격(species membership)에 대한 기준, 곧
인간과 동물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른바 문명인과 야만인 사이의 선명한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 차원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가까이에서 보이는 죽음,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 물질적인 육체의 즉각적인 분해가능성, 이것들이 이 서사시의 전경을 구성하며, 인간과 동물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설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장르는 ‘원초적’이다.
『길가메시』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일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이기도 한 것이다. 진화의 출발점에서부터 그 감정은 가장 기본적인 두뇌
과정이었다. 그것은 수많은 동물 종에 의해 최초로 발달된 감정이자 왕성하게 공유된 감정이었다. 그
감정은 처음부터 존재했으며, 아마도 마지막까지 존재할 것이다.
서사시는 바흐친이 주장한 것처럼 영원히 과거에 고착되어 있으며 살아 있는 세계에서 단절된
장르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 있는 세계의 장르이다. 그것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물질적인 측면에
근거를 둔 감정, 선사 시대부터 근대에까지 존속되고 있는 연속적인 감정, 전혀 줄어들지 않은
강도로 여전히 인간 종을 지배하고 있는 공포와 마음의 상처를 전달하는 장르이다. 그것은 남아
있는 ‘낮은’―죽음에 의해 추동되는 단순한 서사와 그런 서사가 상기시키는 인간성에 대한 적나라한
관점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장르로서 이런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를
다른 생명체와 공유하는 스펙트럼―한 쪽 끝에는 신이 있으며, 다른 쪽 끝에는 벌레들이 있는―상에

8 Chad Gracia, “Collaborating with Komunyakaa,” p.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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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시키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는 장르이다.
존재를 압축적으로 말해 준다. 그리고 필경 닥쳐오게 될 종말이 도래했을 때, 서사시는 왕왕 다양한
형태의 발작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과장과 축약, 그리고 혼란스러움과 환각적인 강렬함―공간
구석구석을 채우고 작디작은 점에 이르기까지 줄어드는―을 생의 마지막에 부여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4.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서사시는 반복 대위법처럼 프리즘을 뒤집어 놓지는 않는다하더라도 대(大)와 소(小) 사이를 왔다갔다
하기도하고 이 둘이 서로 엮이기도 하며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서사시의 규모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 이상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 뿐 이다. 따라서
서사시를 오로지 성가실 정도로 거시적인 것하고만 관련시킨 아리스토텔레스는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성가실 정도로 미시적인 것도 그 영역 내에서 동일하게 관련되는 것이다. 사실 단순히 규모에 기초해서
본다면, 서사시와 다른 장르 사이의 엄격한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사시의 운용 편성(operating coordinates)은 획일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것은 운율의
교체와 연결된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지니며, 종종 전통적으로 상이한 장르라고 지정된 영역 속으로
넘어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나는 서사시와 서정시 사이의 엄격한 구분에 반하는 논변을 펼치고자 한다. 서사시를
오로지 거시적인 것에만 연결시키고 서정시를 오직 미시적인 것하고만 연관시키는 대신, 나는 이런
차원들을 위 아래로 오르내리는 규모 변이(scalar variations)로 보고자 한다. 그것은 매우 일상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순탄하게 서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사시와 서정시는 아마도 처음부터
기능적인 이중성으로 나타나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조감(鳥瞰)과 의도적으로 강조된 클로즈업을 오가며, 필요에 따라 표상의 공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허용한다. 서정시와 서사시를 어느 정도 구별되는 두 개의 장르로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서사시의 “서정시화”는 결코 모순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장르를 규정하는 척도를
풍부하게 만들고 가변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 장르의 중요한 운용의 차원에 해당한다.
다른 각도에 보면 죽음의 국부적인 현상―하나의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이 그 이유로 인해
보수적인 동시에 세계 파괴적일 수 있으며, 핵심적인 동시에 주변적일 수 있다. 『길가메시』에서 그것은
구더기라는 농축된 역겨움의 형태 그리고 슬픔과 공포―육체의 부패 가능성에 의해 야기되었으며
그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파생물들을 포함하도록 확장되는―를 재생산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형태를 동시에 취한다. 그것은 여러 신들 및 수많은 분류하기조차 어려운 모호한 존재들―훔바바나
전갈 인간(Scorpion People)과 같은―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이다. 그 모두는 인간들, 곧 필멸의
존재인 우리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 서사시는 다중적인 척도, 다중적인 종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것은 표상의 경계를 ‘실재’의 관례적인 경계를 훨씬 넘어 확장시키는 장르이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계의 존재를 방문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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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서사시가 채택할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점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공상과학 소설은 이 고대 장르가 쓸 수 있는 근대적인 외양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공상과학
소설은 외계인과 행성 간의 여행을 소설의 플롯에 추가하고는 있지만, 다른 점에서 보면 죽음에
의해 추동되며 생을 추구하는 동일한 서사와 그것들이 재생산하고 재활성화하는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필멸성에 대한 암시, 육체의 물질적 성격, ‘인간다움’ 자체에 대한 규정을 미정인 상태로
두는 것, 이런 것들은 그 메소포타미아 서사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자 공상과학 소설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실제로 나는 이 절을 20세기 서사시의 리사이클링으로서 『스타 트랙』(Star Trek )의 한
에피소드―『길가메시』에 바치는 의식적인 헌사로 거슬러 올라가는―를 다루면서 끝맺을 것이다.
이 사례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수많은 사례들은 서사시를 폭포와 같은 형태―텍스트의 영역인
하류가 양적으로 폭발하고, 원호를 그리는 다양한 기획들에 의해 활력을 공급받으며,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가로질러 점점 흩뿌려지는―로 볼 때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스타 트랙』의
에피소드는 다양한 장르와 매체로의 분산에 대한 실로 인상적인 사례이다. 설형문자 평판들을
텍스트에 기반을 두지 않는 (또는 적어도 엄격하게 텍스트에 기반을 두지는 않는) 플랫폼으로
옮기고 방향을 바꾸며,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문학적인 위신의 차원에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수많은
시청자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인 것이다. 이처럼 서사시를 텔레비전 스크린으로 쉽게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가리킨다. 첫째, 서사시라는 장르는 광학 장치,
이미지로 향하는 성향을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아마도 인간이 언제나 언어적인
것보다 시각적인 것에 더 끌리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언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인간 감정은 시각적인
계기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9 둘째, 같은 이유에서 대중문화는 서사시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중문화는 완전히 서사시의 본거지라 할 수 있다. 서사시가 지닌 원초적인
슬픔과 공포와 쉽게 시각화될 수 있는 플롯은 아무런 설명을 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미취학아동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이다. 셋째, 리사이클링이 빈번해지면서 ‘서정시화’가 그 장르의 가장 중요한
자기 증식 기제들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정시는 확실히 전체 서사시와 같은
것일 수는 없다. 단지 서정시는 선택적으로 강조되기도 하고, 추출되기도 하며 새로운 것으로
구성되어 유통되기도 하면서 완전히 상이한 환경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거나 새로운 연상작용
속에 진입하기도 하는 매우 작은 규모의 구절일 뿐인 것이다. 서사시가 무수히 많은 새로운 업데이트
판과 리메이크 판을 만들어 내면서 시공간적으로 먼 곳까지 확산되고 반복적으로 인용되거나
끼워 넣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서사시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서사시의 작은 부분이
이식가능성(portabil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9 안
 토니오 다마지오(Antonio R. Damasio)와 조나단 터너(Jonathan H. Turner) 및 여타 다른 학자들은 감정이 언
어보다 훨씬 빨리 진화했으며, 언어 이전의 감정은 대개 그 성격상 시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서는 예
를 들어 다음의 저작들을 참고하라. Antonio R. Damasio, The Feeling of What Happens: Body and Emotion
in the Making of Consciousness (New York: Harcourt Brace, 1999); Jonathan H. Turner, On the Origins of
Human Emotions: A Sociological Inquiry into the Evolution of Human Affect (Stanford: Stanford UP,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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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이식성은 원본 텍스트가 지닌 비통합성―쉽사리 분해될 수 있고, 분해된 각
종종 더 낮은 차원의 환경에서도 새로운 재료와 수월하게 혼합될 수 있다―이라 할 만한 측면에 의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길가메시』를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 전개된 수 천 년의 세월 속에서
서사시의 일반적인 경향은 서서히 아래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을 좀 더 대중적인 취향에 맞게
동화시켰고, 좀 더 대중적인 장소로 옮겼으며, 지역의 길거리 방언(street vernacular)으로―『스타
트랙』의 경우에는 인기 있는 TV 시리즈라는 미디어 언어(media vernacular)로―말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사시는 대단히 ‘부패하기 쉬운’ 장르이다. 거기에서는 무작위의 부패가 자연스러운
것이며, 분해, 발효, 해체가 그 생명력인 것이다. 물질의 분해 가능성에 핵심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장르만은 아니지만, 서사시는 그 자체로 이런 과정의 일부를 이루고 또 열정적으로 그렇게 되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을 진척시켜나가는, 가차 없지만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필수적인 하강 삼투에
의해 유지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더기는 혐오스럽고 세부 장면이자 직관에는 반대되지만
서정적인 세부 장면이며 편안함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미세한 상세 장면일 뿐만 아니라 그 미세함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지구를 유지시켜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사시를
유지시켜나간다.

5. 구더기와 생물권(Biosphere)
어떤 연극이 구더기에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며, 부패 가능성과 갱신 가능성이라는 한 쌍의
개념에 헌신할 것인가? 채드 그라시아는 이미 그런 방식으로 사유하는 극작가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코무냐카는 즉시 그의 주목을 끌었다. 이 시인은 이미 “구더기에 바치는 송가”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던 것이다.
똥파리의 형제이자
신인 당신, 당신은 마법을 행하는군요.
이 전장에서,
상한 돼지고기 조각들 속에서
그리고 싸구려 여관에서. 그래요 당신은
모든 사물의 뿌리로 들어가는군요.
철저하고 엄밀하게 말이죠.
세상에나, 당신은 정말 무자비하네요.
진실로, 존재론적이고 광채어린,
당신은 거지들과 왕들에게 마법을 거시는군요.
카이사르 무덤의 돌문 뒤에서
돼지풀밭의 넘치는 도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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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분해할 때
어떤 법령이나 교리도 당신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작은 지배자여, 먼저 당신을 거치기 전에는
아무도 천국에 이를 수 없답니다.10
“구더기에 바치는 송가”는 2000년에 출간된 『신에게 건네는 너저분한 이야기』(Talking Dirty

to the Gods )에 실렸다. 코무냐카가 이 시를 썼을 때, 그는 아마도 『길가메시』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시의 정서적인 정향은 『길가메시』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기도 하다.
『길가메시』에서 구더기는 생물계로부터 나오는, 가차 없고, 멈출 수 없는 필연성의 목소리이다. 하지만
“구더기에 바치는 송가”는 그 “세상의 작은 지배자”에게 거의 애정 어린 헌사를 바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지 혐오감만을 느끼는 곳에서 “존재론적이고 광채어린”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서사시와 서정시라는 두 장르의 개념을 엄격히 적용하여 볼 때 서사시에서 서정시로의 전환으로
대표되는 바, 초점을 맞추는 관점과 규모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전환이 어렵지 않은 것은,
사실 구더기가 두 장르 모두에서 그리고 두 장르를 연결시키는 운율의 교체 속에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규모 유연성(scalar flexibility)을 갖기 때문이다. 서정시의 차원에서 그것은 육체의
분해와 유사한 텍스트의 분해가 모든 생성 과정의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는 서사시
단계에서 제시된 물질의 부패 가능성과 결부된 사유라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처럼 코무냐카가
묘사한 현대의 구더기는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구더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기에, 채드 그라시아는
“코무냐카가 그 자신 내부에서 내내 『길가메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11

6. 서사시의 DNA
시간을 가로지르는 재생산의 가상적인 확실성(virtual guarantee)에 기반을 둔 문학 이론이라는
것은 흥미로운 아이디어이다. 서사시가 거시적인 인간 종의 진화 심리학으로 나아가는 순간에도,
서사시는 그 자체로 미시적 진화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명백하고 순탄한 흐름이었다. 채드 가르시아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일종의
문학적 유전학이다. 텍스트 DNA의 전사(transcribing)와 코드변환(transcoding)의 형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자면 특정 텍스트의 DNA는 오랜 기간 ‘대기’하며 휴면하고 있다가도 결국에는
발현하며 예상치 못한 장소로 확산하여 그 장소의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전형질의 새롭고 변경된 복제 유전자를 생산한다. 그렇지 않다면, 『길가메시』의 입증된 전력(前歷),
곧 그것이 보여준 스스로를 거듭 재생시키는―언제나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칙성을
지닌―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답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고 단호한 것일 수 있다. 물질적인 유기체의

10 Yusef Komunyakaa, Talking Dirty to the God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s, 2001).
11 Chad Gracia, “Collaborating with Komunyakaa,” p.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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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시간을 초월한 엄연한 사실인 한―이는 생물계의 핵심적인 상수 가운데 하나이다―그리고
한, 필멸성은 서사시의 DNA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분이자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전혀 감소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길가메시』에 나타난 원초적인 파괴는 5000년 전에 못지않게
현재에도 파괴적이다. 이런 유전 형질의 특정 부분이 지닌 힘과 전달성이야말로 서사시를 원기
왕성하고, 지속적이며, 재생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코무냐카의 경우, 그의 시를 통해 재생산된 서사시의 DNA는, 일반 조건으로서의
필멸성이라기보다는 좀 더 작고 징그러운 문제적 지점, 곧 구더기이다. 의문의 여지없이 그가
특별히 구더기에 매혹된 것은, 그의 배경 그리고 그 특별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죽음을 둘러싼
조악함과 섬세함의 뒤엉킴과 관련이 있다. 코무냐카는 뉴올리언스에서 북쪽으로 40마일 떨어진
루이지애나 주의 보걸루사(Bogalusa)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제임스 윌리엄
브라운(James William Brown)이었지만, 이후 아프리카식 이름인 코무냐카를 되찾았다. 그 이름은
서인도제도에서 밀항해온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나의 할아버지는 트리니다드(Trinidad)에서
왔다/파파야 자루인양 밀입국해서/……/ 브라운이라는 이름은 그를 꼭 문젯거리인 것처럼
만들었다”).12 그의 가족은 가난했다. 가난이 낳은 결과 가운데 하나는 죽음과의 동반 관계, 곧 죽임
그리고 죽임 이후 발생하는 현상과의 동반 관계이다. “어떤 좋은 기억”이라는 장편시의 일부인
“고기”에서 코무냐카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후두 주술에 걸려있었다.
말썽꾸러기들이 쓴 맛을 보기 전까지
그리고 사나운 맛도. 우리 사내아이들과 계집아이들은
사향샘을 잘라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놈들의 다리 뒤로. 솜씨 좋게
칼을 다루면서, 우리는 믿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고……. 때때로
우리는 손 안에 있는
총알의 무게를 쟀다. 그것을 왼쪽
오른쪽으로 던지면서, 혹시나 그것이
죽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면서.13
이런 일상을 보내는 이들은 고기 소비뿐만 아니라 사체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매우
상이한 태도를 갖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개별적인 육체가 그렇게 쉽게 분해될 수 없다면,

12 Yusef Komunyakaa, “Mismatched Shoes,” Magic City, p. 42.
13 Yusef Komunyakaa, “A Good Memory,” Neon Vernacular (Hanover: University of New England Press for
Wesleyan UP, 1993), pp. 14-22, 인용은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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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계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쉽사리 흡수되지 않는다면, 보걸루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인 배고픔은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 코무냐카의 시에서 구더기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고 『길가메시』가 전달하는 것과 동일한 존재론적 중요성―다소간 상이한 정서적 감흥이기는
하지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런 리사이클링에 기반을 둔 미학이다. 물론 그가 전쟁터에 갔을 때 쓰인
시에 동반한 것 역시 이 작고, 바지런하며, 쉽게 옮겨질 수 있는 서사시의 DNA 조각이었다.
코무냐카는 베트남에 가서 1969년부터 1970년까지 머물렀다. 그는 군대 신문인 『남십자성』(The

Southern Cross)에서 근무하면서, 군사 작전을 취재하고, 베트남의 역사에 관한 기사를 썼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동성무공훈장을 받았다. 또한 그는 시집 『미치광이』(Dien Cau Dau)를 출간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베트남 전쟁에서 나온 가장 기억에 남을 시집일 것이다. 이 시집에는 또 다른 시,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가 실려 있다. 이 시도 일견 『길가메시』를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시는 『길가메시』와 동일하게, 한 명은 죽어가며 다른 한 명은 살아남은 자로 분리된 장면(tableau)을
재현하면서, 다시 한 번 파리와 구더기를 중심에 놓는다.
그는 키 큰 풀과 춤을 추었다.
잠깐 동안, 마치 한 여자와
너울너울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의 총신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내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파리들의 푸른 후광이
이미 그를 덮어버렸다.
나는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뭉개진 사진을 잡아당겼다.
이렇게 말고는
달리 말할 방도가 없다, 나는 사랑에 빠졌다.
멀리서 박격포가 터지고
어딘가에서 헬리콥터가 이륙하는 것을 빼면,
다시 맑은 아침이 찾아왔다.
나는 지갑을 그의 주머니에 슬며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를 뒤집었다.
그가 땅에 입 맞추지 않도록.
이 시에서 죽은 자는 완전히 낯선 자이다. 그는 필시 적군이거나, 시인이 방금 죽인 자이거나, 죽여야
했던 자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죽음은 결코 일상적이지 않다. 반대로 그것은 의식적으로 서정시화
되어 있다. 그 자체로 특별하고, 넘치는 의미로 빛을 발하는 그 순간으로 인해, 그 작은 죽음은 무언가
훨씬 큰 것으로 증폭된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과장된 사건은 더 규모가 큰 전쟁 서사와 대비되고 이
대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전쟁 서사 차원에서 보자면 이 작은 죽음은 전쟁 서사의 미니어처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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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 이러한 대비와의 결합은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전투에서의 죽음은 규모 불안정성, 즉
필연성과 죽음의 경련 사이의 진동을 보여주는 규모 불안정성의 고전적 계기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시는 너울너울 춤을 추는 적군이라는 약간은 흐릿하고, 거의 환각적인 이미지를 서정적인
어조로 표현하면서 시작한다. 하지만 시는 그런 서정시화에서 물러나서 정서적인 스펙트럼의 다른
극단으로 재빨리 이동한다. 그 기술적인(descriptive) 렌즈는 이미 “파리들의 후광”으로 덮여 있는
이제는 쓰러진 사체에 초점을 맞춘다. 죽은 병사가 즉각 다른 시체들과 똑같은 하나의 시체―먹을 수
있는 살점, 벌레들의 먹이―로 바뀌는 것은, 보기 흉하고 역겨울 정도로 적나라한 환원의 과정이다.
우리는 이것을 생태학적 리얼리즘―비인격적이며 전면적인 하향의 리사이클링―이 나타나는 순간이라
부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리사이클링의 특정한 형태는 각 유기체의 주체성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다. 사실 이중 나선과 거의 유사한 이중 가닥 구조 속에서,
생태학적 리얼리즘은 정서에 기반을 둔 서정성과 연결된다. 그런 서정성이 우리가 사실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쓰러진 병사에게 어느 정도의 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시인은
우울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그가 누구와 사랑에 빠졌는지,
그것이 죽은 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의 지갑에서 꺼낸 뭉개진 사진 속의 인물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누가 사랑을 받았는지의 문제는, 거기에서
나타난 정서가 증폭되고 소중히 간직된 주어진 시적인 삶이라는 사실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서사시와
서정시가 빛을 발하는 것은 이런 운율의 교체, 곧 일종의 규모 유연성(scalar flexibility)―파괴하고 또
다시 만드는, 냉혹한 만큼이나 부드러운―에 기인한다.
그리고 그런 운율의 교체는 지속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무냐카는 서정시의 방향으로 또 다른
제스처를 취한다. 그는 죽은 자의 주머니로 지갑을 다시 넣어주고, 얼굴이 위를 향하도록 그를 돌려
놓는 것이다. 이런 제스처―신중하고도 설명되지 않은 각각의 제스처들, 그 모두가 사소하지 않은
제스처들―는 죽은 자가 한낱 유기체 물질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 그 제스처들은, 거기에 가장
확실하게 존재하는 “파리들의 푸른 후광”을 막아낼 힘을 갖지 않는다. 반대로 서사시와 서정시의
십자수처럼 얽힌 운율을 그렇게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이 파리들의 본능적인 근접성이다. 그런
운율에서는 두 가지 힘의 장이 엮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당겨진다. 그리고 타협
불가능한 우리의 물리적 종말과 무한히 타협 가능한 전환을 보여주는 텍스트적 재생산 양자 모두로
향하는 그런 역설이 활력을 불어넣는다.

7. 변이와 돌연변이
코무냐카는 베트남과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후, 좀 더 최근인 2008년에 시집
『군마』(Warhorses )를 출간했다. 이 시집에서 그는 전작과 동일한 유전 형질 및 이중 가닥 구조―
『길가메시』로부터 내려온―를 새로운 환경으로 가지고 들어와 작동시키고 있는데,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런 운율의 교체는 전투에서 일어난 죽음이 지닌 현상학적 차원들―팽창과 수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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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14 이번에는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의 교차가 시의 형식 속에 반영되어
있다. 「전시의 사랑」이라는 14개의 장으로 구성된 장편시에서, 코무냐카는 하나의 장 전체를 그 수메르
서사시에 바치고 있다. 거기에서 그는 신들과 우주를 포괄하면서도 특정한 한 개인의 죽음 역시
서정시화하고, 그것을 시선을 사로잡는 미시적인 현상으로 전환시킨다.
길가메시의 훔바바는 저 멀리 나무 사이에서
울리는 북, 신들의 노예,
신성한 삼나무 숲을 수호하는 이방인의 혀였으며
바벨탑보다 앞선 이 탑 속의
옅은 색깔의 굼벵이로 전락해버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다른 세계에 속하는,
그는 왕의 심장 속에서 발가벗겨졌으며,
그의 울음은 파리를 구더기로 바꾸었고
피는 노래하는 잎들을 붉게 적셨다.15
여기에서 훔바바의 죽음은 본능적인 직접성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맥락으로 주어진다. 다시
한 번, 구더기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부각되어 있다. 이 핵심적인 기표가 엔키두에서
훔바바로 바뀌었기는 했지만 말이다. 이 예상 밖의 변화는, 아마도 서사시가 무엇보다도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특징지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주기적인 변화가 결정적인
자기 증식 기제로 판명될 것이다. 그것은 원래의 점토판에 쓰인 것만큼이나 서사시의 형태가 지속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오랜 세월을 가로질러 일종의 연속체를
이루어온 서사시에서 변이는 예외라기보다는 규칙이라는 것이다. 그것의 존재론은 바로 리사이클링의
존재론―항상 진행 중이며, 언제나 증식하고 있으며, 왕왕 무작위로 발생하는―이다.
훔바바는 여기에 딱 들어맞는 적당한 사례이다. 메소포타미아의 텍스트에 나타난 훔바바는
신성한 삼나무 숲의 수호자였다. 거기에서 훔바바는 그 단 하나의 역할에 다소간 한정되어 있었다.
즉, 훔바바는 신성한 금기를 상징하면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한 악으로도 여겨졌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티븐 미첼은 이 명백한 모순을 포착해서 그것을 우리 시대를 위한 우화로
변형시켰다. 그에 따르면, 이른바 훔바바의 악은 대부분 길가메시가 투사한 것, 곧 최초의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흠집 내기의 소산이다. 코무냐카와 그라시아가 이렇게까지 『길가메시』를
변형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들 역시 미첼과 마찬가지로 훔바바가 실체적 존재라기보다는 소문의
누적이라는 점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는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 힘이라고는 전혀 갖지 않은,

14 카
 를로 긴즈버그(Carlo Ginzburg) 역시 역사적 방법론에 관한 고전적인 사색을 담은 자신의 저작에서 전쟁은 거시
사(macrohistory)라는 ‘극단적인 롱샷(long shot)’과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엮는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작을 보라. Ginzburg, The Cheese and the Worms, trans. John and Anne
Tedeschi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0).
15 Yusef Komunyakaa, “Love in the Time of War,” Warhorse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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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웅성대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코무냐카와 그라시아는 연극의 무대 지시에 다음과 같이 썼다.
메아리가 되어 울린다.”16 떠도는 풍문의 존재인 훔바바는, 각색된 연극에서는 거의 즉각 산산조각
나버린다. 엔키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훔바바는 전혀 신이 아니야/ 그 놈은 이 거대한 숲
속에 살고 있는/ 그저 작은 짐승일 뿐이야/ 그 놈은 그저 밤의 숲에서 들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일 뿐이지.”17
훔바바가 거대한 숲 속에 살고 있는 작은 짐승이라는 생각은, 엄격하게 말하면, 코무냐카와
그라시아가 고안해낸 착상이 아니다. 그런 착상은 그 수메르 서사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다. 이 분류되지 않는 모호한 존재는 언제나 중개인이자 대리인이었다. 그는 신들의 뜻에 따라
신들의 의지를 실행한다. 그리고 수메르의 신들은 대단히 기만적이다. 13개의 바람을 풀어놓아
훔바바의 눈을 멀게 하고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은, 그리하여 길가메시를 상대로 거의 승리를 거둘
뻔한 훔바바에게 패배를 안겨 준 것은 결국 태양신 샤마쉬(Shamash)이다. 그러나 연극으로 각색된
『길가메시』와 「전시의 사랑」은 훔바바의 운명을, 그가 따랐던 높은 권력자에 의해 토템 기둥 아래로
끌어내려진, “신들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언제나 그 신들에게는 “이방인의 혀”―그 신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신들은 배우려고 노력조차 해보지 않았던―였던 낮은 직위의 관리에
관한 완전한 상상의 이야기로 바꾼다.
어떤 의미에서 훔바바는 “이방인의 혀”인가? 물론 그것은 언어라기보다는 말하는 방식이다. 훔바
바가 했던 말들이 번역되어야 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신들에게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이계의 존재라는 그의 지위―은 그가 실존적으로 또 분류학적으로 다른 세계, 다른 질서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들은 불멸의 존재이나 훔바바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신들과 달리,
그렇지만 엔키두와 마찬가지로, 훔바바는 죽을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파리와
구더기가 그것을 증명한다. 물론 파리와 구더기는 전혀 새롭지 않다. 그것들은 언제나 인간과
함께했으며, “바벨탑보다 앞선” 인간들과도 함께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것은, 인간을 위해
주어진 것이 이제는 훔바바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조금도 신과 같지 않은 그는, 이른바 그의
적수들보다 조금도 낫지 않고 또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에게 붙여진 ‘필멸성’이라는 표식 그대로 그는
언젠가 반드시 죽으며, 그 표식은 그를 영원히 신 아래의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다른 세계에
속하는” 존재로 만든다. 훔바바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신과 인간 사이의 스펙트럼에서 그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관해 이전에 어떤 모호성이 있었다면, 훔바바의 종속과 죽음의 성격은 그것을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밝혀준다.
훔바바의 ‘인간화’―여기서는 사실상의 격하―는, 수메르 서사시로부터 실로 의미심장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리사이클링은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나는 그것을 염기 변형(base modification)이라
부르고자 한다. 「전시의 사랑」에서 그것은 길가메시를 통해서도 아니고, 심지어 엔키두를 통해서도
아니며, 오히려 훔바바를 통해 나타난다. 거기에서는 ‘인간다움’이 그 가장 낮은 차원의 공통분모인

16 Gracia and Komunyakaa, Gilgamesh: A Verse Play, p. 49.
17 Ibid.,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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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인 격하와 심리적인 영락이라는 측면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서사시의 생명력이 부분적으로
일종의 하강경향, 곧 위계의 더 낮은 단계로 향하는 정서적 감흥의 흐름에 기인한다면, 코무냐카는
그런 하향의 운동을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사이의 경계를 수정하는 장르로 재창조한다. 그 장르는
우리에게 더욱더 무게 중심에 가까운 일종의 변모된 기준선을 제공하며, 그런 관점의 역사가 지니는
형태에도 이에 상응하는 압력을 가한다. 스티븐 미첼 못지않게 코무냐카에게도 미국의 역사는
메소포타미아 서사시를 재생한 것이며, 그것을 현재화한 것이다. 그리고 “신들의 노예”가 단순히
하나의 표어일 수도 있겠지만, 코무냐카가 사용한 “노예”라는 단어는 우연히 쓰인 것도 아니고 사소한
표현도 아니다. 이라크 전쟁이 상기시키고 있는 미국 역사의 이 특별한 층위는 바로 이 우연하지도
사소하지도 않은 표현이다. 그 전쟁은 전쟁 수행 과정에는 아무런 발언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 곧
훨씬 더 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권력자들의 “노예”에 의해 수행된 군사작전인 것이다. 이런 염기
변형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은, 서사시의 유전자 지도의 근본적인 수정이다. 종으로서의 구성원
자격(species membership)의 기준을 느슨하게 해서, 심지어 더 낮은 단계의 종들에 관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닌 의미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8. 리스케일링(Re-scaling)
그렇지만 「전시의 사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런 결과가, 유일하게 가능한 결과인 것은 아니다.
심지어 이라크 전쟁이라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과잉 결정된 환경―전쟁이라는 현대적인 연극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배가하는―에서도, 『길가메시』는 다중적인 방식으로 공명할 수 있다. 변이는 결코
하나의 목소리를 내거나 하나의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길가메시』에 대한 어떤
제스처가 죽음에 대한 모종의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표현의 범위와 정서의 구조는
매우 상이해질 수 있다. 이 점에서 변이의 스펙트럼은 더없이 폭넓은 것이다. 구더기라는 매우 강력한
기표조차 절대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된다. 그것 역시 부수적인 것으로 제쳐둘 수
있다. 그로 인해 『길가메시』에 상이한 윤곽을 부여하고, 일련의 다른 특징들을 부각시키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다소 확장된 척도로 엔키두의 죽음을 다루는, 일종의 대안적인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때 그 죽음을 어떻게 다룰지가 해결되는 수준은, 구더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두 친구의 상이한 운명―한 명은 죽었지만, 다른 한명은 아직 살아남아 애통해하며
슬픔에 잠겨 몸을 숙이고 있다는―에 대한 좀 더 넓은 시각을 취하게 된다. 이런 장면(tableau)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다. 분석적인 렌즈가 구더기에 집중될 때, 이런 좀 더 넓은 구도는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척도가 재조정되면, 그것은 선명하게 부각되어 파괴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제,
이런 장면이 지닌 힘에 의거하여 『길가메시』와 연속체를 이루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군―우리가 이미
논의했던 코무냐카의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를 포함하여―이 부상한다. 이처럼 다소 확장된
척도의 유전 형질은 완강하게 지속적인 구더기만큼이나 완강하고 지속적이다. 『길가메시』의 서사시
형식은, 이런 대안적인 장면이 자주 리사이클링되는 과정 없이는 풍성해질 수 없다.
서사시 형식의 형태론은 척도, 곧 한 수준의 확장에서 다른 수준의 확장으로 옮겨갈 때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배제하는 배치 구조(constellations)의 변화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은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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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결과들의 편린을 탐구할 때조차 명백히 하나의 작품, 한 저자의 작품집 이상을 포함하게 된다.
리사이클링 경로의 일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브라이언 터너는 이라크 전쟁을 다룬 또 다른 시인으로서
그 역시 『길가메시』를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끝과 시작이 영원히 연속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때때로 수 천 년 이후의 시대에서 뽑은 한 사람 이상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길가메시』를 인용한다.
브라이언 터너는 2003년에 제2보병사단 제3신속기동여단전투단(3rd stryker brigade combat
team)에 소속되어 이라크에 있었다. 나는 이라크에서의 경험을 담은 그의 시집 『여기, 총알』(Here,

Bullet)에 수록된 두 편의 시를 짝지어서 논하고자 한다. “길가메시, 화석을 발굴하다(Gilgamesh, in
Fossil Relief)”는 수메르 서사시와의 연관성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반면 “AB -형 : 외과의사의
시(AB Negative: The Surgeon’s Poem)”에서는 그런 연관성을 드러내는 어떤 징후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비행기에서 사망한 탈리아 필즈(Thalia Fields)라는 환자에 관한 이
시는 분명 동일한 서사시적 사이클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시는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가 접촉하는
최후의 순간으로 거듭 되돌아가며, 바로 그런 방식으로 거듭해서 『길가메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 탈리아 필즈는 갔다, 아주 멀리 가버렸다,
그녀가 가볼 수 있었던
미시시피만큼이나 멀리. 이라크 상공 1000피트에서
그녀의 육체는 한 장의 담요로 덮였고
녹초가 된 외과의사는 눈물을 흘린다.
피투성이가 된 그의 손은 그녀의 가슴에 올려져 있고, 그의 머리는
떨구어졌다. 간호사는 그를
가까운 의자로 이끌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를 안아준다.
아무도 그 울음을 못 들었다면, 그것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18
여기에서 주로 드러난 것은 한 여성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엔키두를 많이 닮았다. 둘 다 확실하고도
명백하게, 그리고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완전히 죽은 것이다. 하지만 서사시의 형식
내에 존재하는 엄청난 변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대위법적 운율에
충실하게도, 그녀는 혼자 있지 않다. 몸을 숙여 눈물을 흘리고 피투성이가 된 손을 그녀의 가슴에
올리고 있는 공군 군의관이, 그의 수고가 결국 헛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의사가 그녀에게 올리고 있는 그
손은, 길가메시와 엔키두 사이에 있었던 오천년 전의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그것은 언제나 역동적인
삶과 죽음 사이의 심연을,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활성화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거부를 재현한다.

18 B
 rian Turner, “AB Negative: the Surgeon’s Poem,” Here, Bullet (Farmington, Maine: Alice James Books),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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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형 : 외과의사의 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암시적일 뿐이다. “길가메시, 화석을 발굴하다”에서
는, 그처럼 언제나 활성화되어 있는 거부가 이 또 다른 이야기의 개념적인 중추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명시적으로 그 수메르 서사시로 돌아온다. 그 서사시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그 전제와 결과를
수정한다. 그리하여 상이한 접촉의 형태가 이제 필멸성의 계보―무작위이긴 하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 시대를 가로지르는 노동의 연속체―를 가로지르는 것을 허용한다.
아브의 달(month of Ab), 기원전 7세기의
늦은 여름에, 한 시인이
석판에 글을 새긴다. 3000여 행을
아로새기고, 손으로 털어낸다.
속삭이는 숨결을 따라 먼지는 날아가 버렸다. […]
2004년 작열하는 8월 중순에
한 고고학자가 뼈의 윤곽을 맞추다 멈춘다.
지구 속에 남겨진 한 육신의 서명
그는 낙타털 솔로 털어내며 주의 깊게 읽어나간다,
참을성 있게, 그 미세한 균열들이 드러내는 것을19
다시 한 번, 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경우는 마치 두 명의 육체노동자의 손과 거의 같
은, 두 쌍의 손이다. 한 명은 3000여 행을 석판에 새기고, 다른 한 명은 낙타털 솔의 도움을 받아 그
글의 자취를 추적해서 과거의 인간이 했던 일을 드러내며, 그것을 복원해서 세상에 내놓아 현재로 가져
온다.
나는 꼼꼼히 따져서, 설형문자는 석판이 아니라 점토판에 새겨진 것이고, 『길가메시』는 사실
21세기가 아니라 19세기에 조지 스미스(George Smith)라는 사람에 의해 최초로 판독되었으며, 그는
미국인이 아니라 영국인이고, 기실 그는 노동계급 출신으로서 대영박물관에서 점심시간을 보내면서
독학으로 설형문자를 배웠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20 브라이언 터너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축소된
이야기―즉, 손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의 이야기,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되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어진 과업의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제시하기 위해 이런 좀 더 넓은 구도를 제쳐둔다. 브라이언
터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공상적인(utopian) 시인은 아니었다. 무엇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과도하게 이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충동을 가진 이는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 총알』에 실린 다른
시들은 시체 운반용 자루, 폭파되어 버린 이라크 경찰들, 미군 이등병의 자살과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길가메시, 화석을 발굴하다”는 시의 소재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19 Brian Turner, “Gilgamesh, in Fossil Relief,” in Here, Bullet, p. 53.
20 David Damrosch, The Buried Book: The Loss and Rediscovery of the Great Epic of Gilgamesh (New York:
Henry Holt, 2007), pp.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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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는 다른 시들과 다르다. 그 시는 그들의 거대한 트라우마를
서사시에 대한 이런 특별한 ‘서정시화’는 전쟁을 인간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변환시킬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 힘을 얻는 삶의 형태로서의 리사이클링, 끝을 의미하는 필멸성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필멸성을 긍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길가메시』의 운명으로 이보다 나은 것은 없다.

103

Session 1

연속성―동일한 것으로 반응하고, 동일한 것으로 영속화되는―의 작은 계기로 전환시킨다. 수메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