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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의 유형학에 관한 시론 : 치유와 문화적 차이

야스나리 타카다
도쿄대학교

1. 3·11과 치유
일본은 2011년에 벌어진 재난, 곧 현재 공식적으로 ‘동일본 대지진’으로 명명된 3·11의 여파에서 아
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이 재난은 이중적이었다. 하나는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
연재해이며, 다른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이라는 인재(人災)이다. 분명한
것은, 자연재해든 인재든 이 재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이다. 이 학술회의의 주제를 들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즉각적으로 3·11의 재난을 떠올렸다.
자연재해이자 인재인 이 재난의 희생자들이 시급히 치유―외과적인 치료에서부터 심리적인 상담에
이르기까지―를 받아야 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일 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에
도 그것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나의 관심사는 이들 치유의 여러 측면에 있
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의학의 다양한 분과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여기서 나의 관심사는 치유
와 문화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치유의 특징과 실천을 규정함에 있어 문화
적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진부하게 들릴 수 있고, 심지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도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3·11의 재난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치유와 문화라는 문제를 검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2. 3·11의 두 가지 인상적인 특징과 두 종류의 치유
3·11의 재난에 관해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놓칠 수 없는 두 가지 인상적인 특징이 있다. 그 하나는
지진과 쓰나미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절제된 행태이며, 다른 하나는 핵 발전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흔히들 끔찍한 지진을 겪은 사람들의 처신에서 나타난 자제력과 평정심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없다
고 말한다. 해외 언론들은 이 재난과 그 여파를 취재하면서 이러한 위기에 닥친 사람들의 평정심에 매
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이 경탄할만한 현상에 대해서 몇가지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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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부의 인구밀도가 낮고 이 지역에는 지진과 쓰나미로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대도시가 없다는 사실
에서 그 이유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1 다른 이들은 동부 지역의 후진성과 가혹한 기후 때문이
라고 말한다. 그로 인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인내심과 참을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들은 진
상(眞相)의 한 단면을 포함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
공교롭게도 보다 일반적인 이론은 저명한 물리학자인 테라다 토라히코(寺田寅彦, 1878-1935)가 이
미 80여 년 전에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자연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아
름답고 다정한 어머니의 얼굴이며, 다른 하나는 무섭고 엄격한 아버지의 얼굴이라는 것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전형이 각양각색의 산세(山勢)로 가득한 아름다운 풍경이라면, 후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끔
찍한 지진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그 궁극적인 근원은 화산활동에 있다.
일본에서 자연의 자비로움(다정한 어머니)은 너무나 깊고 커서 주민들은 쉽사리 자연에 흠뻑 젖
어 들고 자연의 품속에서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의 혹독
한 처벌(엄격한 아버지)은 자연에 저항하는 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민들에
게 뼈를 깎는 고통을 준다. 그 결과 그들은, 자연의 축복을 충분히 즐기면서, 자연에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 자연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려고 노력해 왔다. 그렇게 해서 자연에 그
들 자신을 맞추려 한 것이다.2

그러나 이런 두가지 측면이 결합해서 작용한 결과, 자연에 대해 편안함과 체념을 동시에 느끼는 멘탈리
티를 만들어냈다. 테라다의 이론에 따른다면, 3·11 지진과 쓰나미의 희생자가 보여준 자제력과 평정
심이란 이처럼 대대로 내려온 제2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3
두 번째 인상적인 특징은 자연재해의 희생자들이 보여준 행태가 아니라 핵 발전의 통제와 관리를 책
임진 권력자들의 행동에서 볼 수 있었다. 물론, 관계자들―내각, TEPCO(동경전력, Tokyo Electric
Power Company)와 NISA(원자력안전보안원, Nuclear and Industrial Safety Agency)―이 위험관리
를 어떻게 해나갔는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고 또 하지 않았는가는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

1 사
 실, 1923년에 관동대지진이 도쿄를 덮친 바 있다. 이 지진은 대학살을 촉발시켰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근거 없는
소문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는 정치적으로 유발된 사태였다.
2 Torahiko Terada, “The Japanese View on Nature” (1935), in Natural Disaster and the Japanese, ed. Tetsuo
Yamaori (Tokyo: Kadokawa, 2011), pp. 123-24.
3 이런 평정심의 특징과 관련해서 위기에 직면한 자연재해의 희생자들은 “키즈나(絆, kizuna)”로 불린 전국적인 연민
의 운동 또는 사람들 사이의 그리고 고향땅과의 유대와 결속의 운동을 보여주었다. 다시 한 번 테라다는 특징적인 화
산 활동에 의해 더욱 강화된 미로같이 복잡한 자연의 지형학에서 그 기원을 찾았다. “그런 지형학은 유목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한 장소에 정착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원주민으로 정착한 사람들
은 자신을 그 지역적인 기후에 맞춰가는 가운데 점차 그들 자신의 지역적인 특성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
은 자신들이 정착한 고향땅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었다.” Ibid., pp. 111-12. 와츠지 테츠로(
)는
이와 유사한 논변과 주제를 그의 저작인 『風土』(Fudo, 1935)―영어로는 Climate and Change로 번역되었다―에서
더욱 진전시켜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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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다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자연은 상냥함과 혹독함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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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여전히 전면적인 조사를 요한다. 하지만 그들이 일종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고,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틀림없을 것이다.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명령체계가 갖춰있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종류의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준비되어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책임자들이
재난상황을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온 특유의 표현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였다.
우리는 완전한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신중
해야 하지만 ‘전혀 예상 밖이었다’라는 특징적인 표현 속에서, 테라다가 자연, 특히 엄격한 아버지처럼
무서운 자연에 대한 일본인의 전형적인 태도에 관해 말했던 것을 떠올린 사람은 나만이 아닐 것이라 생
각한다. 테라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자연의 혹독한 처벌(엄격한 아버지)[지진과 쓰나미]은 자
연에 저항하는 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뼈를 깎는 고통을 준다. 그 결과
[...] 그들은 자연에 저항하기를 포기했다.” 핵 발전의 발명은 ‘자연에 대한 저항’을 매우 잘 보여주는 실
례이다. 그러므로 이번 ‘자연에 대한 저항’에 관계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닥쳐올 수 있는 어떤 가능한
재난의 발생도 막아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다시 말해서 지진과 쓰나미라는 불행하지만 익
숙한 사태에 대처하는 데 그들 자신이 실패했노라고 고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 핵 발전
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내놓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라는 고백은, 자신들이 ‘자연에 대한
저항’이라는 대담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무자각 상태의 기원과 원인은 분명히 너무 복잡해서 명료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러한 고백을 가
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그들은 핵 발전 사업을 서구의 과학
적 전통의 최종적인 사례가 아니라 그저 수입된 기술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의 기술은 단지 하나의 기술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배경이 되는 세계관과는 무관하게
하나의 문화적 전통에서 또 다른 문화적 전통으로 이전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 발전의 발명은 하
나의 독특한 전통이다. 테라다는 그것을 서구의 ‘분석 과학’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의 궁극적인 기원이
유대-기독교적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4 둘째, 일본 열도에서 지속적으로 조
성된 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 때문에, 그들은 자연재해와 인재 사이의 기본적인 구별도 인식하기 어
려웠다. ‘전혀 예상 밖이었다’라는 표현은 ‘자연에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 자연에 관한 경험과 지
식을 쌓아가려고 노력했으며, 그렇게 해서 자연에 그들 자신을 맞추려 한’ 이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연재해와 인재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기초해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치유에도 그에 상
응하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논점은 다음과 같다. 자연
재해는 정서적인 적응의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인재는 합리적인 이해의 과정을 요구한다. 자연재해는
그 성격상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만 하는 것인 반면, 인재는 합리적인 분석이 가
능하며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고, 또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논의한 3·11의 재난에 관한 두 가지 인상적인 특징들은, 일본의 문화가 일견 그 특유의 정신
적 성향을 만들어내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요컨대 일본 문화는 자연재해에 적응할

4 Ibid.,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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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적응 능력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재에 직면했을 때는 상당히 제한
된 적응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두 가지 종류의 치유가 그 효과를 발휘하는 방식에 관
련된 문화적 차이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컨대 일본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인재보다 자연재해에 잘 적
응하지 못하도록 정신적 성향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문화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이른바 일본
문화의 성격과 구조의 특유성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3. 일본 문화의 성격과 구조
일본 문화를 검토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대상은 전후 일본의 고급문화를 대표하는 세 명의 지식인
이다. 그들은 바로 카토 슈이치(加藤周一, 1919-2008),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14-1996), 그리
고 이즈츠 토시히코(井筒俊彦, 1914-1993)이다. 카토 슈이치는, 아마도 영어권에서는 『일본 문학사 서
설』(A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의 저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겠지만, 진정으로 다재다능한 지식
인이었다. 의학박사 수련과정을 거쳤지만 독학으로 문학, 철학, 동서양의 예술을 수학했던 카토는 스
스로를 세계시민적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오랫동안 주도적인 비평가로 남았다. 또한 그는 일본
헌법 9조를 옹호하는 데 평생을 몸 바친 시민활동가로 기억되고 있다.5 도쿄 대학의 정치철학 교수이
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향력 있는 학술비평가로 활동했던 마루야마 마사오는 아마도 영어권에서 그
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저작인 『일본 정치사상사 연구』(Studies 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okugawa
알려져 있을 것이다. 『일본 정치사상사 연구』가 에도 시대의 유학자에 대한 과다해석 혹은 과소해석으
로 인해 학술적으로 부정확하다는 합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 그 저작은 『현대 정치의 사상과
행동』과 동일한 정신으로 저술된 것으로 읽혀야 한다. 즉, 두 저작을 관통하는 정신은 전전과 전간기에
발호했던 일본의 극단적 국가주의(ultra-nationalism)에 대한 철학적 진단과 그에 대한 대책의 모색
인 것이다. 카토나 마루야마에게 15년 전쟁―1931년 만주사변에서부터 1945년의 무조건 항복에 이르
기까지의 전쟁―의 대실패란 결국 일본의 근대화의 실패, 특히 그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실패를 입증하
는 것이었다. 그들은 일본이 여전히 정신적인 영역에서 적절하게 근대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들에게 근대화는 ‘끝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인물인 이즈츠 토시히코
는 다소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고대와 근대의 다양한 언어에 정통했던 이즈츠는 동양과 서양의 다양
한 종교적인 경험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했으며, 마침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슬람연구자가 되었다.
10여 년 이상을 게이오 대학(慶應義塾大 , Keio University)에서 강의하던 그는 캐나다의 맥길 대학
(McGill University)의 교수직을 맡기 위해 1962년에 일본을 떠났다. 이후 1975년에 그는 테헤란에 위
치하고 있는 이란 제국 철학 아카데미(Imperial Iranian Academy of Philosophy at Teheran)의 초청

5 A
 RTICLE 9.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
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항. 전항(前
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떤 전력(戰力)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191

Session 3

Japan)와 『현대 정치의 사상과 행동』(Thought and Behavior in Modern Japanese Politics)으로 잘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을 받아 방문하여 1979년까지 머물렀으며, 이슬람 혁명의 발발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본으로 돌아왔다.
영어로 출간된 그의 수많은 책 가운데에는 『코란의 윤리-종교적 개념』(Ethico-Religious Concepts in

the Qur’an)과 『선불교의 철학에 대하여』(Toward a Philosophy of Zen Buddhism)가 있다. 그는 일본
의 지식인 가운데서는 보기 드물게 세계시민적이고 방랑하는 학자이기를 더 선호했는데, 이 범주에는
카토 역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들 3인의 저명인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 문화의 성격과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첫눈에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의 다양성이다. 한 명은 비평가이고, 또 한 명은 정치철학
자이며, 마지막 한 명은 동양종교철학자인 것이다. 하지만 사실 내가 여러 다른 지식인들 가운데에서
이 세 명을 선택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내가 그들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정확하게 말
해서, 그들이 국가철학 혹은 국가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동양철학을 구축하려 한 ‘교토학파’의 철학자
들과 상이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즈츠 토시히코의 저작들 가운데 하나인 『의식과 본질』
(Consciousness and Essence, 1982)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 저작에서 그는 ‘동양철학의 공시적인 체
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편협한 국가주의(parochial nationalism)의 어떤 형태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 카토와 마루야마에 관해 말하자면, 이 논점은 그들이 자신의 일생을 바친 활동의 출
발점이 된 전시 국가주의(wartime nationalism)에 대한 비판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2) 내가 그들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해하기에 카토의 마지막 저작인 『일본 문화의 시간과 공간』(Space and

Time in Japanese, 2007)은 우리에게 포괄적인 구도를 제공해주며, 이 구도를 통해서 마루야마와 이
즈츠의 작업도 상호 연결되기 때문이다.
1) 카토 슈이치
일본 사회의 사람들은, 모든 수준에서, 오로지 현재를 위한 삶을 영위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지
난날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두고 또 미래는 바람이 부는 대로 맡겨버리는 것이다. 현재의 사건이
가진 의미는 과거의 역사나 미래의 전망과 관련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곧 지나
간 것이나 다가올 것과는 무관하게 규정된다.
특징상 현재 지향적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는 전형적인 공동체는 [...] 분명한 경계를 가진다. 그
래서 내부인들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는 외부인들에 대한 행태와 뚜렷하게 대
비를 이룰 정도로 상이하다.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서 나타나는 이런 차이의 이면에는 아마도 결
속력이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그들에게는 이런 공동체가 일종의 생활세계
이기 때문에, 강력한 결속감은 그들의 세계가 오로지 “여기”라는 점을 시사한다. [...] 따라서 일
본인들은 자신들이 “지금-여기”의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6
『일본 문화의 시간과 공간』에서 카토가 펼친 논변의 결론은 일본 문화의 본질을 ‘여기 그리고 지금’에

6 Space and Time in Japanese Culture(Iwanami-shoten, 2007),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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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징적인 태도 및 그에 대한 강한 선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여기(here and now)’를
통해서 그가 의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내부와 외부를 날카롭게 구분하는 일본 문화에서 훨씬 더 중
시되는 것은 ‘내부(여기)’이며, 시간에 대한 인식도 장기간의 시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순간적이며 찰나
인 ‘지금’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카토는 이 테제를 비교의 방식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했는데, 그는 시
간과 공간에 대한 유럽적인 개념을 시공간에 대한 일본의 개념의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대조
물로 사용했다.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시간은 명확한 시작과 끝을 갖는 직선적인 진보로 인식된 반면, 일본 문화에
서 시간은, 『고사기』(古事記, 712)에 실려 있는 국가 창건 신화에서 보이듯이, 직선적이긴 하지만 명확
한 시작과 끝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일본의 전통에서 세계의 기원은 무에서의 창조(creatio

ex nihilo)가 아니라 창조자도 없고 끝도 없는 ‘자생적인 드러남’으로 특징지어진다. 유대-기독교 전통
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단 한번만 발생하며 그 의미는 과거와 미래 사건들을 참조함으로써 정의된
다면, 일본 문화에서 이런 시간적 일관성에 대한 감각은 미미하다. 그래서 “지난날은 지나간 대로 내
버려두라”를 뜻하는 “지나간 일은 물에 흘려보내라”는 말을 종종 그리고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다. 유
대-기독교 전통에서 유한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시간은, 구성되어갈 수 있는 것이며, 따라
서 역사는 그 목표를 향해 진보해 나가는 운동으로 인식된다. 반면 일본 문화에서 본질적으로 ‘창발적
순간(emergent moment)’으로 간주되는 시간은, 유럽적인 어의(語意)를 담고 있는 구조화된 역사(a
structured history)속에서 그 자체를 명료화하지 않는다.
한 구조를 보인다. 하지만 차이도 있는데, 그리스의 시간 개념은 천구의 움직임을 모델로 삼고 있는 반
면 일본의 시간 개념은 초월적인 모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찰나적인 ‘지금’을 강하게 선호하는 일본의 시간 개념은 사계절의 자연적 순환에 대한 감
각을 가지고 영위되는 일본의 지역적 공동생활에서 발견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카토는 일본 문화의 특유한 공간 개념에 대해 비교를 통한 진단을 내린다. 고대 그리스
세계가 상이한 문화적·종교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 속의 다양성과 그들 사이의 유동성으로 특징지어진
반면, 일본 문화는 그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국외자와 이방인에 노출되는 경험이 매우 적었다. 그리
스 세계를 다른 세계와 갈라놓는 경계가 고정되지 않았고 그 문화적인 공간이 언제나 이방인들에게 열
려 있었던 반면(유일한 구별의 표식은 그리스어의 사용 여부였다), 일본문화에서 전체 사회는 ‘내부자
와 외부자’ 구분 원칙에 의해 조직되었다. 유럽에서 개방성과 보편성을 향한 그리스식 경향은 사도 바
울이 일으킨 기독교의 혁명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던 반면, 일본에서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고 내부에 가
치를 부여하는 뿌리 깊은 경향은 두 번에 걸친 오랜 기간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 한층 더 공고화되었다.
일본의 첫 번째 쇄국 정책은 10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는 대략 300여 년 동안 실시되었으며, 두 번째
쇄국 정책은 에도 시대에 250여 년 간 실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원시적인 ‘촌락 멘탈리
티(village mentality)’가 ‘내부자와 외부자’의 구별 원칙과 함께 보존되어졌다. 그리고 이 원칙은 가족
과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구성하는 힘으로 작용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문화의 이런 시공간 체제 하에서 형성될 주체성의 구조는 쉽게 추정될 수 있다. 일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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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시간은,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역사적인 차원에서든 간에, 그 자체를 구성해서 일종의
초자연적인(trans-natural) 지평을 창출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문화에서 시간은 대개
자연과는 쉽사리 융합될 수 있다. 이런 시간 체제 하에서 구성되는 주체성은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형
성된 주체성과는 전혀 다르다.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시간은, 초자연적인(supernatural) 차원에서, 곧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계약적 관계 속에서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일본 문화에서
시간은 독립적이고 온전한 주체성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일본 문화에서 공간
에 대한 인식은 낯선 것과 이질적인 것을 쉽사리 무시하게 만든다. 이런 문화에서 형성된 주체성은 그
자신을 일종의 자기도취적인(narcissistic) 방식으로 구성하며, 언제나 그리고 이미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편안한 거주지라는 지평을 깨거나 넘어서기 어렵다.
일본 문화의 본질이 ‘여기 그리고 지금’에 대한 강한 선호에 있다는 카토의 진단이 도달한 결론은 사
실 진부하게 들린다. 물론 그는 특히 문학[예를 들어, 하이쿠(俳句, 일본 특유의 단시-옮긴이)], 미술
[예를 들어, 린파(琳派, 에도시대의 독창적인 장식화파-옮긴이)7], 건축[예를 들어, 다도실(茶道室)], 민
속 공예에서 나타나는 세련된 본보기를 통해 긍정적인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기 드문 산물들은
‘여기 그리고 지금’의 문화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미학의 영역에 국한되
어 있다. 다른 영역들, 특히 역사와 철학에서 ‘여기 그리고 지금’의 문화가, 그것이 사물이든 사상이든
간에 자랑할 만한 것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지금’의 마지막으로 자랑할 만한 점
은, 바로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그 문화가 드러난 현상, 이른바 ‘촌락 멘탈리티’와 개별화되지 못한 주체
성의 구조이다. 『일본 문화의 시간과 공간』이 ‘여기 그리고 지금’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장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상황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카토의 양면적인 생각에 따
르면, 일본 문화는 미학적인 차원에서는 훌륭하지만, 정치적 실체로서 그것은 벗어나야 될 이데올로기
적 영역에 불과하다.
2) 마루야마 마사오
마루야마 마사오는 카토가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고 부른 전통적인 문화적 환경에 유사한 관심을 가
지고 있었다. 그들이 이해한 바에 따른다면, 전근대적인 멘탈리티의 지속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파괴적
인 결과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인식은 그들의 향후 지적인 진로에 결정적이었다. (전쟁이 끝
났을 때 마루야마는 26세였고, 카토는 21세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내 끔찍한 파괴로 끝난 제2차 세계대전은 (a) 정신적인 계몽이라는 측면에서 근대화의 실패와 (b) 전
근대적인 멘탈리티(이른바 ‘촌락 멘탈리티’)의 완강한 저류에 대한 과소평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파시즘을 위한 것으로 완전히 조작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근대화의 본질적인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개인’과 온전한 주관성을 그 문화적 토양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등한시했기 때문에 일본식 근대
화는 미진했다. 그것만이 전근대적 정서를 정치적으로 조작하는데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에

7 중국에 기원을 둔 수묵화의 주체적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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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마루야마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기획을 맡게 되었다. 첫째는 ‘개인’과 온
전한 주관성을 창출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의 설치였고, 둘째는 전근대적 멘탈리티
의 완강한 저류―그는 이런 완강한 저류를 일본의 문화적 전통의 ‘집요저음(執拗低音, basso ostinato)’
이라고 부른 것으로 유명하다―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를 목표로 하는 일이었다. 그의 ‘집요저음’에 대
한 연구는, 예컨대 『일본의 사상』(The Japanese Thought, 1961)과 『현대 정치의 사상과 행동』(Thought

and Behavior in Modern Japanese Politics. enlarged ed, 1964)에서 정력적이고 엄격하게 수행되었
다. 후자는 현대 일본에서 지속되고 있는 ‘집요저음’의 완강한 징후들에 대한 연구였다.
‘집요저음’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와 달리, 온전한 주체성을 조성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세
우려는 시도는 난관에 봉착했다. 마루야마는 온전한 주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대-기독교의 신
에 근접하는 상부구조와 같은 무언가가 자리 잡혀야 한다고 여겼다. 그는 이 무언가를 ‘보편(Das
Allgemeine)’이라 불렀으며,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지만 일본의 지적인 전통의 경로 가운데에
서 ‘보편(Das Allgemeine)’을 제공했던 중대한 시기를 탐색하는 힘든 과제를 수행했다. 그는 도쿠가
와 시대의 한 유학자 오규 소라이(

, 1666-1728)의 사상과 그의 학파에서 일종의 ‘보편(Das

Allgemeine)’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이 연구는 『일본 정치사상사 연구』(Studies 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okugawa Japan, 1952)로 출간되었지만, 그의 희망적인 해석으로 얼룩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한 번은, 이번에는 좀 더 독창적인 시도였는데, 그는 충성의 맹세와 반란에 대한 자기 확신
이라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싸웠던 메이지 시대 혁명가들의 사상과 행
성의 선택―천황에게 충성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쇼군에게 충성을 바칠 것인가―이 쇄국 정책을 종결
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시기였던 메이지 혁명이라는 맥락
에 놓고 보면,9 충성인가 반란인가라는 문제는 일종의 ‘보편(Das Allgemeine)’을 이룰 수 있는 이론적인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 목적을 달성했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답할 수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편(Das Allgemeine)’에 대한 마루야마의 열정적
인 탐색이다. 그 탐색은 일본 문화의 ‘집요저음’의 존재만큼이나 집요한 것이었다.
3) 이즈츠 토시히코
카토와 마루야마가 ‘여기 그리고 지금’의 문화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면, 이즈츠는 거기에
서 철학적 가능성의 기회를 보았다. 철학적 성찰을 시작할 무렵 그는 일견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 선불
교에 마음을 열게 된 듯하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는 정확하게 명
명할 수도 없는 그 경험을 평생의 학문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그의 일관된 관
심사가 ‘개념과 실재’ 혹은 달리 말해서 ‘언어적 명료화와 체험’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8 Loyalty and Revolt (Tokyo: Chikumashobo, 1992)
9 “천황을 숭배하고 복원하며, 외국인을 추방하자”; “천황에 대한 충성” 대 “쇼군에 대한 충성.”

195

Session 3

동을 세심하게 고찰함으로써 일종의 숨겨진 ‘보편(Das Allgemeine)’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8 충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그렇다면 그 성격상 형언할 수 없는 선(禪)의 실재-체험이란 무엇인가? 그 답변에는 처음부터 극복
할 수 없는 난관이 놓여 있다. 왜냐하면 선의 철학, 즉 선의 체험에 대한 철학적 정교화란 그 자체로 형
용모순이기 때문이다. 철학이 ‘합리적이고 담론적인 사유와 개념화’ 과정을 의미한다면, 이즈츠가 분석
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선의 체험은 어떤 철학적 과정에도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선 수행자는 언제나 개념화와 추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권고를 받는다. 그는, 사유의 속박
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깨달음의 행위를 통해 ‘진리’(‘실재’)를 직접적으로 간파한다. ‘진리’(‘실재’)
에 대한 개념적인 사유의 복잡성은 불가피하게 선 수행자로 하여금 올바른 경로로부터 벗어나
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실재’, 곧 실재의 체험―선 수행자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에 이르는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선에 대한 철학적 왜곡이 일어났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선을 파악한 경험을 전혀 갖지 못한 ‘철학자’들이 왕왕 선에 대해 합리
적이거나 지적인 조작을 가했던 것이다.10
선에 대한 실재-경험을 통한 파악은 즉각적이다. 어떤 매개적인 접근도, 그것이 개념적·합리적이
든 지적이든 간에, 잘못된 것이며 진리를 호도하는 것이다.11 선의 핵심에 놓여 있는 실재-경험은 어떤
언어적 명료화 행위보다 우월하며 절대적인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선의 가장 큰 역설은,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것(the non-articulated)’이라 해서 영원히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것’인 채로 남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다. 사실, “그것은 그 자체를 언어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선의 철학이란 합리적인 것에 근거를 두는 서구의 철학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불합리한 추론인 것이다. 그러나 이즈츠는 “실재에 대한 선의 의식을 언어로 드러내는 것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것’이 스스로를 언어로 명료화하는 존재론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신
비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일종의 실마리 혹은 단서를 서구철학사에서 찾을 수 있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실재에
대한 선의 의식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유명론에 내재한 입장 및 의식과 유사성을 가진다. 이른바 ‘보편
논쟁’ 속에서 전개된 유명론은 ‘보편 또는 보편 관념이란 실재와는 무관한, 이름일 뿐이라는 교의’이다.
달리 말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특수하고 개별적인 객체일 따름이다. 즉각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보편 개념의 매개적인 도움, 곧 언어적 명료화 없이 어떻게 이런 특수한 객체를 파악할 수 있
는가라는 것이다. 이 전체 문제와 관련된 것은 바로 ‘언어적 명료화란 개념적 일반화이다’라는 근본적
인 가정이다. 어떤 보편 개념 또는 관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의 특수한 객체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 그러면 선에 대한 정관(靜觀)이 진척되는 와중에 어떤 난관에 부딪힐 것인지를 알 수 있을

10 T
 oward a Philosophy of Zen Buddhism (Boulder, Colorado: Prajňā Press, 1982, p. x; originally Tehran:
Imperial Iranian Academy of Philosophy, 1977).
11 “선의 세계는 침묵의 세계이다. …… 철학적으로 말해서, 침묵은 완벽하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의 형이상학적 일
체성, 곧 무수한 형태로 표현되기 이전의 실재이다―선이 종종 말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탄생보다도 앞서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너 자신의 얼굴’인 것이다.”(pp.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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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선에 대한 정관(靜觀)의 목적은 특수한 실재의 즉각적인 파악―개념적 이해(begreifen)가 아닌
직접적인 파악(greifen)―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의 실재로서 ‘여기 그리고 지금’보다 더 특수
하고 개별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명론과의 유비가 시사하는 것처럼, 선이 실재를 인식하는 유형은 (특수에 반대되는) 보편
을 향한 열망, 보편에 대한 선호를 품고 있는 실재-인식의 유형과 대립한다. 선의 실재-인식 유형이
특수한 실재(‘여기 그리고 지금’)에 대한 즉각적인 파악을 염원한다면, 보편주의적인 실재-인식 유형은
보편적인 실재(‘초월적인 것’)에 도달하기를 지향한다. 따라서 하나는 특수 지향적이며 다른 하나는 보
편 지향적인 두 가지 유형의 실재가 존재하며, 가치 부여의 벡터에 있어서 양자는 완전히 대립한다. 통
상 서구 철학은 물론 동양 사상에서도 두 가지 대립하는 ‘실재’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
는다. 그러나 이즈츠에 따르면, 이슬람 철학의 전통에서는 그런 구별이야말로 필수적인 사전 지식 가
운데 하나에 속한다. 보편 지향적인 실재는 ‘마히야(māhīyah)’라고 불리며, 특수 지향적인 실재는 ‘후
위야(huwīyah)’라고 불린다. 이즈츠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이용하여, 그의 획기적인 연구인 『의식
과 본질』(Consciousness and Essence, 1983)에서 동양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일종의 공시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여기에서 이 매혹적인 저작을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현재 이 글의 목적과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하는 것뿐이다.
첫째로, 이슬람 철학에서 ‘마히야(māhīyah)’와 ‘후위야(huwīyah)’ 사이의 근본적인 구별은, 중
세 유럽 철학과의 흥미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스콜라 철학에서 한 쌍을 이루는 중요한 용어인 ‘본질
c. 1266-1308)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그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별성은 사물을 하나의 특
수한 사물이게 하는 측면을 가리키는 반면, 본질은 그 사물의 보편적인 속성, 곧 그 사물의 ‘무엇임
(whatness)’을 가리킨다.” ‘마히야(māhīyah)’는 문자 그대로 (개념적인 명료화라는 측면에서) ‘무엇임’
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to ti en einai)’에서 유래하는 본질(quidditas)과
부합한다. 개념적인 명료화 속에서 파악되는 한, 그것은 ‘본질(essentia)’―‘현실존재(existentia)’와 대
비되는―과 관련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위야(huwīyah)’의 실재는 개념적인 인식과는 아무런 관
련이 없다. 덧붙여서 말한다면, 둔스 스코투스가 개별성(haecceitas)을 ‘존재의 궁극적인 실재(ultima
realitas entis)’로 간주했을 때, 흥미롭게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선사(禪師, Zen master)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이즈츠의 관점에 따르면, 동양 철학―선의 철학을 포함하여―은 심층 심리학과의 친숙함으
로 특징지어진다. 동양 철학은 궁극적인 실재가 무의식의 심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무의식의 영역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상이한 단계들로 이루어진 층층 구조로 인
식된다. 거기에서 개념을 통해 명료화하는 일상 언어의 기능은 상징적인 기호와 이미지로 대체된다.
개별성(haecceitas)의 궁극적인 사례―‘여기 그리고 지금’의 인식―가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것’이 스스
로를 언어로 명료화하는 사건”이라면, 그것은 오직 이런 상징적인 기호와 이미지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런 개별성(haecceitas)의 사례는 어떤 형태의 개념적인 명
료화에도 저항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essentia)’이 아니라 ‘현실존재(existentia)’의 사례에 속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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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dditas)’과 ‘개별성(haecceitas)’으로 이어졌다. 이 라틴어 용어들은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이 논문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 논점은 다음과 같다. ‘마히야(māhīyah)’와 ‘후위야(huwīyah)’,
‘본질(quidditas)’과 ‘개별성(haecceitas)’, ‘본질(essentia)’과 ‘현실존재(existentia)’와 같은 이항대립적
인 실재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전후 일본의 사상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목적에 비추
어볼 때 여러 가지 점에서 유용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본 문화에 대한 카토의 태도
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비판과 미학적인 것에 대한 찬양으로 나뉜다. 두 가지 유형의 실재라는 관점
에서 보면, 그의 비판은 ‘마히야(māhīyah)’, ‘본질(quidditas)’ 혹은 ‘본질(essentia)’의 측면에서 가해진
반면, ‘여기 그리고 지금’에 대한 그의 찬양은 ‘후위야(huwīyah)’, ‘개별성(haecceitas)’ 또는 ‘현실존재
(existentia)’의 측면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일본 문화에 대해 카토가 보여주는 양면적인 태
도는, 이미 판명된 것처럼, 사실 두 가지 유형의 실재에 대한 그의 균형 잡힌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이
다.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일본 문화에는 ‘보편(Das Allgemeine)’―일종의 ‘마히야(māhīyah)’-‘본질
(quidditas)’-‘본질(essentia)’의 원리―이 결핍되어 있다는, 마루야마가 고안해낸 작업가설에도 이 점
은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개별성(haecceitas)―‘여기 그리고 지금’―의 실재 인식에 기초하여 공시적
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이즈츠의 시도는, 무(無, nothingness)에 근거한 철학이 일본 철학에서만 독점
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양 사상의 전통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누군가 일본 문화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특징적인 상(象)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유형의 실재―한편으로는 ‘마히야(māhīyah)’-‘본질(quidditas)’-‘본질(essentia)’, 다른 한편으로
는 ‘후위야(huwīyah)’-‘개별성(haecceitas)’-‘현실존재(existentia)’―를 염두에 둔 동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카토가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고 부른 것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
일한 맥락에서, 마루야마가 ‘보편(Das Allgemeine)’이라 부른 것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도 존재해야 한
다. 결국, 이것이야말로 전후 일본의 세 명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우리의 준거틀로 남겨준 교훈이다.

4. 치유의 유형들과 문화적 차이
3·11의 재난에 대한 나의 고찰은, 3·11에는 적어도 두 종류의 재난이 있으며 따라서 두 종류의 치
유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치유가 방사능 오염과
같은 인재에 유효한 치유와 다르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전자가 가시밭길처럼 힘겹고 험난한
정서적인 적응의 과정을 요구한다면, 후자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사실적 측면을 합리적으로 설명하
려는 끈질기고 집요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3·11의 이중적인 재난에 대한 나의 고찰은, 일본 문화는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치
유하는 데 있어서는 본연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인재의 희생자에 대응할 수 있는 치
유의 자원은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는 각자의 관점에서 일본 문화의 성격과
구조를 검토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세 명의 사상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런 나의 생각을 입증하고자 했
다. ‘현실존재(existentia)’―‘여기 그리고 지금’―와 ‘본질(essentia)’―‘초월적인 것’―이라는 실재 인식
의 근본적인 구별에 기초하여, 세 명의 사상가는 일본 문화가 ‘본질(essentia)’―‘보편적이고 영원한 것’,
즉 초월적인 것―보다는 ‘현실존재(existentia)’―‘여기 그리고 지금’―로 훨씬 더 기울어져 있다는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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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 그리고 지금’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두는 문화적 경향은 정서적인 적응에 우
호적인 환경―인간적인 환경이든 자연적인 환경이든―을 창출하는 데 일조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핵 발전의 관리와 통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형편없는 처신은 대개 ‘본질(essentia)’에 근거한 관점
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결론으로, 위에서 논의한 것들은 옳다고 가정하고 추가적인 성찰을 제시해보자. 공교롭게도, 일
본 문화는 ‘여기 그리고 지금’의 유형에 대한 뿌리 깊은 애착을 보여준다. 치유의 측면에서 볼 때, 사람
들은 상대적으로 인재보다는 자연재해에 더 잘 적응하며, 인재와 그에 대한 치유에 관해서는 그 반대
양태를 보인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두 종류의 치유가 상이하게 배치되어서 사람들이 정
서적인 적응의 과정보다 합리적인 납득의 과정을 통해 더 쉽게 치유되는 문화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유형의 치유가 더 좋은지는 주어진 문화의 성격과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중
요한 것은 문화적 자기 이해이다. 문화적인 자기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문화는 그 내부자
가 보기에는 자연적이고 투명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내부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의 성격과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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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파하지 못하는 경향을 갖도록 프로그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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