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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 문명의 토착종교는 근현대화 과정
속에서 서구 근대의 기독교 문명과 대결, 협상하면서 전지

구화시대에 이르렀다. 따라서 비서구사회에서 외래종교인
기독교의 토착화 논의는 곧 탈근대 이후 서구에서 일고 있

는 상호종교주의 논의와도 맞물린다. 상호종교주의 교육

은 ‘종교의 문화내재성(Inculturality of Religion)’ 습득
을 통해 각자의 문화적 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각 종교
의 공유지점과 대화를 모색하는 비교문화 교육이다. 인간
의 목소리는 감성적인 소통수단일 뿐 아니라, 언어문화와
종교전통을 표지하는 표현 미디어이다. 따라서 노래를 통
한 상호종교주의 교육은 비교문화 교육을 위한 적합한 수
단이 될 수 있다.

이 발제의 목적은 노래가사의 사례를 통해, 동서양 사이의
종교적 소통구조를 살펴 보는 것이다. 고찰의 대상은 자율

미학을 전제하는 현대음악 가운데, 독일에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한국 출신 작곡가의 성악작품들이다. 그 예

로 유대 망명시인 넬리 작스(Nelly Sachs)의 시를 선호한
윤이상의 망명 성악 텍스트와, 재독 여류작곡가 박영희의

작품 가운데, 종교 사이의 대화를 위해 요긴하다고 생각되는 성악 텍스트를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텍스트가 함유하는 동서양 사이의 종교적 대화를 번역과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
라는 키워드를 통해 살펴 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예술인문학의 실천방안
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Abstract

As widely known, the indigenous religions of non-western civilizations, including Korea, experienced globalization by confronting and negotiating with modern Western

Christian civilizations during modernization. The discussion about the indigenization

of Christianity, a foreign religion in non-western societies, correlates to th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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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ter-religionism in the West after the postmodern era. Interreligious education is

cross-cultural, seeking the commonalities between different religions while confirming
each religion’s cultural roots by developing the “Inculturality of Religion”. The human

voice is not only an emotional means of communication but is also an expression me-

dium that represents human languages, cultures, and religious traditions. Therefore,
interreligious education through songs is perhaps an appropriate means for education
in comparative culture.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religious communication in the East and the West using song texts. The presentation

focuses on the contemporary vocal works by Korean composers who were active or are
presently active in Germany that presupposes autonomous aesthetics. For example,
vocal texts that are considered useful for religious dialogue are selected from the exile
vocal texts of Isang Yun, who preferred the poetry of Jewish exile Nelly Sachs, and the

vocal texts of Younghi Pagh-Paan, who lived in Germany. By examining the religious dialogue between Eastern and Western through the keywords ‘translation’ and ‘intertex-

tuality’, this study attempts to find ways to practice artistic humanities for coexistence
and symbiosis in the post-corona era.

I. 들어가는 말

생명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역학은 문명의 존재방식에도 나타난다. 주지하다시

피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 문명은 근현대화를 거치는 가운데 서구 근대의 기독교 문명과 대결하거나
어우러지면서 전지구화시대에 이르렀다. 따라서 비서구사회에서 기독교의 토착화 논의는 곧 서구에

서 일고 있는 상호종교주의 논의와도 맞물린다. 상호종교주의 신학에 토대를 둔 상호종교주의 교육
은 ‘종교의 문화내재성(Inculturality of Religion)’2) 습득을 목표로 하는 비교문화 교육의 일종이다.
이 교육은 각 종교가 공유하는 지점을 모색하는 동시에 각자의 문화적 뿌리를 확인시킨다.

이 발제의 목적은 노랫말의 사례를 통해, 서구의 기독교와 동양 종교 사이의 소통구조를 살펴 보는
것이다. 고찰의 대상은 독일에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한국 출신 작곡가들의 성악 텍스트이다.

그 예로 망명작곡가 윤이상과 재독 여류작곡가 박영희의 성악작품 가운데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기
Section 2-1 장벽을 넘는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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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뚜렷이 나타나는 텍스트를 선별하여 소개하겠다.3) 마지막으로 이러한 텍스트에 나타나는 동서

양 종교 사이의 대화를 번역과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살펴 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종교문화가 상생하는 예술실천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망명시와 망명성악의 상호텍스트성

한국 출신의 망명음악인 윤이상의 성악 텍스트는 주로 동서양의 종교적 텍스트를 정치적 억압으로
고통 받은 자들의 시문학과 혼용하였다. 이것은 그의 사회의식에도 기인하지만, 1969년 고국에서 추

방 당한 후 망명음악인의 신분이 된 그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 An der Schwelle (사선에서 1975)
는 성경의 이사야 및 고린도 후서와 나치시기 감옥에 수용되었던 알브레히트 하우스호퍼의 소네트

를, Der weise Mann (현자 1977)는 전도서와 도덕경을, Der Herr ist mein Hirte (주는 나의 목자

1981)는 시편 23편과 나치를 피해 스웨덴으로 망명 간 유대 여류시인 넬리 작스의 시를, O, Licht (
오, 빛이여 1981)는 불교의 기도문과 넬리 작스의 시를 인용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불교 및 기독교에 기반을 둔 윤이상의 텍스트들이 유대-독일 여류시인 넬
리 작스의 시세계와 만난다는 사실이다. 1891년 베를린의 유대가정에서 태어난 넬리 작스는 나치의

핍박으로 1940년 스웨덴으로 망명간 후, 자신의 어두운 기억과 현실을 시와 드라마들로 승화시켰
다. 1966년 수여된 노벨문학상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리한 힘으로 해석” 4 ) 했다는 평가를 받았

던 그녀의 시세계는 망명지 베를린에서 한민족의 운명과 맞닥뜨린 윤이상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

기에 충분했다. 그리하여 윤이상은 언급한 위의 작품 외에,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반응으로 작곡
한 Teile Dich Nacht (밤이여 나뉘어라 1981)에서도 넬리 작스의 싯구들을 인용하였다.5 )

두 사람의 예술세계는 망명의 현실을 내면화하고, 타국에서 각기 자신의 문화적 뿌리인 유대사상과

동양사상을 재발견한 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두 문화의 종교적 전통으로까지 거슬러 올

라 간다. 다음은 불교의 기도문을 넬리 작스의 시와 혼용한 합창과 바이올린 독주, 타악기를 위한 O,

Licht (오, 빛이여 1981)의 텍스트이다. 작스의 시는 세 개의 기도문구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데, 지
면상 앞 부분만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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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문

국문

O unendlicher Glanz...

무한한 반짝임이여

O Licht ohne gleichen...

오 유일한 빛이여

so rein und so ruhig...

어찌 그리 깨끗하고 고요한지...

so süss und so trostreich...

어찌 그리 달콤한 위로인지...

Wir begehren danach, bei dir wiedergeboren zu 우리는 당신에게서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합니다.
werden!

(...)

Wie schön ist doch dein Reich,

당신의 왕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

오, 달콤한 빛이여,

가장 아름다운 음악 이 들리는

(...)

wo die schönste Musik ertönt,

(...)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O behüte uns von nun an,

더 이상 잃지 않도록

süßes Licht,

auf dass wir die Weisheit des Herzens

nicht mehr verlieren.(Gebete des Buddhismus

7)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소서.(불교의 기도)

Überall die Erde

지구 곳곳에

Nicht zu landen

피로 중독된 대양에 다다르지 않을 것이네

baut an ihren Heimwehkolonien.
an den Ozeanen des süchtigen Blutes
nur zu wiegen sich

in Lichtmusik aus Ebbe und Flutn

ur zu wiegen sich

im Rhythmus des unverwundeten

Ewigkeitszeichen: Leben – Tod – (Nelly Sachs)8)

향수병의 식민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네
썰물과 밀물의 빛음악 에

흔들릴 뿐인 것을

상처없는 영원상징의 리듬에
흔들릴 뿐인 것을:

삶 - 죽음 - (넬리 작스)

〈표 1〉O, Licht (오, 빛이여 1981)의 텍스트 일부 6) (번역: 윤신향)

불교의 기도문은 ‘유일무이한 빛’을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넬리 작스의 시는 순간적인 ‘빛음악’
을 ‘영원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두 텍스트의 성정(性情)은 서로 대비되는 동시에 교차한다.

III. ‘님’, ‘빛’, ‘물’의 상호텍스트성9)

언어의 의미관계를 가능한한 보존한 윤이상과는 달리, 재독 여류작곡가 박영희는 이를 해체한 작품
을 다수 작곡하였다. 그 가운데 고유한 한국어 ‘님’을 모토로 한 작품들은 주목할 만하다. ‘님’은 성
악, 실내악, 관현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상된다. 한국어 ‘님’을 독어로 직역하는 데는 한계가 있

기에, 박영희는 실내악 Go-un Nim (고운 님 1998)의 작품해설을 위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서문 ‘
Section 2-1 장벽을 넘는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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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말’을 인용한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맛치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 너에
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
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10)

주지하다시피 「님의 침묵」은 불심(佛心)을 통해 일제 강점기 나라 잃은 민족에 대한 애틋함을 표
현한 시이다. 그러나 ‘님’에 대한 작곡자의 표상은 비단 불자(佛子)의 마음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철
의 시조에 기초한 독창을 위한 ma-am (마암 1991)에서 ‚고온 님‘이 음악적으로 강조되는데, 이것

은 차후에 실내악 Go-un Nim (고운 님 1998), 바리톤, 양악기와 국악기를 위한 Qui-han Nim (귀
한 님 2007)에서 표제화되고 있다. 즉, 이 단어는 그녀의 작품세계에서 성악, 기악장르를 막론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1) 이러한 시적 성정(性情)은 박영희에게 다분히 구도적(求道的)인 요소
를 지닌다.

다른 한편, 2007년 이후 ‘빛’이라는 화두가 박영희의 작품에서 특히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님’과 같이 열려 있지만, 상징적인 맥락은 ‘님’의 그것과 구분된다. ‘빛’은 실내음악극

Mondschatten (달그림자 2003/2005) 이후 주로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쓰여졌다. 오르간 독주를
위한 Unterm Sternenlicht (별빛 아래에서 2009), 바리톤과 소관현악을 위한 Im Lichte werden

wir wandeln (우리는 빛 속에서 변화합니다 2010/11), 바이올린, 비올라와 소관현악을 위한 Das
Glanz des Lichtes (빛의 반짝임 2013), 그리고 무반주 성악앙상블을 위한 In deinem Licht sehen

wir: das Licht (우리는 당신의 빛에서 봅니다: 빛을 2015)가 그 예들이다. 특히 무반주 성악 앙상블

은 성경의 시편 36 편, 150 편과 노자의 도덕경 4 장과 8 장을 혼용하고 있다. 지면상 이 텍스트의 주
요 부분만을 발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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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36편 7-9절과

Psalm 36: 7-9 und Vierter Spruch aus Tao Te King 4
Herr!

주여!

Du bist so gut, wie der Himmel weit ist,

당신의 인자하심이

Deine Treue reicht weiter, als die Wolken ziehn,
Deine Gerechtigkeit ist höher als der höchste Berg,
(...)

Die Menschen sind im Schatten deiner Flügel zuhaus.
An deinem Reichtum dürfen sie teilhaben.

Du tränkst sie mit dem Strom deiner Wonnen.

도덕경 4장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정의는 가장 높은 산보다 높나이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Denn: Du bist die Quelle des Lebens, in deinem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Licht sehen wir: das Licht.

Das Gut ist leer; und braucht es das, so wird es nie 도는 비어 있으나 그것을 아무리 사용해도 차거나 넘치지
erfüllt. Ja, eine Tiefe, und wie aller Wesen Ahn.

Es birgt seine Spitze,

않는다. 깊고 넓어서 만물의 근본인 것 같다.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고 복잡한 것을 풀며 빛을 부드럽게 하여 티끌에

gießt aus seiner Fülle, bequemt seinen Glanz an, 도 뒤섞이건만 맑고 고요함이 늘 그대로 있는 것 같다. 나는

wird eins dem Staube. Ganz still, ists gleich

dem Sein. Ich wüßte nicht, wessen Sohn es wäre.
Es formt sich, des Herrn Vorfahr.

그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 우주를 주재하
는 상제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다.

〈표 2〉In deinem Licht sehen wir: das Licht (우리는 당신의 빛에서 봅니다: 빛을 2015)의 텍스트 12)

시편 작가가 생명의 원천으로 상정하는 ‘빛’은 노자가 [도덕경]에서 우주의 근원으로 상정하는 ‘물’과

문화적 상징성과 종교적 맥락이 다르다. 그러나 작곡자는 ‘깊고 넓은’ 물의 속성을 ‘빛’의 그것과 병치
시키는 방식으로 종교 사이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 예술인문학의 상호종교적 대화를 위하여

위의 가사들은 모두 각기 다른 맥락에서 상호텍스트적인 요소를 지닌다.13) 상이한 문화적, 종교적 컨
텍스트를 배경으로 하는 텍스트들이 모두 번(편)역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윤이상의〈오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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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1981)에서는 독어로 번역된 불교의 기도문과 넬리 작스의 서정시가, 박영희의 〈우리는 당신의

빛에서 봅니다: 빛을〉(2005)에서는 독문 성경구절과 독어로 번역된 [도덕경]의 구절이 상호작용하

면서 독일의 동시대 청중에게 부합하는 텍스트로 재맥락화(recontextualisation)되었다고 할 수
있다 14) 윤이상이 인용한 불교 기도문의 ‘빛’ 은 박영희가 도덕경의 ‘물’과 대비시킨 시편 작가의 그것

과 종교적인 맥락은 다르다. 그러나 ‘빛’과 ‘물’이라는 단어의 초문화적 속성은 상호종교적인 창작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노래를 통한 종교 사이의 대화는 비단 외국어와 대결해야 하는 해외의 작곡가 뿐만 아니라, 모국어

에 토대를 둔 국내 작곡가들의 성악 작품들에도 나타난다. 다만 가사가 모국어이냐 외국어이냐, 번역
이 지배언어와 소수언어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의 차이가 있다 15)

언어의 실시간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영상문명은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더욱 급속히 진화되
고 있다. 예술과 일상의 기술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이 문명은 동시대 예술가들에게 소개한 작곡가들

이 맞닥뜨린 시대와는 아주 다른 언어환경과 노래문화를 제공하고 있다. 가상현실의 기술문명은 과
연 언어의 상생과 여기에 기반하는 예술창작과 인문학에 기여할 수 있을지, 또 동서양 종교 사이의

창조적인 대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분
명한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인문학은 무분별한 상업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류보다는, 소
수언어의 생명성에도 가치를 두는 실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NOTE

1) 본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대폭 개정하면서, 축약, 보완한 것이다. 지면상 한국 창작성악의 텍스트는 생략되었다.

윤신향: “노랫말을 통해 보는 한국 현대사회의 상호종교적 소통구조: 번역과 의식(儀式)”, 『음악과 문화』43, (대구: 세계음
악학회, 2020), 33-62.

2) Mouhanad Khorchide: Interreligiosität und Interkulturalität: Herausforderungen für Bildung, Seelsorge und
Soziale Arbeit im christlich-muslimischen Kontext, hrsg. v. Josef Freise/Mouhanad Khorchide, Münster:
Waxmann, 2011, 65.

3) 더 광범위한 텍스트 연구는 윤신향: 위의 글 참조.

4) https://www.nobelprize.org/prizes/literature/1966/summary/

5) 이 작품에서 활용한 두 번째 시는 작스가 자주 사용한 ‘창’과 ‘새’의 모티브가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6) O, Licht (오, 빛이여 1981) 악보의 작품해설에서 발췌하였다.

7) 이탈리어로 1957년 출간된 기도 모음집 Gebete der Menschheit (인류의 기도들)에 포함된 불교의 기도문이다.
https://www.boosey.com/pages/cr/catalogue/cat_detail?=&musicid=30998&langid=2

8) 이 싯구는 시집 Fahrt ins Staublose (먼지 없는 곳으로의 여행)의 Noch feiert der Tod das Leben (죽음은 아직 삶을
기념한다) 싸이클에 속하는 시로서, [지구에서 오는 자](Wer von der Erde kommt)의 뒷부분이다.
전체 시는 https://2021rioshsurubym.wixsite.com/nellysachs/poems

172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

9) 다음의 논문에서 박영희에 대한 부분을 대폭 개정, 보완하였다. 윤신향: “노랫말을 통해 본 한국 현대사회의 상호종교적
소통구조. 번역과 의식”, [음악과 문화] 43호, (대구: 세계음악학회 2020), 45-47.

10) 박영희의 작품해설. https://www.pagh-paan.com/dsp.php?kr,3,0,32,1,

11) Shin-Hyang Yun: “Poesie, Image und Stimme bei Younghi Pagh-Paan im Fokus auf dem Gesangstext der ‚
Herz-Serie‘ (1990-1998)”, Mainz: Schott, 2020,123-124.

12) 원문은 작품해설에서 발췌하였다. https://www.pagh-paan.com/dsp.php?de,3,0,82,2,

13) 크리스테바(J. Kristeva)에 의하면, “모든 텍스트는 인용구들의 모자이크로 형성되며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를 흡수

하고 변형한 결과”이다. Julia Kristeva: “Bachtin, das Wort, der Dialog und der Roman”, in: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Ergebnisse und Perspektiven, Band 3: Zur linguistischen Basis der Literaturwissenschaft II, (Hrsg. v.)
Jens Ihwe, Frankfurt/M. 1972, 346.

14) 원어의 상징의미가 해당언어의 문화적 맥락으로 변화한 단적인 예로 유대교의  야훼() ה    והי의 번역과정을 들 수 있다.
히브리어인 야훼() הו  ה  י가 ‘Jehovah’(Yaweh), 또는 ’여호와‘로 음역되거나, ‘Herr’(Lord), ‘주님’으로 번역되면서,
‘Gott(God)’ ‘하느(나)님’을 의미하게 되었다.

15) 예를 들어 주로 한국작가의 문학에 곡을 붙인 이건용의 성악곡들은 다양한 종교전통을 함유하는가 하면, 이만방은 유교적
성향의 자작시, 또는 한국어로 번역된 불교의 산스크리트 경전에 곡을 붙였다. 이 예들은 윤신향: 앞의 글, 35-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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