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철학 제24집(2008), 5～26쪽
특집 논문 _1

 피용과 힌두철학

‘고통의 반복과 그 탈출’에 한 략 읽기

박효엽
*

1)

Ⅰ  피용 따라 읽기. Ⅱ  피용과 힌두철학의 만남. Ⅲ  피용: 
직선  시간 과 세계의 건축. Ⅳ 힌두철학: 순환  시간 과 개인의 해체. 

Ⅴ 두 갈래 길의 교차와 평행.

요약문 [주요어: 피용, 힌두철학, 고통, 반복, 탈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피용은 문명의 환생 이론을 토 로 

고통의 반복과 그 탈출을 이야기하므로 힌두철학의 형이상학․실천론과 

비교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피용은 직선  시간 을 배경으로 

세계의 건축을 향하고 힌두철학은 순환  시간 을 배경으로 개인의 해

체를 향하기 때문에, 양자에서 형이상학  제의 차이는 실천론의 차

이를 수반한다. 그 결과  피용에서는 유한한 시간 안에서 체성을 

통해 실패의 역사  반복을 탈출하여 세계의 건축을 완성하고자 하고, 

힌두철학에서는 무한한 시간 안에서 개별 인간이 개별성을 해체하는 것

을 통해 존재의 무한반복을 탈출하여 보편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Ⅰ.  피용 따라 읽기1)

 피용은 개미로 인해 한국에 잘 알려진 랑스 소설가 베

* 경북 학교 철학과 강사. mayadotcom@hotmail.com

1)  피용의 원제는 Le Papillon Des Étoiles(‘별 나방’ 는 ‘별 나비’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다음 본을 분석의 상으로 삼는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미연 옮김,  피용, 서울, 열린책들, 2007. 

본문에서 직  인용이나 요약과 련하여 호 안에 표시된 쪽수는 바로 

이 본의 것이다. 그리고 이 은  피용이라는 작품 자체에 한 

비평이 아니다. 다만 작품의 배경에 깔린 세계 (형이상학)과 

망(실천론)을 따져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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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나르 베르베르(Bernard Werber, 1961～)의 신작 소설이다. 독특

하고 기이한 상상력으로 주목받아온 그는  피용에서도 어김없

이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특히 베르베르는  피용에서 

인간과 우주에로 그의 심을 돌려 공상과학 이고 신화 인 허

구의 세계를 들려 다. 

‘ 피용’(나방 는 나비)이라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탈출한 

인간들이 새로운 행성에 정착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진  피용
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간략하게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부: 희미한 꿈

① 가까운 미래에 지구는 쟁, 폭력, 질병, 환경 괴 등으로 최

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② 몇몇의 지구인들이2) 새로운 행성을 찾아 지구를 탈출하는 

꿈을 도모한다.

(2) 제2부: 우주 속의 마을

③ 지구를 축소해 놓은 듯한 거 한 피용호3)를 타고 14만 4

천 명이 우주여행을 한다.

2)  피용의 2/3는 바로 이 몇몇의 지구인들을 심으로 이야기가 

개된다. 주인공들은 다음과 같다. (1) 이  크라메르: 남자, 과학자, 

‘새로운 희망’ 로젝트 총책임자이자 피용호의 실질  지도자. (2) 

엘리자베트 말로리: 여자, 요트 챔피언이었으나 이  크라메르에 의해 

하반신 마비 장애자가 되고 나 에 피용호의 키잡이가 됨. (3) 가 리엘 

맥 나마라: 남자, 지구 최고의 부호로서 피용호와 련된 모든 경제  

지원을 함. (4) 아드리앵 바이스: 남자, 식물학자이자 심리학자, 우주선 

탑승 지원자를 선발하고 우주선의 생태계를 창조하고 보존함. 

3) 나방(나비) 생김새의 우주선 ‘ 피용호’는 원기둥(흉부) 길이가 32km이고 

원기둥 직경이 500m이다. 이륙할 때는 1km 길이에 불과하지만 기권을 

벗어난 후에 마치 망원경처럼 32개의 슬라이딩식 이 빠져나와 32km로 

늘어난다. 자를 동력으로 환시키는 마일라 돛을 날개로 가지는데, 

돛은 랑스 토의 약 2배 넓이이다. 원기둥이 회 함으로써 력이 

발생하고, 원기둥의 가운데에 32km의 인공조명(태양)이 있다. 작은 언덕, 

호수, 식물, 동물 등 지구와 유사한 생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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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천년 이상의 우주여행 동안 그들은 지구의 인간 역사를 그

로 반복한다. 

(3) 제3부: 낯선 행성에의 도착

⑤ 6명의 최후 생존자 가운데 1 의 남녀가 새로운 지구에 도

달하여 정착하지만 여자가 죽는다.

⑥ 새로운 지구에서 남자와 남자의 갈비 로부터 창조된 여자

는 새로운 문명에 한 꿈을 꾼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얼핏 짐작되듯이,  피용에서는 창세기

의 ‘인류 창조’와 ‘노아의 방주’라는 신화  모티 를 차용하고 있

다. 우주선에 냉각 수정란 상태의 동식물을 실은 채 지구를 탈출

하는 모습은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며, 새로운 행성에 도착한 후

에 개되는 이야기는 ‘아담과 이 ’에 한 야훼의 인류 창조를 

연상시킨다.4) 기독교 신화와 별도로 ‘외계문명 이식설’5)과 같은 

도 인 모티 도 차용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주요 모티 는 창

세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작 창세기와 련된 모티 들은 

이야기의 개와 외형 으로 얽  있는 것들일 뿐, 작가가 실질

으로 의존하고 있는 모티 는 ‘문명의 환생 이론’이다. 

4) 구약에서 인류 창조 이후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피용에서는 노아의 방주 모티  이후에 인류 창조의 모티 가 

사용된다.

5) 인류의 발생에 한 창조론과 진화론의 결구도에서 제3의 이론으로 

등장한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지구의 인류와 인류 문명은 외계 문명이 

이식한 것이라는 이론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자주 인류가 외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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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피용과 힌두철학6)의 만남: 고통의 반복과 그 

탈출

 피용의 제1부～제3부는 문명의 환생 이론에 철 히 바탕하

고 있다. 제3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에야(아드리앵-18의 갈비  골

수를 통해 창조된 여성)7)는 이 게 말한다: “아담이 이 의 책에

서 읽고 나한테 말해  이 있는 환생 이론과 어  보면 비슷해. 

물론 여기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체의 문제이긴 하

지만. 인류는 환생하는 거야. 다시 태어날 때마다 까맣게 잊어버

리고는, 지구라고 부르는 행성에 자기 혼자 존재한다고 믿는 거

지.”(387-388쪽)8) 문명의 환생 이론은 에야의 이러한 언 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피용의 도처에서 이 이론은 직간

으로 드러난다.9) 게다가  피용의 서사 구조 자체가 문명의 환

생 이론을 보여주고 있다.

6) 여기서 ‘힌두철학’이란 인도철학 가운데 힌두철학을, 힌두철학 가운데 

무신론 이고 해탈 심 인 통의 철학을 주로 지시한다.

7) 피용호의 최후 생존자는 남자 5인 여자 1인(엘리자베트-15)이다. 

그런데 피용호로부터 새로운 행성에 도달하기 한 착륙선에는 오직 

2인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 1인은 남자 5인 가운데 아드리앵-18을 

선택한다. 새로운 행성에 정착한 이 남녀는 사소한 갈등으로 말미암아 

헤어지게 되고, 임신 상태의 여자는 뱀에 물려 동굴 속에서 죽는다. 

그러자 아드리앵-18은 지구로부터 가져온 인간 수정란 가운데 하나와 

자신의 갈비 로부터 스스로 추출한 골수를 이용해 여자를 얻는다. 

그녀가 바로 에야이다. 

8) 난청인 탓에 에야는 자주 이름을 잘못 말한다. 자신을 ‘이 ’라고 부르고, 

아드리앵-18을 ‘아담’이라고 부른다.  지구 탈출을 주도한 이  

크라메르를 ‘야웨’라고 부른다. 단 이곳에서는 이  크라메르를 ‘이 ’라고 

제 로 부르고 있다. 

9)  피용(2007) p. 107, 171, 275, 308, 352 등등 참조. 새로운 시작, 

시원에서의 출발, 과거의 재 , 역사의 반복 등은 문명의 환생 이론과 

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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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용은 지구에서부터 이야기가 개된다. ‘마지막 희망’이

라는 탈출의 로젝트를 주인공들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세계가 쟁, 종교  맹신, 맹목 인 테러, 환경오염, 인구

과잉, 가난과 기아와 빈곤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25쪽) 그래서 

그들은 지구 탈출을 감행한다. 물론 그들은 지구에서 더 이상 구

원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구를 탈출한다고 쉼 없이 강조하지

만, 그들의 탈출에는 개인 인 이유도 뒤섞여 있다. 컨 , 이  

크라메르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장애자가 된 엘리자베트

의 인생을 망쳤다는 망으로부터 벗어나기 해(27～35쪽), 가

리엘 맥 나마라는 지구 최고의 부호임에도 폐암에 걸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되찾기 해(36～39쪽) ‘마지막 희망’ 로젝트에 매

달리는 것이다. 아무튼 역경을 거치면서 주인공들을 포함하여 선

택된 14만 4천명은 피용호를 쏘아 올린다. 

그들은 우주여행을 하는 스스로를 ‘마지막 희망인’, ‘원기둥인’으

로 부르다가, 결국 ‘나비인’으로 부른다.(220쪽) 피용호의 나비인

들은 새로운 기원 0년을 선포하고 세 를 이어가며 1251년 동안 

우주여행을 하는데, 그들은 지구인의 행태를 그 로 반복한다. 즉 

그들은 지구의 축소 인 피용호에서 지구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그 로 반복한다. 비폭력 인 인간을 선발했지만 인간의 내재  

폭력성이 발 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 의 범죄자가 나오고 조직

과 규범이 만들어지고 집단 사이의 갈등이 발생함으로써, 그야말

로 순수의 시 에서 야만의 시 로 이행한다. 일부가 착륙선을 탈

취하여 지구로 되돌아가고, 두 진 의 쟁이 계속되고 다시 평화

의 시 가 오지만  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악순환의 

역사에서도 피용호는 목 지를 향해 나아가고, 마침내 끝까지 

살아남은 6명이 새로운 별과 행성을 발견한다.(310쪽) 

더 나아가 새로운 행성10)에 도착한 남녀 한 도 그곳에서 역

사의 원년을 선포한다.(352쪽) 하지만 둘 사이의 사소한 갈등으로 

10) 이 새로운 행성이란 ‘지구’에 다름 아니다. 그 행성은 태양(별)에서 

3번째에 치하고 하나의 성을 가지기 때문이다.(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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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암아 남자를 떠난 여자가 죽는다. 홀로 남겨진 남자(아드리앵

-18)는 여자(에야)를 창조하여 새로운 문명에 한 꿈을 꾼다. 더 

이상 탈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구를 건설하고자 하는 꿈이다. 

따라서  피용의 서사는 ‘지구-지구의 축소 으로서 피용

호-새로운 지구’라는 구조이다. 피용호는 지구를 탈출했지만 새

로운 방식으로 인간 종의 진화를 실험하는 인류의 실험실이기 때

문에(230, 275쪽), 한 그러한 실험이 종국에는 지구의 역사를 반

복함으로써 실패했기 때문에 지구의 축소 이라고 할 만하다. 남

녀 한 이 도달한 새로운 행성 역시, ‘지구’를 고유명사의 이 

아니라 일반명사의 에서 보면, 지구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피용은 지구에서 시작하여 지구를 거쳐 지구에서 끝나는 이

야기이다. 달리 말해서  피용은 문명의 환생 이론에 뿌리를 두

면서 고통스러운 문명의 반복사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피용이 반복되는 문명의 고통과 그로부터의 탈출을 

말하고 있다면,  피용에서 용하고 있는 ‘고통의 반복과 그 

탈출’에 한 략은 힌두철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략과 

비교 가능하다. 우선 세계의 환생이나 개인의 환생은 힌두철학의 

기본 제이다. 우주의 순환과 소우주인 인간의 순환 즉 윤회는 

무시 인 것으로서 원히 계속된다. 그리고 그러한 순환은 고통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나 개인의 무한반복이 고통이

라는 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고통으로부터 탈출의 가

능성이 열린다. 마찬가지로  피용에서도 고통에 한 선명한 

인식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탈출의 꿈을 

기획하고 실 한 과학자 이  크라메르는 지구에서 한때 아버지

와 이러한 화를 나  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 게 물

었다. <고통은 왜 존재하는 거죠?> <행동을 변화시키기 해서

란다.>”(62쪽) 이 화는 피용호에서도 재 된다. 처음에 그를 

증오하다가 나 에 그의 반려자가 되는 엘리자베트에게 이 는 

말한다: “고통만이 우리를 일깨우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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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만들지요.”(163쪽) 이처럼 순환하는 세계를 고통의 무

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 이다. 따라서 

 피용과 힌두철학에서 보여주는 세계에 한 인식은 유사성이 

크다.

고통의 반복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도  피용이나 힌

두철학에서 공통 이다. ‘고통의 반복  재 ’의 끝에 서서 는 

그 시작에 서서, 아드리앵-18(아담)은 에야(이 )에게 말한다: “그

래도 이젠 그만 해야 해. 우리 조상들은 새로운 지구에 새로운 인

류를 만들기 해 자신들의 지구에서 탈출했어. 하지만 우리는 어

떻게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해.”(388-389쪽) 그

래서  피용의 마지막 문장은 “ 원히 탈출을 계속할 수는 없

다.”(389쪽)이다. 힌두철학에서도 이러한 은 마찬가지이다. “

원히 탈출을 계속할 수는 없다.”라는 문장은 ‘ 원히 윤회를 계속

할 수는 없다.’라는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탈출’

과 ‘윤회’가 다른 것일지라도, ‘ 원히 탈출을 계속할 수는 없다.”

는 것은 ‘고통의 반복에서 완 히 탈출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두 문장 모두 ‘인간이 고통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는 의

미로 읽을 수 있다. 고통의 반복인 속박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것 즉 해탈이야말로 부분 힌두철학의 궁극  목 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외형  유사성이 실질  유사성을 담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질 으로  피용과 힌두철학에서는 고

통의 반복이라는 출발지와 고통의 반복으로부터 탈출이라는 목

지가 상이하다. 왜냐하면 양자에서 형이상학  제의 실질  상

이성은 분명할 것이고 그 상이성이 실천  방법의 상이성을 수반

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즉 고통의 반복이라는 제가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탈출의 방법마  다르게 나타나기 때

문이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피용과 힌두철학은 서구  세

계 과 동양 (인도 ) 세계 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피용과 인도철학 특히 힌두철학에서, ‘고통의 반복’

이라는 제와 련된 략과 ‘그 탈출’이라는 방법과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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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각각 살펴 으로써,  피용이 담고 있는 서구 (기독교 ) 

구원 모델과 인도 (힌두 ) 구원 모델 사이의 차이 을 일별할 

수 있을 것이다.11) 미리 말하자면, 자는 직선  시간 에서 수

반되는 세계의 건축이라는 모델이고, 후자는 순환  시간 에서 

수반되는 개인의 해체라는 모델이다.12)

III.  피용: 직선  시간 과 세계의 건축

 피용이 고통의 반복이라는 상황을 설정하는 것처럼 보일지

라도 과연 그 반복이 실질 인 의미의 순환인지는 의심스럽다. 왜

냐하면  피용에서는 새로운 행성을 향하여 탈출하고  새로

운 행성에 정착하고자 함을 궁극 으로 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

이다. 즉  피용의 시선은 언제나 재의 지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표면 으로 ‘지구-지구의 축소 으로서 피용호-

11) 바로 이 차이 을 드러내는 것이 이 의 주요 목 이다. 즉 이 은 

 피용에 한 독서에서 힌두철학과의 공통 을 먼  주목한 뒤에 그 

공통 을 거의 희석시키는 양자의 차이  자체에 더욱 주목하는 것이다. 

한 쪽의 모델이 더 우 에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12) 서구  구원 모델을 직선  시간 과 인도  구원 모델을 순환  

시간 과 연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 인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우선 서구  시간 에서는 그리스 

통을 순환 이라고 하고 히 리 통을 직선 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이다. 하지만 서구 문명이 크게 기독교 통의 직선  시간 에 

기 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인도  시간 도 

순환  시간 이라고 부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왜냐하면 인도의 

시간 은 하나의 색채를 가지지 않고 모자이크처럼 여러 색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도인의 시간 은 4가지 ‘인간의 목표’(puruṣ rtha)인 

욕망, 실리, 의무, 해탈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Sharma(1992) pp. 210-211 참조. 하지만 인도인이 순환  시간 에 

경도되어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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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구’라는 서사 구조를 보이고 문명의 무한한 환생을 말할

지라도, 한 피용호에서 역사의 원년을 선포하고 새로운 지구

에서 그것을 선포할지라도, 단지 재의 지구와 지구의 인간이 야

기한 문명 괴의 양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문제 삼고 있

는 것이다. 그래서  피용의 반복은 장치로서의 순환일 뿐 실제

인 순환이 아니다.

이처럼  피용은 기독교의 직선  시간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13) 모든 원년은 하나의 원년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처

음은 하나의 처음이고 모든 끝은 하나의 끝이다.  피용에는 모

든 처음이 하나의 처음에 첩되어 있고 모든 끝이 하나의 끝에 

첩되어 있기에, 그야말로 한 번의 시 와 한 번의 종말이 있는 

직선  시간 이 배경에 깔려 있다. ‘지구-지구의 축소 으로서 

피용호-새로운 지구’에서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될 것이

지만, 한 역사의 끝은 단  없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며 동일

한 인간이 그 끝과 시작을 선포할 따름이다.14) 따라서  피용에 

고통의 반복이 있다면, 그것은 직선  시간  안에서 완성을 한 

하나의 장치로서 의의를 가진다. 고통의 반복이라는 장치를 통해 

인간 문명의 실패 가능성을 경고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듯이 

새롭게 시작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직선  시간

의 요체 즉 진 으로 완성되는 세계의 건축15)을 이룰 수 있

13)  피용에서 역사의 원년을 선포하고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의 의미에 한 물음과 련된다. 소 희는 이러한 ‘역사의 

의미에 한 물음’이 시간을 직선 으로 표상하도록 한다고 말한다. 

소 희(2001) p. 69 참조.  피용에서 인간(인류)의 ‘진화’를 종종 

언 하는 것도 간 으로 직선  시간 과 련된다. 한 

애벌 로부터 나방(나비)으로의 탈바꿈을 언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피용호 자체가 나방(나비)의 모양을 하고 있다.

14) 이는 마치 세(‘고 ’라고 해도 무방하다)로부터 근 인들이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근 로부터 탈근 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과 같다. 

15) 은유로서 ‘건축’이라는 말은 서양철학과 서양문명을 제 로 특징짓는다. 

가라타니 고진은 라톤 이래로 데카르트, 헤겔, 키에르 고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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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하는 것이다. “언젠가 찾아올 더 나은 미래를 꿈꾸려면 지

부터 그 미래를 구상해야 합니다.”(110쪽), “세 가 계속 이어지

는데도 부모 세 의 도식을 그 로 재 하고만 있다면 아무 의미

가 없는 거지.”(284쪽), “ 원히 탈출을 계속할 수는 없다.” 등등의 

발언들은 세계의 건축에 한 간 한 염원을 표 하고 있다. 

그래서  피용은 ‘왜 인간은 과거의 실패를 알면서도 고스란

히 반복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다. 아드리앵 바이

스는 피용호에 탑승할 14만 4천명을 선발하기 한 긴 회의에

서 “새로운 인류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92쪽)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한 답은, 

피용호의 최후 생존자 6인이 찾아낸 이  크라메르의 마지막 기

록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로 생명

을 하는 정자라고 볼 수 있다. 생물학 으로 피용은 수정할 

난자 행성을 찾아 여행하는 생명의 령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생명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생명+지식>이다. 이 게 추가

된 지식 덕분에 우리는 같은 실패를 부르는 같은 실수를 반

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322-323쪽).16) 이 답은 고통의 반

복으로부터 탈출하기 한 수단으로서 생명과 지식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지구에서의 주인공들이 부분 개인  고통에 한 

인식에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한 행동을 시작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출발 이 어 되었든 개인의 고통을 개인의 차

철학자들이 건축의 은유를 사용했음을 지 하고  ‘해체’라는 말조차도 

건축을 무 뜨리려는 시도임을 지 하면서, “서구 사상은 기 때마다 

반복되고 새로워지는 건축에의 의지로 특징지어진다.”라고 말한다. 

가라타니 고진(1998) p. 65 참조. 

16) 피용호를 정자에 새로운 행성을 난자에 비유하는 것은 212～214쪽에서 

먼  언 된다. 그리고 새로운 행성에 착륙한 후에는 지식의 요성이 

강조된다: “지식은 우리를 몽매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야. 우리 조상들의 경험, 고통, 실수, 발명의 산물이지. 지식을 

수해서 다시는 우리 자손들이 같은 실수를 무한정 되풀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해.”(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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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한정시키지 않고 인류의 구원을 목 으로 함으로써, 그것을 

지구  차원이나 우주  차원으로 승화시킨다. 바로 이러한 승화

로 말미암아 세계의 건축을 완성하기 한 생명과 지식이라는 수

단을 인식하게 된다.

 피용에서는 생명과 지식을 지구라는 공간에 한정시킴으로

써 고통이 반복된다고 간 으로 알려 다: “인류는 환생하는 거

야. 다시 태어날 때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지구라고 부르는 

행성에 자기 혼자 존재한다고 믿는 거지.” 그래서 생명과 지식을 

확장하여 고통의 반복으로부터 탈출하기 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 다면 지구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확장된 생명과 지

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명이라는 수단은 인간(지구)의 생명

을 우주 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구라는 행성에 갇 서 체 우

주에서 하나뿐일지도 모를 지구의 생명을 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즉 지구의 생명을 우주 체에서 유일무이할지

도 모른다고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수단은 인간의 지

식을 고스란히 달하는 것이다. 과거 인간이 실패를 반복한 역사

를 조 의 가감도 없이 그 로 달하는 것만이 실패의 확률을 

이는 길이다. 즉 지구의 지식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소 하게 

승하는 것이다.17)

결국 생명과 지식의 승화 는 확장이란, 세계의 건축을 완성할 

수 없게끔 하는 고통의 반복이나 실패의 재 을 최소화하기 한 

방법이다. 역사와 시간의 일회 이고 유한한 망에서, 즉 단 한 

번뿐인 ‘지  여기’의 망에서, 인간 문명의 완성은 생명과 지식

의 인류  기반을 재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 직선  시간 에서 

17) 피용호의 최후 생존자 6인은 이  크라메르가 남긴 여러 기록을 

감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기둥 안의 역사는 결국 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지. 처음에 이륙과 이 책을 집필하는 행 가 

있었다면, 끝에는 도착과 이 책을 읽는 행 가 있는 거야.”(322쪽) 여기서 

‘원기둥’이란 피용호를 가리킨다. 피용호의 역사에서 시작과 끝이란 

지식의 시작과 끝에 다름 아니라는 뜻이다. 지식의 승이 가진 한 

힘을 최후 생존자들은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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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는 문명의 건축은 진 으로 시간 안에서 완성되며, 그 

완성의 수단은 인류 체 인 망에서 생명과 지식을 인식하는 

데 있다.18) 이러한 연 에서 생명과 지식의 승화나 확장은 체성

에 한 인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생명의 승화는 공간 인 것으

로서 인간이라는 종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할지도 모르기에 생명의 

체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식의 승화는 시간 인 것으로서 인

간의 지식이란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 그 체로서 승되어야 한

다는 내용이다. 생명과 지식에 한 바로 이러한 체성을 통해 

세계의 건축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 어도 완성에 

한 꿈을 꿀 수 있다고  피용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IV. 힌두철학: 순환  시간 과 개인의 해체

 피용의 직선  시간 과 달리 힌두철학에서는 순환  시간

19)을 수용한다. 순환  시간 에서는 고통의 반복이 명확하게 

제된다. 세계( 우주)는 시작과 끝을 주기 으로 반복하며, 끝과 

시작의 사이에는 시간  의미에서 단 이 있다. 즉 끝과 시작의 

18) 여기서  피용의 략  실패를 말하는 것은 부 하다. 당연하게도 

 피용에서 자체 으로 인간 고통의 반복이 유 자에 각인되어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228쪽), 어  보면 지구로부터의 탈출은 형식 인 탈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요한 것은 탈출에 한 비극  망이 아니라 

탈출할 수 있다는 꿈에 한 환기이다.

19) 순 히 논리 인 측면에서 순환  시간 은 다음과 같은 난 을 가진다. 

첫째, 만약 시간이 순환 이라면 어떤 사이클의 시간은  하나의 다른 

사이클의 시간과 완 히 구별이 가지 않는다. 시간의 이러한 동일성은 

수용하기 힘들다. 둘째, 우리는 시간의 ‘속에(in)’ 있으므로 시간이 우리에 

해서 순환 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혹은 어디로 흘러간다고 말할 수 없고 그  제한 없이 

흘러간다고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Zwart(1983) pp. 262-2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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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는 휴지기 는 우주  숙면이 있다.20) 마찬가지로 개별  

인간(소우주)도 탄생(시작)과 죽음(끝)을 주기 으로 반복하며, 죽

음과 탄생의 사이에는 시간  의미의 단 이 즉 선업을 소비하는 

휴지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이 고통이라는 제가 강하게 

깔려 있다. 원히 순환되는 우주와 삶은 고통 자체이기 때문에 

순환  시간 은 고통의 무한반복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힌두철

학에서 고통의 무한반복 역시 어떤 의미에서 사실에 한 언명이

라기보다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21) 단 으로 말해서, 힌두

철학에서 고통의 무한반복은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을 한 형이상

학  장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피용에서 탈출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종인 것과 달리 힌두

철학에서 탈출의 주체는 개별 인간이다. 인도에서 인간 체의 구

원 문제를 다루는 일이 흔하지 않고, 특히 힌두철학에서 주로 개

인의 구원에 을 두는 것은,22) 고통의 무한반복이라는 형이상

학  장치로 말미암았을 가능성이 크다. 고통이 무한 속에서 반복

되는 경우에 직선  시간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세계의 건축

이나 문명의 완성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세계는 괴를 맞이하고 

인간은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나의 주기에서 

20) 힌두철학에서 이러한 휴지기 는 우주  숙면이 우주  원물질의 

잠재  상태로 자주 표 된다. 컨 , 아드와이따 베단따 학 에는 

환술(m y ), 원물질(prakṛti), 미 자(avyakta) 등과 같은 표 이 있다.

21) 힌두철학에서의 고통, 순환 등과 같은 형이상학  제들은 서양철학의 

에서 힌두철학이 비철학 이고 종교 이라고 쉽게 평가되는 빌미를 

제공한다. 그래서 힌두철학의 형이상학  제들을 실천론  장치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22) 그나마 승불교는 인간 체의 구원이라는 이념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힌두 특유의 화신(avat ra) 사상에서도 신의 화 이 인간 

체의 구원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사실 인도의 철학이나 종교에서 

공동체나 공익에 한 념이 미약하다는 서양 학자들의 비 에 해 

인도 학자들이 심지어 해탈조차도 순 히 개인 인 것은 아니라면서 

상당히 공을 들여 방어를 했지만, 서양에 비해 인도에서 ‘상 으로’ 

개인의 구원 문제에 더 천착했다는 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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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으로 건축하거나 완성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결과 세계와 

같이 순환(반복)을 겪는 개별 인간이 순환 자체를 극하는 일이 

요하다. 즉 순환  시간  아래 고통의 무한반복에서는 다만 개

인이 재 인 기를 통해서 해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고통의 

무한반복이라는 압도 인 장치 아래 개인의 유한한 존재  좌표

가 설정되며, 개인은 무한반복을 무화하는 방식으로 극하려고 

할 뿐이다.

인도인의 이러한 시간 과 구원 은 해탈을 탐구의 역으로 

삼는 철학에서 더 두드러지며 해탈의 의미와 직 으로 연 된

다. 우선 해탈 심  힌두철학에서는 시간을 상  세계와 련

시킬 뿐 본질  세계와 련시키지 않는다. 상크야(S ṃkhya)나 

요가(Yoga) 학 에서는 시간을 쁘라끄르띠(Prakṛti)의 변형으로 

간주하며, 시간은 동작과 동일시될 수 있는 어떤 것이다.23) 아드

와이따 베단따(Advaita Ved nta) 학 에서도 시간을 변형으로 간

주하지만, 특히 그것을 무지의 산물로 규정짓는다.24) 더욱이 시간

은 라흐만과 무지의 계로 표 되기도 하고 무지 그 자체라고 

말해지기도 한다.25) 이처럼 시간은 상  세계에 속하지만 상

 세계의 변화와 불가분의 계를 가진다. 그리고 상  세계는 

시간의 역에 속하기 때문에 본질  세계는 자연스럽게 시간

의 역에 속하게 된다. 본질  세계를 지시하는 뿌루샤(Puruṣa)

나 라흐만(Brahman)은 원하고 무한한 것으로서 시간을 월

해 있으며, ‘시간을 만드는 것’(k lak ra)26)이다. 이러한 에서 시

23) 시간은 분명 결과물로서 쁘라끄르띠의 변형이지만 그와 동시에 

쁘라끄르띠의 세계 개에 동작을 가능  하는 개의 근원이다. 하지만 

시간은 25개의 원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24) BSB(1927) 2.3.7, p. 268: etena dikk lamanaḥparam ṇv d n ṃ 

k ryatvaṃ vy khy tam.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모든 변형(결과)은 

무지의 산물이다. 참고로 아드와이따 베단따 학 에서 시간은 종종 개별 

학자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지만 체 으로 샹까라의 견해가 

받아들여진다.  

25) Hiriyanna(1992) pp. 541-5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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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속박(고통)이요, 시간의 지배로부터 벗어

나는 것이 해탈이다. 속박에서 해탈로 이함은 유한성에서 무한

성으로 이함이다. 그래서 해탈이란 변화를 겪지 않는 본질  상

태를 재인식함으로써 시간이 없는 시간  상태로 진입하는 것

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상  세계 는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는 

첩경은 시간의 간계(奸計)를 인식하는 것 즉 윤회가 허구 임을 

아는 것이다. 실재의 시간성을 인식하기 해서는 개별 인간이 

‘시간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개별성’을 버리고 ‘시간을 벗어나 있

는 내재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

이러한 연 에서 힌두철학은 인간의 개별성을 극복하는 데 

을 맞춘다. 탄생과 죽음을 되풀이하는 무한한 세계  망에서

는 개별 인간의 탈출이 략 으로 더 합하다. 개인의 개별성을 

해체함으로써 그 목 지는 보편성의 획득이 된다. 그런데  피용

에서와 달리 힌두철학에서는 고통에 한 철 한 인식이 탈출이

라는 행 로 이어지지 않는다. 개별성의 해체는 행 가 아닌 지식

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 라는 것은 주기  탄생과 죽

음을 더 강화함으로써 윤회처럼 시간에 의해 지배당하는 반복  

상황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더욱이 힌두철학에서 말하는 지식은 

 피용에서 말하는 지식과 다르다. 후자에서 지식이란 인간 

체의 실패를 고스란히 승함으로써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

는 그러한 앎이다. 상과 련되고 지속 으로 축 되는 이 지식

은 힌두철학  에서 단지 상  지식 는 허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힌두철학에서 지식이란 인간의 개별성이 

본디 보편성이었음을 깨달음으로써 무한반복을 극하게끔 하는 

그러한 앎이다. 이 지식은 모든 상  지식들에 선행하는 참 지

식으로서 내재 인 실재에 한 직 이고 직 인 지혜이다. 

지식의 생성은 동시 으로 개인의 해체를 수반하고 그와 동시

으로 개인은 반복을 뛰어넘어 보편성 자체 는 무한( 시간) 자

26) ŚU(1958) 6.2 참조. ‘시간을 만드는 것’으로서 라흐만은 시간이 없는 

무한(ananta)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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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된다. 왜냐하면 개인의 본성은 본질 으로 지식 그 자체이고 

단지 무지에 의해 은폐되었다가 무지가 제거됨으로써 본래  본

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27) 

V. 두 갈래 길의 교차와 평행

하인리히 짐머는 인도의 철학을 시간의 철학과 원의 철학으

로 나 다.28) 시간의 철학은 세 심 인 사유를 가리키고, 

원의 철학은 탈 세 인 사유를 가리킨다. 다시 자는 인도인의 

인생 목표 가운데 욕망․실리․의무와 계하고, 후자는 해탈과 

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용은 시간의 철학을 반 하고, 

해탈을 강조하는 힌두철학은 원의 철학을 변한다고 할 수 있

다. 시간은 시간의 철학에서 실체로 간주되고 원의 철학에서 

상(허구)으로 간주된다.  피용에서 체성의 인식을 통해 세계

의 건축을 완성하려는 것은 시간의 철학이 작용한 결과이며, 힌두

철학에서 개인의 해체를 통해 보편성을 인식하려는 것은 원의 

철학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 두 갈래의 길은 각각의 역을 견지

하면서 교차와 평행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피용과 힌두철학에서는 고통의 반복과 그 

탈출이라는 주제를 공유한다. 그리고 양자에서 탈출을 해 공통

으로 제안하는 것은 생각 는 정신의 함이다. 먼   피

용에서는 생각이 시공간보다 더 하다고 말한다: “생각이 시

간이나 공간보다 훨씬 력 이라는 말 이십니까? 그 소. 난 그

게 믿소.”(115쪽)29) 물론 생각이 시간이나 공간보다 훨씬 력

27) 인간의 본성을 제하는 것은 재의 서구 철학  에서 거의 

용납되지 않는다. 

28) Zimmer(1971)에서 Part II와 Part III의 제목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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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은 시간의 철학과 배치되지 않는다. 생각의 함이

란,  피용에 자주 등장하는 애벌 와 나방(나비)의 비유처럼, 

생명과 지식의 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편 한 생각의 껍

질로부터 탈각해야 한다는 에 한 강조이다. 이러한 인식의 

환이야말로 시공간을 뛰어넘고자 하는 실제  탈출보다 더 요

하다는 을  피용에서 말하는 것이다.30) 정신의 자기 극(

는 신성합일)을 목 으로 하는 힌두철학에서 물질이나 물질 인 

것보다 정신이나 혼의 함을 더 강조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

조차 없다. 힌두철학에서는 아  인식의 환이 완성을 한 수단

이 아니라 목  자체일 정도이다. 정신이나 혼에 한 지나친 

경도는 힌두철학의 장 이지만 동시에 힌두철학의 한계이기도 하

다.

이 듯  피용과 힌두철학은 사유의 향에서 만난다. 세 

심 인 길이나 탈 세 인 길은 모두 ‘지  여기’에서 인식의 

환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지만 사유의 향을 통해  피용
에서는 행 가 발되고 힌두철학에서는 지식이 완성된다.  피

용에서는 수십억의 지구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탈출을 하고 

오랜 세월 뒤에 6명이 살아남으며 그 가운데 2명이 새로운 행성

에 정착한다. 단 몇 명의 인간이 살아남더라도 인간 체를 복구

할 수 있다는 것이 생명의 체성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끝없이 

29) 맥 나마라가 이  크라메르에게 한 말이다. 맥 나마라의 이러한 견해는 

이  크라메르와 엘리자베트 사이의 화에서 다시 상기되고 재 된다. 

생각이 시공간보다 더 하다는 것은 ‘물질에 한 정신의 승리’라는 

방식으로 엘리자베트에 의해 표 된다.(128쪽 참조)

30)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2006년 10월 6일 ‘라디오 랑스’의 인터뷰에서 

이 게 말한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은 쥘 베른은 과학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제가  피용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은 과학보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먼  바 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과학 기술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 피용’ & 작가 인터뷰> 참조: 

http://blog.naver.com/damho67?Redirect=Log&logNo=15001987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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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과거로부터 축 된 지식이 있다면 새로운 

문명의 건축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지식의 체성이다. 이러한 

체성에 한 인식을 통해 탈출이라는 행 는 숭고한 것으로 정

당화된다. 결국 재 지구 문명이 겪고 있는 기는 ‘지  여기’에

서 체성에 한 사유의 향을 통해 행동으로 나아감으로써 구

원의 빛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 달리 힌두철학에

서는 개별 인간이 개별성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보편성을 획득하

는 것이 지식의  과정이다. 온 한 지식 자체로서 뿌루샤, 라

흐만, 아뜨만 등등은 보편성을 가리키는 이름이며, 항상 구 되어 

있는 것이지만 망각되고 왜곡된 채로 개별성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개별성으로부터 보편성으로의 탈출이라는 것은 오직 개별

성에 한 인식을 기하고 보편성에 한 인식을 증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무한히 반복되는 고통은 ‘지  여기’에서 세계

와 인간에 한 완 한 지혜를 통해 본래  보편성을 회복함으로

써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 두 갈래의 길은 교차 이 없이 한없는 평행선을 는 

것처럼 보인다.  피용에서는 유한한 시간의 안에서 체성을 

통해 실패의 역사  반복을 탈출하여 세계의 건축을 완성하고자 

한다. 힌두철학에서는 무한한 시간의 안에서 개별 인간이 개별성

을 해체하는 것을 통해 존재의 무한반복을 탈출하여 보편성을 인

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두 략은 애당 에 직선  시간 과 

순환  시간 이라는 두 장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 차이로 말

미암아 고통의 반복이라는 제의 차이가 알려지고, 그로부터 고

통으로부터 탈출이라는 방법의 차이가 수반된다. 그래서 이 차이

는 형이상학  제의 차이가 실천론이나 방법론의 차이를 동반

한다는 을 재인식하게끔 한다. 다만  피용에서 고통의 반복

과 그 탈출에 한 략은 힌두철학과의 차이를 통해 더 명료해

지고, 힌두철학에서 고통의 반복과 그 탈출에 한 략은  피

용과의 차이를 통해 재해석되거나 비 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피용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인간이 실패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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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꿈을 꾸는 것의 소 함이나 인간이 실패할  알더라도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의 함을 말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어

쩌면 힌두철학에서 수많은 철인들은 인간이 행 를 통해서는 끝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철 하게 깨우쳐야 하고 그 깨우침을 

통해 인간이 다른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하다는 을 알게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31) 만약 그 어떤 갈래의 길에서든지 이와 

같이 인간의 가능성에 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면, 두 갈

래의 길은 평행보다 교차의 선상에 일 부터 머무르고 있을 것이

다. 그리고 그 교차의 선상에 이미 인간 존재의 꿈에 한 그럴싸

한 해답이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 그 다면  피용에서 가 리

엘 맥 나마라가 인류의 지도자들 앞에서 연설한 “ 명하다는 것

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107쪽)라는 담화문

처럼, 인류가 명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해서는 어

떤 꿈을 꾸고  어떻게 꿈을 꾸어야 할까? 

31) VC(n.d.) 3에서는 오직 신의 은총을 통해 겨우 얻을 수 있는 3가지를 

말하는데, 그것들은 ‘인간이 되는 것’(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해탈을 

갈구하는 것’, ‘ 한 사람을 의지처로 삼는 것’( 한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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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 Papillon Des Étoiles and Hindu Philosophy:

Reading Strategy on ‘Repetition of Suffering and Escape 

from Suffering’

Park, Hyo Yeop

(Kyungpook University)

This article is a reading of strategy contained in Le 

Papillon Des Étoiles, Bernard Werber’s new novel, in 

comparison to Hindu philosophy. The strategy of Le 

Papillon Des Étoiles, which is said to be ‘Repetition of 

suffering and Escape from suffering’, is open to further 

discussion with regard to Hindu metaphysics and practical 

method, as Hindu philosophy presupposes not only an 

infinite repetition of human suffering but a trial of escape 

from that suffering.

 It can be said that the tale of Le Papillon Des Étoiles  

is developed from the earth through the contracted 

miniature of the earth i.e. the column to a new earth. 

Although human beings attempt to escape the earth which 

is full of suffering, they are brought to naught continuously 

wherever they are. However they never give up their hope 

in Le Papillon Des Étoiles  for the purpose of escaping the 

historical failure by suggesting the sublimation of life and 

knowledge. This kind of tale structure would be discovered 

in and compared with Hindu metaphysics and practical 

method. 

 Le Papillon Des Étoiles  has the linear view of tim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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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ackground, while Hindu philosophy generally depends 

on the cyclic view of time. In this way the philosophy of 

time related to the linear view of time in Le Papillon Des 

Étoiles  has an effect on a completion of world’s architecture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totality (of life and 

knowledge) to escape the historical repetition of failure. On 

the other hand, the philosophy of eternity related to the 

cyclic view of time in Hindu philosophy gives necessarily 

birth to an awareness of universality through the 

deconstruction of an individuality to escape the ontological 

repetition of failure. Accordingly it is a definite fact that the 

difference of metaphysical presupposition determines that of 

practical method.

Key words : Le Papillon Des Étoiles, Hindu Philosophy, 

Suffering, Repetition, E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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