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앙브루아즈 파레(Ambroise Paré)의 

완전성과 불완전성에 대한 사유

-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Des monstres et prodiges) (1573)의 

번역과 해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

의학사 및 의철학 전공

설  영  형



앙브루아즈 파레(Ambroise Paré)의 

완전성과 불완전성에 대한 사유

-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Des monstres et prodiges) (1573)의 

번역과 해제 -

지도교수  여  인  석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

설    영    형



설영형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여  인  석     인

심사위원      강  신  익     인

심사위원      김  세  훈     인

심사위원      이  일  학     인

심사위원      임  영  채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1년  12월    일



감사의 글

  “다이앤”이 아니라 “디앤”!!이라고 남들이 잘못 부르면 자기 이름을 꼭 교정해 주던 

디앤 아버스(Diane Arbus, 1923~1971)의 자전적 영화 <퍼: 디앤 아버스의 기묘한 

초상, Fur: An Imaginary Portrait Of Diane Arbus, 2006> 영화를 2006년 학부 4

학년 때 혜화동 대학로 길가에서 구한 짝퉁 DVD를 보다가 나처럼 기묘한 사람과 사

물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이가 세상에는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사 

남편을 보조하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다가 30대 후반에 자기만의 사진을 찍어야겠

다고 결심하고 당시 소외된 기형의 인간들과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찍어가던 디앤의 

모습을 16세기 프랑스 의사 파레에서 다시 발견했습니다. 

  본 논문은 먼저 지도교수님 여인석 교수님의 도움과 이끌어주심이 없었다면 애당초 

나오지 못했을 논문입니다. 게으른 제자를 오랫동안 인내하며, 또 다시 인내하며 지켜

주신 그 오래된 기다림과 인내심에 부끄럽게도 활자화 될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분

들이었던 강신익, 임영채, 김세훈, 이일학 교수님들의 너그러움에 부끄러울 따름입니

다.   

  연세대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 교수님들과 학우 여러분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들이 

가장 소중합니다.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신 소중한 부모님이신 아버지 설병호, 어머니 오일자 님에게  

이 논문을 헌정합니다.



- i -

차 례

국문요약 ···························································································································v

제1장. 서론·····················································································································1

1. 문제 제기: 의학 저술의 시선[epistēmē] ·························································1

2. 파레의 생애와 저작·································································································6

    (1) 전장(戰場)에서 다져진 그의 실전 이발사-외과의사 경력···················6

    (2) 중세 후기의 외과수술과 총과 포, 화약의 전쟁 양상의 변화 ·············9

    (3) 파레가 최초로 개발한 의수(義手)·의족(義足)류의

           보철의학(補綴醫學, Prosthetics) ·····················································15

    (4) 그의 저서들···································································································17

제2장. 본론···················································································································21

 1. 괴물과 기형 연구사에서의 파레의 위치에 관하여 ·······································21

 2.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29

    (1)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Des monstres et prodiges) (1573)’

           저술의 의미·····························································································29

제3장.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Des monstres et prodiges) (1573)’ 번역 41

 머리말 ···························································································································44

 1. 괴물의 원인···········································································································45

 2. 하나님 영광으로 생기는 일···············································································45

 3. 하나님 분노로 생기는 일···················································································46

 4. 종자의 양이 많아 생기는 일·············································································48

 5. 임신 중에 여러 명의 자녀를 낳은 여성의 경우 ···········································61

 6.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웅동체와 



- ii -

      안드로지니에 대하여 ·······················································································64

 7. 남성으로 변질된 여성의 잊을 수 없는 이야기·············································67

 8. 종자의 양이 부족해 생기는 예·········································································69

 9. 상상력으로 괴물이 만들어지는 경우·······························································73

10. 자궁이 좁거나 작아서 생기는 일·····································································76

11. 어머니가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임신 중 배를 너무 꽉 묶어서 괴물로 형성된 경우·····································77

12.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부딪히고 넘어져서 아이에게

    충격이 전해진 경우·····························································································79

13. 유전병으로 괴물이 생겨난 경우·······································································80

14.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생긴 기이한 일들 ·························································81

15. 사람의 몸에서 생겨난 돌···················································································82

16. 남성, 여성, 작은 아이의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특정한 기이한 동물에 대하여·········································································86

17. 무한한 섭리를 통해 자연이 반박하는 이상한 것들 ·····································93

18. 몇 가지 이상한 것들 ···························································································97

19. 변질과 부패로 인해 생겨난 괴물의 예···························································98

20. 종자가 혼합하여 섞이는 경우···········································································99

21. 사악하고 음탕한 거지의 계략·········································································105

22. 가슴에 궤양이 있는 듯 행동하는 여자 거지의 속임수·····························106

23. 나병 환자 행세를 하던 거지가 벌인 사기···················································107

24. 성 피라르크 병에 걸린 척하는 울타리 매춘부이자 거지 그리고

     엉덩이에서 나온 길고 두꺼운 가짜 내장···················································112

25. 뱃속에 뱀이 있는 척한 노르망디에서 온 뚱뚱한 여자·····························113

26. 악마와 마법사의 기이한 것에 대한 예·························································115



- iii -

27. 악마에게 씌어서 몸의 다양한 부위로 말을 하는 사람들 ·························118

28. 악마는 어떻게 채석장과 광산에 거주하는가···············································119

29. 어떻게 악마는 우리를 속이는가·····································································121

30. 몇 가지 악마적인 환상의 예···········································································124

31. 마법의 기술·········································································································125

32. 어떤 이상한 병에 대해서·················································································127

33. 의사들의 남성 몽마(夢魔, Incubi)와 여성 몽마(夢魔, Scuccubi)에

     대해서·················································································································134

34. 매듭짓는 것 관하여···························································································135

35. 해양 괴물에 대하여···························································································137

36. 날아다니는 괴물에 대하여···············································································162

37. 지상에 있는 괴물에 대하여 ·············································································167

38. 천상의 괴물에 대하여 ·······················································································175

39. 자연재해에 대하여 ·····························································································183

부록 1. 유니콘에 대한 담론···················································································187

부록 2. 종양에 관한 책에서···················································································193

제4장. 결론·················································································································197

참고문헌 ·······················································································································199

ABSTRACT ·······················································································································204



- iv -

그 림 차 례

<그림 1> 천두술穿頭術, trepanation을 위한 삼각대 ·········································10

<그림 2> 부러진 화살과 볼트 촉 추출 도구 

           / 전쟁 상처 치료 기술에 관한 앙브루아즈 파레의 교과서·········11

<그림 3> 상처에서 총알을 추출하는 다양한 도구 ···············································13

<그림 4 > 베크 드 코르뱅 Bec de Corbin ·····························································14

<그림 5> 파레가 개발한 ‘작은 로레인’이라 불리는 의수

          / 파레에 의해 개발된 무릎 위 의족···················································16

<그림 6> 인공 의수 ·····································································································17

<그림 7> 인공 코·········································································································18

<그림 8> 불어판 파레 전집표지 ···············································································19



- v -

국문요약

앙브루아즈 파레(Ambroise Paré)의 

완전성과 불완전성에 대한 사유

: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Des monstres et prodiges) (1573)의 

번역과 해제 

  본 연구논문은 앙브루아즈 파레의 말년 저작인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Des 

monstres et prodiges)’ 번역을 통해 파레가 형성한 당대의 자연에서 산출되

는 ‘괴물성’과 ‘기형’의 존재들에 대한 당대 사유의 배경과 파레라는 

‘기계 공학자-의사’의 사유의 핵심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에는 자연은 충

만한 것,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르네상스 시기에는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이 가능한 시점으로 바뀌게 된다.

  변이와 기형에 있어서는 예전에 변이는 어떠한 외부적인 것, 자내적이지 않

고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르네상스 시기가 오면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기계론적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난다. 파레의 

시대는 그 자연관 변화를 압축적으로 관통하는 전관(展觀)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칼과 창의 전쟁이 총과 폭탄으로 보다 살상적이며 파괴적으로 대체

되며, 대량 표준화 생산된 총포에 의해 전쟁의 양상이 보다 기계적이고 공학

적으로 변하면서 파레가 개발한 수술 도구들조차 총탄에 피탄된 신체 내의 총

탄을 미세하게 집어내게 개량되고, 동맥을 결찰하는 수술 도구들도 정교하게 

설계되어 개발된다. 고대와는 완전히 양상이 바뀌어진 근대 기계론적 전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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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맞춰져 발명된 파레는 더 미세하게 진화한 수술 도구들 뿐만 아니라 최

초로 의수와 의족들도 발명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가 발명한 의수와 의족들도 

당시 시대에 맞게 매우 정교한 톱니바퀴와 기계 부속들로 짜여졌다.

  파레는 그러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기계 공학적 자연관을 대

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고, 자연에서 기계적 세계로 전환되며 그가 개발한 

각종 수술 도구, 의수·의족들이 그의 공학적 시대관을 암시해준다. 하지만 

파레는 말년 저작으로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Des monstres et prodiges)’

라는 다소 생뚱맞은 책을 저술한다. 

  도대체 왜 파레는 말년 죽기 전에 기존의 커리어[의학저서들]와 동떨어진 

책을 저술했을까? 그 의식 저변에 깔린 파레의 근원적 고민을 드러내는 게 본 

논문의 핵심이다.

  파레는 전쟁과 사고로 인해 ‘불완전’해진 인간의 신체를 ‘완전’하게 만

들 수 있다는 신념하에 평생을 거기 몰두해 살았는데 말년에 그 의지를 벗어

나는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그 세계는 결국 

모든 개체들의 ‘특이성’으로 꽉 찬 다양성의 세계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다. 파레의 시선은 흡사 현대 임상학적 증례집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파

레가 보고자 했던 세계의 모습이 보다 현현(顯顯)히 드러날 수 있다는게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이다.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Des monstres et prodiges)’라는 책에서 자연이 

산출하는 괴물과 경이에 대한 합리적 추측과 원인 탐구가 드러나는 지점만을 

주목해 긍정적인 면을 뽑아놓고 보자면 일종의 ‘근대성’의 발견일 수 있지

만, 파레라는 한 인간의 전 생애를 통관해 보자면 자연이 산출한 ‘기형’과 

자연에 대한 다양한‘증례’들의‘인정’(recognition)이자 받아들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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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파레의 교과서적 수술 도구 저서들 이외의 다소 엉뚱한 저작물 

번역을 통해 드러난 젊은(young) 파레에서 만년(old)의 파레의 자연관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의 과정을 드러내며, 그 저작물의 성격 변화를 통해 그이의 인

식변화를 추론하며, 기존의 의학저서 류(類, category)에 전혀 포섭되지 않는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라는 파레 말년의 저서를 통해 증례 수집가로서의 

파레에게는 과학이냐 아니냐 증명보다는 여러 증례를 모으고 그 정보들을 공

유하는 것이 더 의미있는 의학적 행위로 그는 판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

문에 파레의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Des monstres et prodiges)’ 책은 일종

의 의학 증례집의 원류로서 파레를 그 선두 주자에 자리매김 시킨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앙브루아즈 파레, 이발사-외과의사, 괴물, 경이로운 것, 결찰술, 의

수, 의족, 보철, 임상의학서, 의학증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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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의학 저술의 시선[epistēmē]

  본 논문은 앙브루아즈 파레(Ambroise Paré, 1510-1590)의 “기형과 괴물, 

그리고 경이로운 것”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파레를 16세기 프랑스

를 대표하는 외과 의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그의 저서에 드러난 인식론적 

구조의 이질적(異質的) 접합(接合)지점의 특징을 드러내는 콜라주(collage) 

형태의 책을 통해 그가 보았던 세계의 의학적 인식관을 드러내고자 함이 본 

논문의 주 목적이다. 파레는 지금 시대 우리에게는 단순히 결찰술(結紮術)을 

개발한 이발사-외과의사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의 시선을 유심히 따라가보면 

당대 시대의 의학적 에피스테메(epistēmē)가 목격된다.1)

  푸코의 ‘임상의학의 탄생’2)이란 책은 18세기 후반기 의학적 담론들의 변

화를 따라가는 시선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상황을 인식할 때 한쪽은 지나치게 

상징적이고 주관적인 반면, 다른 쪽은 보다 객관적인 서술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푸코의 문제 인식에 대한 장면들이 목격된

다. 푸코의 유사한 질문들은 의학과 당시의 과학적 담론 전체에도 해당되며 

또한 질병에도 해당된다. ‘질병의 정의하고 치료하며 설명하는 어떠한 방식

들에 있어서 커다란 단절이 19세기에 이르러 나타났다고 보며 그것을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이라고 불렀다. 예전에는 질병이 아니었던 것들이 질병으로 간

주되고 또한 반대도 가능하고, 이러한 지평위에서 ‘질병’이란 어떤 중립적

1) 푸코(Michel Foucault)는 특정 시대를 지배하고 공유되는 인식의 무의식적 체계, 또는 특정한 습관이

나 방식대로 사물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무의식적인 기초를 ‘에피스테메(epistēmē)’라 칭했다. 이상

섭, 2009,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2) 미셸푸코 지음, 홍성민 옮김, 2006, 『임상의학의 탄생』, 이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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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언어 아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말해지는 대상 사이에 

맺고 있던 지식의 태도와 그곳에서 작용하는 언어의 다양한 모습들이 새롭게 

드러나는 것으로 푸코는 이는 "의학상에 나타난 갑작스러운 태도의 변화[동성

애를 질병으로 규정했다가 시대가 바뀌면 아닌것처럼 어떤 시대에는 질병이었

던 것이 다른 시대에는 질병이 아니게 된 것]는 코드를 나누던 지식의 경계가 

변화했다는데 기인하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의학적 지식의 영역으로 포섭되지 

못했던 대상과 영역들이 의사들의 시선과 언어에 포착되기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포착 영역 밖으로 밀려나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쪽이 옳다는게 푸코

의 문제의식이다.3)

  파레의 ‘기형과 괴물, 그리고 경이로운 것들’이라는 개념 의식은 당대의 

의학시선에 대한 에피스테메를 담고 있다. ‘기형과 경이’의 탄생에 담긴 처

음 13가지 이유에는 16세기 의사 시선의 나름의 합리성의 사유를 대변해준다. 

그 후 진행되는 얘기들에는 당시의 민중과 풍토적 시선이 담겨져 있다. 파레

의 ‘괴물과 경이’ 저서는 의사의 시선과 언어 그리고 당시 문화적 시선의 

콜라주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 프랑스 의사-철학자 깡귀엠은 ‘기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형체(괴물)라는 형용은 오직 유기적 존재자들에게 국한 되어야 한다. 광

물의 기형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계의 기형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적 일

관성의 규칙이 없는 것, 형태나 그 크기가 규준이나 주형, 모델에 의해 제시

될 수 있는 표준규격의 양측으로 진동하는 편차를 나타내지 않는 것, 이런 것

들은 기형적이라고 할 수 없다.”4)

3) 상동.

4) 조르주 캉길렘 지음, 여인석, 박찬웅 옮김, 2020, 「5. 기형과 괴물적인 것」, 『생명에 대한 인식』

그린비, 26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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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20세기 의사-철학자로서 프랑스에 살던 깡귀엠의 인식론적 저변에 깔

린 기형에 대한 에피스테메이다. 16세기 이발사-의사 파레가 깡귀엠과의 에피

스테메적 공통관이 있다면 그것은 기형에 대한 ‘유기적’ 존재들에 대한 공

통지반이다. 최소한 ‘유기체’에 대해서만 기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이다. 이는 파레와 완벽하게 동시대에 살았던 먼 중국 땅 명(明)나라 이시진

(李時珍, 1518~1593)의 의사적 인식론적 지반과는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시진의 본초강목(本草綱目)은 명나라 1578년(만력 6년)에 완성하여, 1596

년(만력 23년) 남경에서 출판되었다. 흙, 돌, 옥, 초목, 금수, 충어(蟲魚) 등 

약 1892종을 7항목에 나누어 걸쳐 해설한 책이다. 본초강목을 편찬하기 위하

여 이시진은 약 27년의 시간동안 중국 전역에서 구한 800여종의 문헌자료를 

참고하였고, 풍문들, 민간 전승 등을 수집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현지 조사와 

표본 채집 등의 필드활동도 병행하는 등 자신의 심혈을 기울인 역작이다. 총 

52권, 약의 종류는 약 1892종[374종은 새로 받아들인 것], 1109장의 도해와 

11,096종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8,000여개는 이시진 자신이 직접 

수집하고 분류해 확정하였다. 이시진은 각종 약마다 이름을 주해하였으며, 명

칭을 정밀하게 고증하고, 약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의 산지(産地)를 수록하고, 

그때까지 거듭되어온 문헌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또한 약의 제조법과 민간에 

떠도는 처방도 수집하여 책에 실었다.5) 이시진은 중국 전통 본초학의 삼품분

류법(三品分類法)을 폐지하고 16부(部)-60류(類)로 분류하여 중국 본초학의 

구조를 일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파레와 완벽한 동시대의 약물학자-의사 

이시진의 에피스테메를 대표하는 서적인 ‘본초강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

격할 수 있는가? ‘본초강목’은 파레의 ‘괴물과 경이’라는 책과 같은 박물

5) 동양고전해제집(東洋古典解題集),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 인용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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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성격의 저서이지만 그의 서적에는 ‘유기체’ 뿐만이 아니라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간의 의류 등 온갖 무기물들이 산재한다. 그리고 이시진은 

오로지 치료적 목적만 가진 유기물과 무기물 수 천가지의 사례들을 ‘실용

성’이라는 철저한 목적 아래 분류하고 기록하였다. 특히 이시진의 ‘본초강

목’에 넘쳐나는 온갖‘기형’과 ‘괴물’의 존재들은 그 기이성이 특출날수

록, 그 변이가 희귀할수록 높은 약재의 등급과 높은 치료 효과를 지닌 것을 

평가된다. 이시진에게 괴물과 경이의 등급이 높을수록, 희귀할수록 치료적으

로는 최상의 것들로 평가된다. 

  파레에게 ‘괴물’과 ‘경이’는 의학적 시선의 대상이 되지만 ‘치료’라

는 목적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담담히 수집하고 기록할 뿐이다. 그에

게‘치료’라는 의식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 오히려 그가 기록한 

‘괴물과 경이’라는 책은 당대 치료의 범위를 벗어난 것들에 대한 임상적 시

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환자라는 진단의 대상 범위를 확장해서 기형까

지도 의학적 시선 안에 포괄하려는 시도가 파레의 시도이자 시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 약물로 쓸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확장해서 의학의 범주를 넓히려

는 시도가 ‘본초강목’이자 이시진의 시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진단 대상의 

범주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파레 당시 프랑스의 에피스테메였다면, 치료 재료 

범주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중국 명대 이시진이었으며 우리는 같은 시기, 동서

양을 아울러 동시대적으로 확인되는 의학 대상의 폭을 확장하고 포괄하려는 

다양한 시선의 일련의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다. 

  깡귀엠은 “정상과 병리라는 개념 없이는 의사의 사유와 활동을 이해할 수 

없다”.6)고 사유한다.‘정상과 병리’라는 개념이 의학적 판단에 필수 불가

결한 요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파레에게 ‘괴물과 경이’라는 개념은 치료 

6) 조르주 캉길렘 지음, 여인석, 박찬웅 옮김, 2020, 「4.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생명에 대한 

인식』, 그린비, 23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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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넘어선 존재들에 대한 끝없는 사례 모음집이다. 이시진에게 ‘괴물과 

경이’는 치료 대상들을 위한 실용적 도구들일 뿐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의학

적 시선이 단순히 대상 자체를 목적으로 보느냐 수단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아

니다. 주관-대상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대상의 폭과 시선의 문제로 음

미할 수 있다. 

  린네의 생물분류법은 기본적으로 동식물의 공통점을 가진 것을 모아 무리로 

나누고 몇 가지 단계로 편성하는 것이다. 푸코는 ‘말과 사물’의 서문7)에서 

보르헤스(J.L.Borges)의 단편소설에 나왔던 ‘어떤 중국 백과사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의 동물들의 분류법은 다음과 같다. “①황제에 속하는 

동물, ②향료로 처리하여 썩지 않게 보존된 동물, ③사육동물, ④젖을 빠는 

돼지, ⑤물고기(漁), ⑥전설상의 동물, ⑦주인 없는 개, ⑧현재의 분류에 포

함되는 동물, ⑨광포한 동물, ⑩셀 수 없는 동물, ⑪낙타털과 같이 미세한 모

필로 그려질 수 있는 동물, ⑫기타, ⑬물주전자를 깨뜨리는 동물, ⑭멀리서 

볼 때 파리같이 보이는 동물” 등이다8). 린네의 분류법과 보르헤스가 언급한 

중국 백과사전의 분류법의 차이는 시선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푸코는 이러

한 분류법의 차이를 통해 “우리의 사유체계의 한계, 즉 그것에 대한 사유의 

절대 불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즉 위의 분류는 사물들에 질서를 부여함에 

있어서 같은 표준으로 재고 규정할 수 없는 상이한 다른 체계들을 지적해 주

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파레가 본 시선의 특징을 얼개 짓고자 한다. 16세

기 파레의 사유 방식의 경계는 무엇인가? 

  파레의 저작은 ‘괴물과 경이’에 대해서 다룬다. 괴물은 문학 작품 뿐 아

니라 문화사에서 주요한 주제이다. 본 논고에서는 문학 분야와 문화사에서 찾

아볼 수 있는 괴물에 대한 계보학적 접근은 배제하고, 의학 또는 기형학 내부

7) 미셀푸코 지음, 이규현 역, 2012, 『말과 사물』, 민음사

8)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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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논의 범주를 한정시키고자 한다. 

  고대에서 르네상스에 이르는 기간 동안 괴물은 신의 현전 혹은 분노의 찬 

신의 복수를 인간에게 드러내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

러 괴물은 조화로운 자연 속에서 함께 다뤄진다. 그 사이‘괴물’은 많은 호

사가들의 문학적 주제의 영역에서 19세기 메리 셸리9)가 과학 실험에 의해 만

들어진 한 괴물에 대해 쓴 소설인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에 이르기까지 

괴물과 경이로운 일들에 대해서는 주로 문학작품 속에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중국 서진(西晉)의 학자 장화(張華, 232-300)의 박물지博物志10)가 단순히 픽

션 위주의 소설적 창작 모음에만 그치지 않듯, 파레의 저작물도 기존의 문학

적 시선에서만 해석되고, 그 시선으로만 문학적 영역으로만 분류해서는 안된

다. 파레의 저작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위해 먼저 파레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하며, 이후 본 논문의 중심인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Des monstres et 

prodiges) (1573)’ 저술의 의미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2. 파레의 생애와 저작

(1) 전장(戰場)에서 다져진 그의 실전 이발사-외과의사 경력

  우리는 통상적으로 앙브루아즈 파레Ambroise Paré(1510~1590)를 어떻게 이

9) Mary Wollstonecraft Shelley(1791~1851): 영국의 소설가, 극작가, 수필가, 전기작가, 여행작가이다. 

프랑켄슈타인 첫 판은 1818년에 런던에 익명으로 출판되었다가 1823년에 프랑스에 그녀의 이름으로 

두 번째 판이 출판되었다.

10) 신선(神仙)과 이상한 인간, 동식물에 관한 기록을 주로 하고 거기에 민간전설 등이 곁들여 있다. 당

초에는 400권으로 만들어졌으나 문장이 길고 기괴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당시의 황제 의견에 따라 10

권으로 줄였다고 한다. 민간전설을 기록한 부분은 많지 않지만 술에 취해서 1,000일을 계속 잤다는 

이야기, 당대(唐代)의 전기(傳奇) 소설의 바탕을 이루는 원숭이와 인간의 교합(交合) 등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index.d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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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있는가?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과의사이며 전상자(戰傷者) 치료시 종전

에 사용하던 잘못된 열유소작법(熱油燒灼法)을 사용하지 않고 달걀의 노른자

위와 테레빈유11)·장미유를 혼합한 것을 상처에 바르기 시작한 인물? 아니면 

총상처치를 개혁하여 혈관 결찰법(結紮法)을 발명한 인물? 모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생애는 전장(戰場)을 통해 신체의 분리(分離)를 목격하였고 

분리된 신체의 접착(接着)을 위한 노력의 부수적 효과로 결찰법을 위시한 수

술을 위한 정교한 수술도구들을 개발하게 된다. 게다가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미 탈착(脫着)된 신체를 보완하기 위해 이합(離合)을 시도하게 되는

데, 그 시도의 결과로 세계 최초의 의수, 의족 등의 기계공학적 보철(補綴)을 

발명하게 된다.

  앙브루아즈 파레(Amboroise Paré, 1510~1590)12)는 프랑스 마옌느(Mayenne)

주, 라발(Laval)에서 장인(匠人)의 아들로 태어났다. 앙제(Angers)주 또는 비

트레(Vitré)주에서 이발사-의사직을 수련했고 파리로 가서 오텔-디외

(Hôtel-Dieu)13)에서 외과의사 수련을 받는 학생의 자리를 얻게 되었다. 이는 

향후 그에게 해부학 공부에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된다. 1536년 파레는 이발사-

의사 전문가가 되어 토리노(Turin) 원정의 프랑스 보병 사령관인 마레스찰 드 

몬테얀과 함께 전장에 참가하게 된다. 그는 이탈리아 원정 전쟁터에서 2년을 

보낸다. 1539년 다시 파리로 돌아왔지만 그후 30년간 도중 수없이 전장을 왔

11) 테레빈유(turpentine oil): 여러 가지 소나무과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정유(精油)

12) 파레의 생몰년대 중 태어난 해는 1510년으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본 논문에서는 찰스 콜스톤 길

리스피(Charles Coulston Gillispie)가 편집한 ‘Dictionary of Scientific Biography’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81) 기록에 따라 1510년으로 기록한다.

13) 오텔-디외는 1443년 부르고뉴 공작의 강력한 비서관이었던 니콜라 롤랭과 그의 아내 기곤 드 살랭에 

의해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도록 설립되었다. 이 의료 시설은 1452년 새해 첫날 첫 번째 환자를 받았

으며, 1971년에 마지막 환자를 퇴원시켰다. 현재 이 건물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행해 온 진료

에 경의를 표하는 박물관이 되었다. 리처드 카벤디쉬, 김희진 옮김, 2009,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역사 유적 1001』, 마로니에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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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갔다 한다. 1552년 앙리 2세가 파레를 자신의 외과 전담의 중 한명으로 지

정하였고 1562년 찰스 4세 때에는 외과 최고의가 되었으며 앙리 3세에도 같은 

직을 맡게 하였다. 파레는 파리와 궁정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종교 전쟁

기간 동안 다친 아군과 적군 양 측의 모든 병사들을 군의관으로서 치료하였

다. 파레는 위그노(Huguenot)14) 교도로 알려져 있으나, 생을 마칠때까지 로

마 카톨릭 신자로 남았다.

  파레는 1536년 토리노 전투에서 총상 등의 상처에 소작용(燒灼用)으로 사용

하는 뜨거운 기름이 고갈되자 달걀 노란자위인 에그요크(egg yolk), 장미수, 

소나무 생송진을 수증기로 증류하거나 소나무 가지를 직접 수증기로 증류해 

얻은 무색의 정유(精油)인 테레빈유(Turpentine)를 혼합해 만든 연고를 대신 

사용하였다. 이 연고를 적용한 병사들이 다음날 상처 부위가 곪거나 부어오르

지도 않고 통증도 가신 것을 발견하였다.15) 파레는 포도주를 다시 증류시켜 

만든 아쿠아 비타이(Aqua Vitae)와 테레빈유 등등을 섞어 만든 여러 소독 연

고를 상처 치유 물질로 사용해보고나서 총상은 그것 자체로 해롭지 않기에 굳

이 소작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런 발견을 1545년 펴낸 그의 

첫 번째 저작인 ‘La Méthode de traicter les playes faictes par les  

arquebuses et aultres bastons à feu’에 기록하였다.16)

  파레의 명성의 대부분은 군사적 맥락에서 그의 초기 작업을 기반으로 한다. 

그의 전집(Works) 작품 전반에 걸쳐 그는 분쟁 중에 부상 당한 군인을 치료하

는 사례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예를 든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앞서 언

14) 종교개혁기부터 프랑스 혁명에 이르는 시기의 프랑스의 칼뱅파 신도를 말한다. 편집부, 1998, 『종

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5) Ambroise Paré, 1573, Les Oeuvres de m. Paris, Gabriel Buon, pp.357-359.
16) Charles Coulston Gillispie 편, 1981, Dictionary of Scientific Biograph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p.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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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1536년 첫 원정에서 파레가 총상을 소작하는 데 사용할 끓는 기름이 충

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신 달걀 노른자, 장미 기름 및 테레빈유로 만

든 도포제를 사용한 방법이다. 젊은 파레의 전장에서의 경험은 당대 광범위하

게 사용 되어지기 시작한 총과 화약과 대포라는 물질성의 변화와 함께 신체 

조직의 다른 파괴적 형상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외과술의 발명과 발견에 일

조했으며, 파레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수술 도구를 발명하기 시

작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2) 중세 후기의 외과수술과 총과 포, 화약의 전쟁 양상의 변화

  가장 초기의 외과적 수술은 아마도 포경수술(음경 포피 제거)과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압력 또는 영혼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원시 수술 도구는 부싯돌

이나 흑요석 칼과 톱으로 구성되었다. 전 세계의 석기 시대 두개골에서 구멍

이 뚫린 구멍이 발견되었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는 어느 정도 수술을 시행

하였다고 보여진다. 기원전 3000년경의 작은 구리로 된 수메르 칼은 수술 도

구로 여겨진다. 기원전 1700년경의 함무라비 바빌로니아 법전에는 작은 절개

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뾰족한 양날 도구인 청동 란셋(lancet)이 언급되어 있

다. 고대 중국과 일본 문화는 인체를 절개하는 것을 반대하여 수술 도구를 거

의 사용하지 않았다.

  중세 후기의 외과 의사들은 당시, 시대의 끊임없는 전쟁은 군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남성을 필요로 했으며 14세기와 15세기의 거의 모든 

외과의사는 군사 충돌과 전쟁을 통해 전쟁 의료행위를 경험하였다. 이 경험들

에서 외과의사는 모든 형태의 상처와 부상을 치료하는 데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된다. 그들은 외과의사일 뿐만 아니라 의사와 약사로도 일했다. 그들은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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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봉합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분말, 고약 및 찜질을 실험했다. 또한 화살

과 볼트를 추출하기 위한 도구를 발명했다.

  그들은 골절된 팔다리를 치료하고 병든 팔다리를 절단하는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이 외과 의사들은 몇 가지 성공을 거두었으며 종종 매우 독창적인 방

법으로 수술이 이루어졌다. 전장에서 어려운 외과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새

로운 도구가 만들어졌다. 실제로 1403년에 벌어진 슈루즈버리 전투에서 영국

의 군의관 존 브래드모어(John Bradmore)는 앙리 왕자의 뺨에서 화살을 뽑아

내기 위해 새로운 수술 기구를 만들었고 성공적 수술 후에 앙리 5세(Henry V)

로 즉위하게 된다.

그림 1 (천두술穿頭術, trepanation을 

위한 삼각대; Pare’s tripod frame 

for trepanation. From Paré A. Les 

oeuvres d’Ambroise Paré. Paris: 

Ches Barthelémy Macé,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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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당시 전장터의 새로운 화약 무기는 중세 후기에 새로운 파괴적 차원

의 부상을 추가하게 된다. 14세기 초 유럽 전역에서 이미 제한된 수량으로 사

용 가능했던 총은 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전쟁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시작했

다. 그것들은 1346년에 에드워드 3세가 표면상 소음과 공황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크레시(Crecy)의 전장에 나타난다. 그해 말에 잉글랜드의 칼레 공성전

에도 나타났다. 1377년에는 부르고뉴 공작 필립 볼드(Philip Bold)가 오드루

익(Odruik) 요새를 정복했을 때 요새의 벽을 무너뜨리는 데 대포가 성공적으

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1382년에 그들은 겐테나르 군대가 브뤼헤 마을 밖에서 

벌인 베르슈우츠벨트 전투에서 브뤼주아 군대를 물리쳤을 때 전장에서도 중요

한 역할을 했다. 1400년경에는 거의 모든 전쟁에서 화약 무기가 등장했다. 큰 

포는 포위 공격에 사용되었고 작은 무기는 전투와 배에서 사용되었다. 결국 

휴대용 화약 무기가 만들어졌고, 보병은 이 무기를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궁술

그림 2 (부러진 화살과 볼트 촉 추출 도구 / 전쟁 상처 치료 기술에 관한 앙브루아

즈 파레의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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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체하기 위해 더 강력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1470년대까지 휴대용 총을 

장착한 보병들은 종종 비슷한 휴대용 총을 장착한 적의 보병 단체와 마주하는 

일이 잦아졌다.

  화약 무기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했다. 총이 더 

많아지고 정확하고 강력해짐에 따라 더 많은 군인이 죽고 부상당하게 된다. 

작은 총은 일반적으로 납이나 철로 만들어진 금속 공을 발사하고, 큰 총은 특

히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돌 공을 발사했다. 이 두 무기의 총상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금속 공은 피부를 꿰뚫을 수 있는 반면, 더 큰 돌 공은 신체에 충

격을 가하거나 파편으로 쪼개져 몸통이나 팔다리에 들어갈 수 있어 사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7)

  화약, 총기에서 다시 대포, 총에 의한 상처 양상의 변화 등은 유럽의 전장

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화약의 사용은 전쟁의 관행을 극적으로 변화시키

게 된다. 점점 더 많고 타점이 정확한 총기에 증가는 죽거나 부상당한 군인의 

수의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무기들은 신체에 침투한 새로운 유형의 

상처를 생성하여 이물질을 운반하고 괴저를 유발하는 동시에 폭발 근처에 있

는 사람들의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했다. 

  파레는 이러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며 전쟁의 양상이 변하는 전장에서 

평생 군의관으로 복무했으며 “나는 그를 치료하였고, 하느님은 그를 치유하

셨다[Je le pansay, Dieu le gurist(Je le pansai, Dieu le guérit)]”는 발

언은 단순히 소작술에서 연고의 발명이 우연처럼 일어난게 아니라, 당시 과거

와는 달리 창과 칼의 상처에서 화약의 상처로 변화하며 신체를 파괴시키는 물

17) John Pearn, 2012, “Gunpowder, the Prince of Wales’s Feathers and the Origins of Modern 

Military Surgery,” ANZ Journal of Surgery no. 82 : pp.240–244, 241; Kelly R DeVries, 1990, 
“Military Surgical Practice and the Advent of Gunpowder Weaponry,” The Canadian Bulletin of 
Medical History / Bulletin canadien d’histoire de la médecine 7(2) : p.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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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의 양상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와는 다른 물질적 치료법의 변화를 

암시해주는 상황의 결합이 담긴 코멘트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 발언과 더불

어 그는 전장노트를 열심히 기록한 것이었다. 파레는 1537-1538년 피에몬테 

전역에서 르 라트 대위를 돌본 내용 등등을 공책에 기록하며,18)19) 동시에 파

괴된 신체를 수십년 간 목격하며 외과의 실전성을 다지게 된다.

  파레가 수술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혁신 중 하나는 사지 절단 절차에서 합

18) Jean-Pierre Poirier, 2005, Ambroise Paré : un urgentiste au XVIe siècle, Paris, Pygmalion, 
p.346. 

19) Andrew Wear, 2000, Knowledge and Practice in English Medicine, 1550-1680, Cambridge 

University, p.215.

그림 3 (상처에서 총알을 추출하는 다양한 도구. 오른쪽 그림 왼쪽 상단에는 

파편화된 총알을 위한 ‘크레인 빌’ 집게, 오른쪽은 전체 총알을 추출하기 

위해 설계된 보다 폭이 넓은 기구이다. 하단에는 납작한 총알을 뽑기 위한 도

마뱀 코처럼 생긴 기구이다. Paré’s bec de Gruë (crane’sbeak) 

clamp. From Johnson T. The Works of that Famous Chirurgion 

Ambrose Parey, translated out of the Latin and Compared with the 

French by Tho. Johnson. London: R. Cotes and Willi Dugard,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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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사용한 것이다. 이 기술은 그의 ‘수술을 위한 열가지 책들 Ten Books 

of Surgery with the Magazine of the Instruments Necessary for It’20)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파레는 합자의 사용을 재발견해야 했으며 바늘과 함께 

사용하는 실 모양 또는 철사 재료를 사용하여 환자의 혈관(동맥 및 정맥도 포

함)을 수축하고 절단 중 출혈을 멈추게 했다. 그 이전의 다른 작가들은 절단 

중 출혈 관리를 위한 결찰을 제안했지만 파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합

자 기술을 안전하고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립한 사람이었다.21) 

  당시 상처를 봉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뜨겁게 달궈진 쇠로 소작하는 것이

었는데, 이 방법은 종종 출혈을 멈추게 하지 못하고 쇼크로 환자를 사망에 이

르게 했다. 합자 기술을 위해 파레는 지혈기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끝이 

뾰족하게 굽은 금속제 가위인 “베크 드 코르뱅 Bec de Corbin”을 설계했다. 

  합자는 종종 감염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외과 수

20) Ambroise Pare 저, Robert White Linker, Nathan Womack역, 2010, Ten Books of Surgery with the 
Magazine of the Instruments Necessary for It,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1) April M. Tanner, Mark C. Weissler, 2017 Ambroise Paré: The gentle barber-surgeon, American 
College of Surgeon 

그림 4  (베크 드 코르뱅 Bec de Cor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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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서 중요한 혁신이었다. 파레는 1564년 그의 책 ‘Treatise on Surgery’ 

에서 절단 중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합자를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한다. 파레는 소작 대신 합자를 사용하기로 한 자신의 선택을 옹호하기 위

해 에틴(Etienne Gourmelen)에게 쓴 편지에서 히포크라테스와 나중에 갈렌

(Galen), 켈수스(Celsus) 및 아랍의사 아비첸나(Aviccena)의 지시를 언급하

며, 상처 부분 이외를 묶는 방법을 권장했다.

  또한 파레가 부상당한 병사들과 함께 일하는 동안 임상에서 관찰한 가장 주

목할만한 것 중 하나는 절단된 사람들이 경험한 고통이었다. 그들은 절단된 

‘팬텀(환상)’ 사지에서 감각으로 인식하며 절단 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파레는 환상 통증이 사지의 잔해가 아

니라 뇌(오늘날 의료계의 합의)에서 발생한다고 믿었으므로 이를 절단의 신경

학적 기반 부작용으로 설명했다.

(3) 파레가 최초로 개발한 의수(義手)·의족(義足)류의 

     보철의학(補綴醫學, Prosthetics)22)

  파레는 또한 “전투에서 프랑스 육군 대위가 착용하는 캐치와 스프링으로 

작동되는 기계식 손”인 ‘작은 로레인(Le Petit Lorrain)’을 포함한 의수, 

의족 장치를 발명했다. 그의 무릎 위 의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무릎 잠금 장치와 서스펜션 하니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23)

22) 보철의학(補綴, Prosthetics/Prosthetik)은 인공팔, 인공다리, 틀니 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이

러한 도구에 의존하여 원래 몸의 기능을 대체해 주거나 더 높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조해주는 의학

을 말한다.

23) Thurston AJ. 2007, Paré and prosthetics: the early history of artificial limbs. ANZ J Surg. 
77(12)Dec. :1114–9. doi:10.1111/j.1445-2197.2007.0433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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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레는 수술에서의 결찰법의 새로운 시도와 합자 등의 사용뿐만이 아니라, 

전쟁으로 파괴된 신체의 복원과 정상성을 위해 발명가적 시도도 하게된다. 세

계 최초로 의수와 의족 등을 발명하게 되어 환자의‘불완전’한 신체성을 

‘완전’하게 보완해주려 노력한다. 이는 향후 노년 파레가 ‘괴물과 경이’

라는 주제의 서적을 저술하는데 심층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저자는 

추정한다. 파레는 그 이유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파괴된 신체의 복원을 

위한 그의 노력은 자연의 궤도에서 벗어난 신체성을 인간의 인위(人爲)로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복원시키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5 파레가 개발한 ‘작은 로레인’이라 불리는 의수, Le Petit Lorrain. 1633 

edition of Les oeuvres d’Ambroise Paré. /  파레에 의해 개발된 무릎 위 의족  

Paré’s above-the-knee prosthetic. 1633 edition of Les oeuvres d’Ambroise 

Pa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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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의 저서들

  앙브루아즈 파레는 의학 및 수술을 다루는 수많은 책에서 자신의 지식을 전

수하려고 노력하였다. ‘전집Les Oeuvres[Works]’이 그 결실이다. 앙리 3세

(Henri III)에게 헌정한 ‘전집Les Oeuvres’은 그의 삶의 연구와 경험의 축

적의 결과물로 제시되었으며 그의 초기 출판물 중 많은 부분을 통합한다. 평

생 40개 이상의 전장(戰場)캠프에서 복무하면서 평생의 대부분을 전쟁에서 보

그림 6 

(인공 의수) 1633 edition 

of Les oeuvres d’Ambroise 

Pa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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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고, 그 중 다수의 저작은 그의 군사 수술 실습에 직접 기초한 것이었다. 당

대 많은 의사들과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파리 의학부는 의학 및 수술과 

관련된 모든 출판물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레의 ‘전집Les 

Oeuvres’의 출판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파레가 좀 더 학술적인 라틴어

보다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의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공공의 출판물

로 의서(醫書)가 프랑스어로 작성되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이 있었다. 

왜냐하면 대학 밖에서 외과의사와 일반인들에게 수술법이 누구나 쉽게 접근되

는 것에 대한 정보 차단에 보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지식독과주

의에 대한 파레의 도발 때문에 그는 당대 대학 구성원들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한다.24)

  독학으로 그리스어도 라틴어도 몰랐던 그는 궁정의 피에르 드 론사르를 비

롯한 저명한 동시대인들의 격려를 받아 의도적으로 프랑스어로 작품을 출판했

24) Wallace B Hamby, 1967, Ambroise Paré, Surgeon of the Renaissance St. Louis: W.H. Green, 
pp.153-156.

그림 7  (인공 코) 1633 edition of Les oeuvres 

d’Ambroise Pa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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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작품은 향후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었다. 1591년 런던의 외과의사-이

발사 사이에 영어로 된 원고 버전이 배포되었다. 첫 번째 인쇄판은 1634년에 

출판되었다.25)

1652년 출간된 프랑스 판의 파레의 ‘전집Les Oeuvres’은 총 924페이지로 구

성되었으며 당대 르네상스 시기의 가장 돋보이는 외과 관련 저서들 중 하나이

다. 파레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아랍고전 즉, 히포크라테스, 플라톤, 켈수스, 

갈렌, 라지즈, 아비첸나부터 파레 당시의 저명한 저자들인 베살리우스, 팔로

피우스(Gabriel Fallopius, 1523~1562)에 이르기까지 173명의 저자들을 인용

했고, 여러 다양한 저서들에서 모은 320종의 삽화가 사용되었다. 

25) Andrew Wear, 2000, Knowledge and Practice in English Medicine, 1550-1680, Cambridge 

University, p.215,

그림 8 불어판 파레 전집표지

(Title page from Paré A. Les 

oeuvres d’Ambroise Paré. 

Paris, Ches Barthelémy Macé,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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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레의 결찰법에서 시작해서 합자를 이용한 적극적인 수술, 그리고 각종 화

약 전쟁 무기로 인해 파손된 신체, 그리고 신체 내에 화약 무기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정교한 수술도구들의 개발에서 더 나아가 사지가 절단된 

병사들의 일상성 회복을 위한 각종 보철류의 개발까지 파레의 인생역정은 

‘완전성’에 대한 추구였고, 완전성 회복을 위한 끊임없는 고투로 보여진다. 

전쟁이라는 ‘인위’에 의해 불완전하게 되어버린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집착

을 향하던 파레는 결국 말년에는 완전한 수술과 보철의 완벽함을 기한 저술을 

탄생시키게 되는가? 우리의 예상을 깨고 파레는 말년에 ‘Des monstres et 

prodiges’라는 제목의 보다 독창적인 책을 내놓게 된다. 이 작품은 ‘환상적

인 동물들’과 때때로 저자가 마주치거나 그의 수많은 독서에서 가져온 인간

의 괴물을 다룬다.  

  이 책은 기존의 파레의 수술 관련 저작과는 달리 출생과 관련된 오류들과 

자연이 산출한 기형들을 기록하고 있다. 도대체 파레는 왜 말년의 저작에서 

기존의 의학 저서들과 성격과 범주에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박물학적 기이한 

책을 저술하게 되는가? 본 논문은 파레의 ‘괴물성과 경이’가 파레의 의학적 

시선의 특이성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고 보고 이의 번역을 통해 그의 임상학

적 시각을 추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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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본론

1. 괴물과 기형 연구사에서의 파레의 위치에 관하여

  파레의 저작은 ‘괴물’에 대해서 다룬다. 괴물은 문학작품 뿐 아니라 의학

사에서 주요한 주제이다. 본 논고에서는 문학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괴물

에 대한 계보학적 접근은 배제하고, 의학 또는 기형학 내부로 논의 범주를 한

정시키고자 한다. 

  고대에서 르네상스에 이르는 기간 동안 괴물은 신의 현전 혹은 분노의 찬 

신의 복수를 인간에게 드러내주는 것으로 간주 되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

러 괴물은 조화로운 자연 속에서 함께 다뤄진다. 자연의 원리 속에서 괴물은 

비록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약한 고리이긴 했지만, 충분하지는 않

더라고 해도 과학적인 시각 하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이충훈은 괴

물의 형태나 본질, 패턴에 대한 18세기의 논의를 소개한다. 가령 해부학적 지

식을 가지고 있던 뒤베르네와 윈슬로는 괴물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전

성설에 의지하며, 천지창조의 시점에 모든 종의 개체에 각자의 종자가 마련되

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은 기형의 존재든 정상의 존재든 모든 개체가 정

도의 차이에 따라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애초에 미리 정해져 있는 창조주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다양성이 강조되지만, 인간의 체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다양

성이다. 반면, 말브량슈와 레므리는 신의 창조의 단순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면

서 그에 맞섰다. 레므리는 데카르트와 말브랑슈의 기계론에 근거하고 있었는

데, 궁극적으로 그의 주장은 신의 손길을 벗어났을 때 타락과 변질을 겪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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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강조하는 쪽으로 귀결된다. 즉, 레므리의 세계는 긍

정적인 단순성에서 부정정인 다양성으로 쇠락해가는 세계이다. 정리하면, 윈

슬로와 레므리의 입장 차이는 결국 괴물의 종자를 인정하는가의 문제로 귀결

되며, 이는 다분히 신학적인 논쟁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다음과 같이 다양

하게 전개되어 나간다. 스위스의 생리학자 알브레히트 폰 할러는 레므리와 윈

슬로가 공통적으로 취했던 전성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후성설을 절충한다. 할

러는 영국의 해부학자 윌리엄 하비의 후성설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17세

기 후반 기계론은 생리학으로 대체되고, 발생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형

성된다.26) 

  이러한 풍성한 기형의 역사에서 파레를 위한 자리는 매우 협소한 듯 보인

다. 파레의 업적은 그 이후 장엄하게 펼쳐진 논의들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

한다. 파레의 작품은 괴물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의 시발점으로서만 언급된

다.27) 기형학teratology의 태동으로 이어지는 사상과 과학의 발전 선상에서 

파레는 기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지만 아직 고대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선

구적 연구자로서의 이미지를 갖는다. 박평종은 파레의 기여를 미신적이고 신

화적인 부분과 의학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28) 전자를 후자에 의

해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했다. 이충훈 역시 그렇다. 그는 괴물에 대한 

26) 이충훈, 2021, 『자연의 위반에서 자연의 유희로 :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시기 프랑스의 괴물논쟁』, 

도서출판b, 149-150쪽. 이후 모페르튀나 뷔퐁 등이 후성설을 중심으로 삼아 현대 발생학의 토대를 닦

는다. 뷔퐁의 내적 주형이론은 괴물이 출현하는 것이 극히 드물지만 또한 필연적이고 자연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한다. 이충훈은 그 이후에 디드로, 루소, 사드를 연이어 송출하여 분석을 진행한

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괴물은 자연의 다양성의 증거로 간주되기 시작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절대적이고 고정된 기준은 희미해진다. 조프루아 생틸레르 부자에게는 여러 개체들이 서로 단계적인 

차이를 보일 뿐이며, 스펙트럼 위에 자리하는 것이 된다. 이제 괴물성이란 자연 질서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단순히 더 혹은 덜 가지고 있는 차이들을 일컫는다. 괴물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해도 여

전히 자연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존재들인 것이다. 정상과 비정상, 그 둘의 차이는 내재화되고 주관

적인 것으로 바뀐다.

27) 박평종, 2015.11.15., 「앙브르와즈 파레의 ‘괴물학’과 기형이론」, 『프랑스학연구』74,  394쪽.

28) 박평종, 2015.11.15., 「앙브르와즈 파레의 ‘괴물학’과 기형이론」, 『프랑스학연구』74, 393-41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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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사상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는 파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파레는 불완전하지만 최초로 괴물과 기형에 대한 과학적 접근으로 

우리를 안내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파레는 기형의 원인을 파악

하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초자연적인 원인들을 자연적인 원인들과 뒤

섞어버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했다

는 점에서 그는 선구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29) 다시 말해서 그는 파레에

게 기형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 접근의 길을 열었다는 정도로 그 의미를 국한

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도기적인 인물이라는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의 저변에

는 과학이라는 기준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것으로 봐야 한다. 

가령 프란시스 예이츠는 근대과학이 르네상스 시기의 마술이나 신비주의를 그 

토대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30) 그녀에 따르면 결국 과학혁명을 이끌었던 

베이컨,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하비, 뉴튼 등은 마술적 신비주의의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파라켈수스 역시 마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마술적 측면을 단순하게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일면적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의학의 역사에서 우리가 고전으로 꼽는 저술들은 종합적 접근의 작품들이 

많고, 그 저술들은 포괄적인 시각을 전제로 한 체계적인 전망과 서술방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반면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

하는 임상 의사들은 주로 케이스 스터디, 임상증례를 소개하고 발표하는 방식

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한다. 여기에는 포괄적인 접근이나 근원에 대한 탐구보

29) 이충훈, 2021, 『자연의 위반에서 자연의 유희로 :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시기 프랑스의 괴물논쟁』, 

도서출판b, 42쪽.

30) Frances A. Yates, 1964, Giordano Bruno and the Hermetic Tra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이범, 1995, 「파라켈수수의 신비주의적 지식과:경험적 자연 연구와의 관계를 중심

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17-2, 138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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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다양한 증례들을 통해서 치료 경험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방식의 접근이 

선호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임상의학에서는 체계성이 아니라, 절

충적이고 실용적인 단편적 정보들의 교환이 그 핵심적인 특징으로서 다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우리는 파레를 다시금 평가할 수 있다. 파레

의 저술은 오늘날 임상증례 보고의 원류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

은 기형에 대한 파레의 후기 작품을 기초의학의 위치에 놓고 바라봄으로써 오

류를 저질렀다. 그러나 파레의 기형에 대한 연구는 임상의학의 선상에서 파악

되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발한다.  

  의학저술의 큰 특징을 기초적, 종합적 접근과 이합(異合/離合)적 접근으로 

대별할 수 있다면, 서로간의 서술방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

레의 저술 방식이 갖는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서술방식을 

그와 동시대 활동했던 윌리엄 하비의 그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윌리엄 하비

가 종합적 접근법을 대표한다면,31) 파레의 저술은 이합적 접근법을 대표한다

고 볼 수 있다. 

  우선 그 둘은 다루는 대상에서 차이를 보인다32). 하비가 주로 관심을 기울

였던 단위는 혈액순환33), 발생34), 분만, 임신 등과 같은 생리적 단위였다. 

31) 하비의 저작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는데, 그의 전기 대표작은 동물의 심장과 혈액

의 운동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Exercitatio Anatomica de Motu Cordis et Sanguinis in Animalibus)
(1628)이며, 후기 대표작은 동물의 발생에 관한 연구(Exercitationes de generatione animalium)
(1651)이다. 윤태욱, 2011,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의 해부학적 연구와 자연철학 : 동물의 심

장과 혈액의 운동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Exercitatio Anatomica de Motu Cordis et Sanguinis in 
Animalibus)(1628)의 번역과 주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32) 물론 영국에 살던 하비와 프랑스의 파레는 서로의 직업과 위치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대학교수로

서의 하비와 전쟁터와 현장의 임상의로서의 파레의 성장 환경과 활동 환경의 차이도 충분히 고려되어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들의 대표 저작들 중 특이점이 목격되는 대표적 저서를 대비해보고 있다. 

하비에게서는 파레의 ‘괴물과 경이’라는 성격의 저술의 책은 목격되지 않는다.

33) Harvey, William. 1952. "An Anatomical Disquisition on the Motion of the Heart and Blood in 

Animals". In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 28. Gilbert, Galileo & Harvey. Translated by 
Robert Willis.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University of Chicago ; Pagel, Walter. 1951. 

"William Harvey and the Purpose of Circulation". Isis, Volume 42, No.1 (April): 22-38. ; 
Pagel, Walter. 1967. William Harvey's Biological Ideas - Selected Aspects and Historical 
Background. S. New York. Karger Ba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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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는 생리적 단위에 관심을 기울였고,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

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다. 하비는 수많은 실험을 토대로 공통적인 특징들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글을 저술한다. 이는 온전히 기초의학자의 시각을 보여

준다. 하비에게 있어서 개인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비는 오직 그 생리

학적 단위들을 정합적으로 설명해내려는 데 초점을 둔다. 그는 각 생리학적 

단위를 세분하여 서술한다. 이는 그의 전반기 대표작인 동물의 심장과 혈액

의 운동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Exercitatio Anatomica de Motu Cordis et 

Sanguinis in Animalibus)(1628)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저술은 서문을 

제외하고 총 1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로지 ‘혈액순환’이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는지를 묘사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35) 하비의 후반기 대표작

품인 동물의 발생에 관한 연구(Exercitationes de generatione animalium)

34) Webster, C. 1967. "Harvey's "De Generatione": Its Origins and Relevance to the Theory of 

Circulation".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Volume 3(3) (June): pp.262-274.
35) 제1장. 이 글의 동기

    제2장. 살아있는 동물의 해부를 통해 볼 수 있는 심장의 운동에 대하여

    제3장. 살아있는 동물의 해부를 통해 볼 수 있는 동맥의 운동에 대하여

    제4장. 살아있는 동물의 몸에서 볼 수 있는 심장과 심방의 운동에 대하여

    제5장. 심장의 운동과 작용, 그리고 기능에 대하여

    제6장. 대정맥에서 동맥으로, 즉 심장의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이동하는 경로에 대하여

    제7장. 혈액은 우심실에서부터 폐의 실질에 스며들게 되며, 이후 폐정맥과 좌심실로 이동한다.

    제8장. 정맥에서 심장을 통해 동맥으로 이동하는 혈액의 양에 대하여, 그리고 혈액의 순환 운동에 대

 하여

    제9장. 첫 번째 명제의 증명을 통해 혈액순환을 확인하였다.

    제10장. 정맥에서 동맥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에 관한 첫 번째 명제에 대하여, 그리고 혈액순환은 그

  에 대한 반론들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는 실험에 의해 증명될 수 있

  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11장. 두 번째 명제가 확인되었다.

    제12장. 두 번째 명제의 확인에 의해서 혈액 순환이 증명되었다.

    제13장. 세 번째 명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혈액 순환을 증명하였다.

    제14장. 혈액 순환에 대한 증명의 결론

    제15장. 혈액 순환은 개연성 있는 논증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제16장. 혈액 순환은 혈액 순환에서 도출되는 확실한 결과들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증명된다.

    제17장. 혈액의 운동과 순환은 심장의 명백한 구조적 특징들을 토대로 그리고 해부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증명되었다. 윌리엄 하비,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Exercitatio Anatomica de Motu Cordis et Sanguinis in Animalibus)(162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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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또한 유사한 방식의 서술방식을 채용한다. 이 저서는 총 72장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하비는 발생의 전 과정을 세분하여 서술하고, 이전 연구가들

의 저서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점들을 논리적으로 혹은 관찰을 통하여 수정

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 궁극적으로 하비는 ‘발생’이라는 생리학적 단위를 

온전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반면 파레가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의 단위는 한 개인, 기형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개인이다. 또한 파레는, 기형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이 아니라, 

각 증례들을 모으고 분류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파레의 이합적 

면모는 팔과 다리가 잘린 환자들을 치료했던 과거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배양

되었을 것이며, 그것은 기형을 연구했던 후기의 파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

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그런 파레에게 있어 신화 속 괴물들의 존재

는, 과학의 눈으로 진위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 증례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는 파레가 철저하게 이합적 시각을 견지했다는 것을 보

여준다. 

  ‘기형’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하비의 접근법이 어떠했는지를 대조해보면 

파레와 하비 간의 차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비가 기형과 괴물이라

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동물의 발생에 관한 연구(Exercitationes 

de generatione animalium)(1651)의 24장 단 한 대목뿐이다. 

“나는 종종 쌍둥이 알을 관찰했다. 각각의 노른자yelks는 흰자

albumen에 의해 둘러싸여있었고 적절하게 막membrane에 의해서 감

싸져있었다. 나는 또한 동시발생되어connate있는 두 노른자들도 

관찰하였는데, 이 경우 두 노른자들은 하나의 흰자에 의해서 둘러

싸여있었다. (…) 쌍둥이 알이 종종 만들어지며, 매우 드물긴 해

도 쌍둥이 닭 또한 태어난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그 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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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살아남아 생존하는 것을 관찰하지 못했다. 둘 중 하나는 알 

상태에서 혹은 분만 시에 죽었다. (…) 내 의견으로는, 두 노른자

들은 각각 다른 기원을 가지며, 서로 다른 성숙도maturity를 갖는

다. 따라서 더 강하고 성숙한 닭이 다른 닭을 약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다”36)

  위와 같이 하비는 기형이라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해부생리학

적 설명을 제공하는 데에 주력할 뿐이다. 그는 여러 개체들에 대한 실험을 토

대로 하여 기형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며, 이는 기형을 가지고 

있는 각 개체들의 특징을 서술하는 파레의 방식과는 다르다. 하비는 단지 자

신이 직접 실험을 토대로 하여 관찰한 바에 가장 큰 무게를 부여한다. 그는 

“쌍둥이 알이 종종 만들어지며, 매우 드물긴 해도 쌍둥이 닭 또한 태어난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그 닭들이 모두 살아남아 생존하는 것을 관찰하지 못

했다. 둘 중 하나는 알 상태에서 혹은 분만 시에 죽었다.”라고 자신의 실험 

결과를 언급하면서 기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 

  당대 언급되고 있던 여러 기형이나 괴물에 대한 소식들을 적극 수집하고 기

록하려는 모습은 하비에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하비는 매우 드물지만 괴

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능성을 

특수한 조건이 갖춰진 경우로 한정 짓는다. 또한 괴물에 대한 신화적인 내용

들을 언급할 때에도 그는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두 개의 노른자(vitellis, yelks)가 하나의 흰자에 둘러싸이고, 

긴밀하게 씨눈cicatriculae과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 들

어가게 되어 한 개의 눈 혹은 기본 단위colliquament들을 형성한

36) Harvey, William, On generation, ch.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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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나는 다리가 네 개이고 머리가 둘 달린 괴물 같은monstrous 

배아가 형성될 거라고 상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상상을 

방해하는 게 없고, 또 파브리키우스가 언급했던 방식의 알로부터 

그러한 괴물이 탄생할 거라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노른자가 각각 분리되어 존재하고, 각각이 여러 

막들에 의해서 감싸져있고, 또한 씨눈과 흰자에 의해 적절하게 영

양 공급을 받고, 발생을 위한 다른 모든 조건들이 적절하게 갖춰

진 경우에, 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서 그 두 개의 알은 껍질

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갖추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

고, 또 모든 기능faculty들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만 한다. 불임인 

알을 제외한다면, 그러한 경우에 두 개의 배아를 생산하고, 매우 

드물게는 한 명의 괴물 같은 개체를 낳을 수 있다.”37)

  그러나 파레는 대상 한 개개인을 상세히 서술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려는 데

에 주목한다. 체계성이나 정합적인 설명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체계

적이고 통일적인 이론의 형성이 아닌, 다양한 증례의 공유가 파레의 주요 목

적이기 때문이다. 파레는 개개인의 증례들을 통해서 ‘기형’이라는 독립된 

단위를 도출하여 연구의 주제로 삼았지만, 그것은 기형이라는 하나의 현상이

나 단위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통해서 설명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

려 기형에 부합하는 증례들을 소개하려는 것 자체가 파레의 의도였다. 따라서 

파레가 신화적인 원인과 과학적인 원인을 함부로 뒤섞어버렸다는 평가, 그리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접근의 단초가 보인다는 식의 기존 평가는 지

양되어야 한다. 파레에게 과학이냐 아니냐는 핵심적인 구분점이 아니다. 파레

에게는 여러 증례들을 모으고 그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는 

37) Harvey, William, On generation, ch.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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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이에 해당하는 근거로서 필자는 본 논고에서 파레의 저작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Des monstres et prodiges)』(1573)을 번역하였다. 이를 통해서 파레

가 어떠한 방식으로 글을 저술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

해서 이합적 접근방법을 정확하게 구현해낸 증례집의 원류로서 파레를 자리매

김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1)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Des monstres et prodiges) (1573)’ 저술의 의

미

  우리는 아픈 이와 마주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내고 치료법을 

발견해내어 그 아픈 이를 아프지 않게 하려 한다. 이것이 의학에서의 대전제

이다. 문화 사회적 배경이 달라지면서 그 구체적인 이해의 방식이나 치료법은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전제는 유지된다. 이러한 대전제 위에서 

의학은 어떠한 방식으로 아픈 이유를 찾아 진단을 내리고 적합한 치료법을 확

보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해왔다. 우리는 의학의 역사에서 큰 물줄

기를 이루며 흐르고 있는 두 가지의 방식들에 주목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해부학적 구조물, 생리적 기전이나 병리적 기전, 혹은 질병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다. 또는 인체에 영향을 주는 미생물의 종류에 대해서 설

명하거나 환경적 변화가 신체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서술할 수도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이를 ‘종합적’ 서술방식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종합적 서

술방식은 체계성을 확보하고 이론을 형성하려는 시선이다. 종합적 서술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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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여러 환자들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환자들을 다룰수록 공

통되는 질병의 특징을 추출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때 환자는 질병의 공

통점 혹은 차이점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형성하기 위한 데이터로서 사용된

다. 종합적 서술방식에서도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

나 그 경우에 종합적인 서술은 그 환자가 드러내는 증상이나 질병의 특징들을 

포착하여 그것을 보다 상위 차원에서 서술하려는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처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관심을 두지 않는 또 다른 접근방

식이 가능하다. 이 두 번째 방식은 한 개인을 오롯이 자신의 대상으로 삼는

다. 우리는 이를 ‘이합적’ 접근방식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때 환자는 여

러 증례들 중 하나가 아니고, 공통점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도 

아니다. 이러한 시선은 그 환자의 모든 이야기에 주목하려 한다. 여기서 그 

환자는 ‘전체’로서 다뤄진다. 이합적 서술은 특이하고 특별한 케이스에 주

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아픈 이유를 찾아 진단을 내리고 적합한 치료법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한 여러 논의들은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38) 헬레니

즘 시대 의학에서 보이는 논의들은 바로 그러한 주제를 다룬다.39) 로마 시대 

의학자 갈레노스(Galen)40)는 헬레니즘 시대의 의학을 의학지식에 대한 입장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학파로 구분하였다.41) 우선, 특정 이론적 가설

에 근거해 의학 지식을 총체적으로 구성하고자 시도했던 이들을 가리키는 독

38) 여인석은 이를 사변적 합리성과 경험적 합리성, 그리고 방법적 합리성으로 구분한다. 여인석, 2006. 

06, 「철학과의 관계에서 본 의학적 합리성의 기원 – 고대희랍의학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

구』25

39) 여인석, 2004, 「고대희랍의학의 의학론」, 『의사학』13-1, ; 2006. 「철학과의 관계에서 본 의학

적 합리성의 기원 - 고대희랍의학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제25권: 93-119쪽 ; 여인석, 

2007, 『의학사상사』, 살림 ; Lloyd, G. E. R. 1973. Greek Science after Aristotle. Norton.
40) 갈렌은 그러한 고대 의학의 흐름을 집대성하고자 했는데, 그의 1차적인 관심은 의학을 체계적인 지

식으로 구성하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독단론자의 입장에 가깝다고 보인다. 여인석, 2004「고대희랍

의학의 의학론」, 『의사학』13-1, 7쪽.

41) 여인석, 2004, 「고대희랍의학의 의학론」, 『의사학』13-1, 125-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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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론자dogmatist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변적 이론을 불필요하다고 생각

했던 경험론 학파가 있다. 경험론 학파는 사물의 숨겨진 원인은 파악하는 것

이 아니라 단지 축적된 경험을 통한 치료법의 발견을 의학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이론과 경험에 대한 제한적인 수용 혹은 유보적인 태도

를 보이는 방법론 학파가 있다. 방법론 학파는 회의론과 연결시켜 파악할 수 

있다.42) 

  의학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이들의 차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 

구분을 토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을 세 가지로 구분하

였다.43) 첫째, 에피스테메가 있다. 에피스테메는 원리와 원인에 대한 지식이

자 앎 그 자체가 목적인 지식이다. 둘째, 에피스테메에 이어서, 지식의 두 번

째 단계는 테크네이다. 이것 또한 원인에 대한 지식이지만 이는 개별적인 관

찰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분류하여 얻은 지식이다. 그리고 테크네는 앎 그 자

체가 아니라 실용적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셋

째, 지식의 마지막 단계는 엠페레이아(empereia)이다. 엠페레이아는 개별적 

사실에 대한 단편적 지식이고 또한 실용적인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테크네

와 유사하지만, 원인에 대한 탐구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테크네

와 구별된다.44) 이때, 독단론자는 의학을 에피스테메로서 정의한다.45) 경험

42) 갈레노스는 의학적 문제에 대한 경험학파의 태도는 삶의 문제에 대한 회의주의, 특히 피론주의 회의

론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Subf. Emp. 11 (82.28-30 Deichgräber) ; 여인석, 2006. 06, 「철학과의 관

계에서 본 의학적 합리성의 기원 – 고대희랍의학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25, 15쪽 재인용; 

방법론 학파에 대한 독립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여인석, 2004, 「고대희랍의학의 의학론」, 『의

사학』13-1, 6쪽 ; L. Edelstein, 1987, Empiricism and skepticism in the teaching of the Greek 

empiricist school, Ancient medicine, Baltimore, p.197. 근거중심의학은 고대 독단론과 경험론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종합해낸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방법론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여전히 실

패한다. 

43) Metaphysica A, 981a-982b ; 여인석, 2004, 「고대희랍의학의 의학론」, 『의사학』13-1, 122쪽 재

인용.

44) 여인석, 2004, 「고대희랍의학의 의학론」, 『의사학』13-1, 123쪽.

45) 갈레노스 또한 의학을 에피스테메로 규정한다. Ars medica 1 (p. 276 Boudon; 1, 307K) ; 여인석, 

2004, 「고대희랍의학의 의학론」, 『의사학』13-1, 12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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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학파는 의학을 엠페레이아로서 정의한다.46) 

  본 논고에서 필자가 명명한 종합적 접근방식과 이합적 접근방식과 관련해

서47) 우선 검토할 것은 독단론과 경험론이다.48) 연역적인 방법을 원용하여 

원인에 대한 탐구를 중요시한 독단론은 우선 종합적 접근방식에 가깝다고 평

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다수의 개별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일반론을 구성하

려고 시도했던 경험론 역시 종합적 접근방식의 한 예시로서 간주할 수 있

다.49) 종합적 접근방식은 의학의 역사에서 고전으로 남을 저술 작업을 통해

서 자신을 후대에 남겼다. 로마 시기 갈레노스의 저술들뿐 아니라, 중세 아비

첸나(Avicenna)의 『의학경전』Cannon of Medicine 또한 체계적인 지식을 구

성하고 확충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50) 동양의 『동의보감』과 같이 저술 

46) 여인석, 2004, 「고대희랍의학의 의학론」, 『의사학』13-1, 123쪽.

47) 종합적 접근방식과 이합적 접근방식은 독립되어 존재한다기보다는 서로 연관되어 아래와 같이 영향

을 주고받는다. 먼저, 특이한 증례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증례들의 수가 많아지게 될수록 

우리는 일종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패턴은 체계성의 시발점으로 기능하며 그 패턴을 토

대로 이론이 형성된다. 이합적 시선이 축적되어 종합적 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이 형

성된 이후에 발견된 케이스는 기존에 형성된 패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늠하려는 시선 하에 놓인

다. 반례들을 찾으려는 시선은 정확히 이합적 시선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반례들이 임계점을 넘게 

되면 결국 그 이론이 붕괴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된다. 정리하면, 종합적 시선을 발동할 수 있게끔 해

준 것도 이합적 시선이고, 또한 그런 종합적 시선을 붕괴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역시 이합적 시선이

다. 이와는 별개로, 지금 눈앞에 존재하는 환자의 경우가 기존 이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선이 또한 존재한다. 이는 종합적 시선도 아니고 이합적 시선도 아니다.

48) 권상옥은 히포크라테스 이후 고대 의학의 3가지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언급하면서도 독단론과 경험론

에 대한 설명만을 기술한다.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간과되어 있다. 권상옥, 2004. 12, 「근거중심 의

학의 사상」, 『의사학』 13-2, 338-339쪽. 

49) 일견 경험학파는 원인에 대한 탐구를 배제하고 개별적인 사실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합적 접근에 

가까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별 사례를 독립적으로 특권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합적 접근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경험학파는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입증된 치료법을 일반화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다. 즉 이합적 접근방식은 경험학파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는다.

50) 이재경. 2003. 「중세 이슬람철학의 합리주의 흐름」. 『철학논총』 제33집: 295-316쪽 ; 2009. 

「아비첸나의 의학규범과 질병의 철학」. 『철학논총』 57(3): 302-320쪽 ; Siraisi, Nancy G, 

1987, Avicenna in Renaissance Italy: the Canon and medical teaching in Italian universities 
after 1500, Princeton uni. pre. ; Hossein Hosseinzadeh, and marjan Nassiri-Asl, 

Avicenna’s(Ibn Sina) the Canon of Medicine and Saffron(Crocus sativus): A Review, 

Phytotherapy research 27, pp.475-483, 2021. ; Sajjad Sadeghi, ed., Galen’s place in 

Avicenna’s The Canon of Medicine: Respect, confirmation and criticism,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20, pp.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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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당대의 의학지식을 총망라하고 있어 교과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의

학 저술들은 물론 여러 임상 사례들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이론

이나 치료법 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예시로서 다뤄진다. 

  그렇다면 이합적 접근방식은 어떠할까? 이합적 접근방식을 충실히 견지한다

면, 그때 모아지는 환자 각각의 사례들은 증례집의 형식을 토대로 서술될 것

이다. 증례집은 체계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이합적 접근방식 

자체에서 기인한 것으로, 즉 의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증례집은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거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철저한 관찰과 경험

을 토대로 수집된 여러 환자의 사례들을 공유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본 

논고에서 필자는 임상사례집이 갖는 의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합적 접근방식의 뿌리는 헬레니즘 시대보다 앞선 히포크라테스 시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은 60여 편의 여러 글들이 모여 있으며, 

다양한 주제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특히 히포크라테스 전집 

중 『유행병 1-7권』은 임상사례집이다. 이합접 접근은 각 환자를 ‘전체’로

서 다룬다. 이를 잘 드러낸 히포크라테스의 입장은 ‘의학에 있어 가장 양질

의 교재는 환자’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51) 또한 이합적 접근은 

그 환자를 가능한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한다. 자크 주아

나(Jacques Jouana)는 히포크라테스의 『유행병』을 근거로 삼아서 히포크라

테스 의학에서 관찰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52) 히포크라테스는 관찰에 대

51) 경험적으로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 헬레니즘 시대 경험학파는 지각에 의해 확립된 경험뿐 아니라 

인식론적 경험을 중시했고 이를 autopsia라는 용어로 개념화했다. 훗날 갈레노스는 지각의 활동만을 

autopsia에 포함한다고 보았다. 여인석, 2006. 06., 「철학과의 관계에서 본 의학적 합리성의 기원 – 

고대희랍의학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25, 13-14쪽.

52) 자크 주아나는 인간의 타고난 체질에 대한 성찰이 ‘자연은 스스로 치유한다(natura medicatrix)’
라는 생각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한다. 임상에서 관찰을 중요시한 히포크라테스의 태도, 특히 인위적인 

개입을 줄이고 자연적인 치유력(vis medicatrix naturae)을 중시한 것은 훗날 피넬이 정신의학을 새

롭게 변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Semelaigne, 1888, René, Philippe Pinel et son oeuvre au 
point de vue de la médecine mentale, Paris: Réunies ; 강성은, 2018, 「필립 피넬(1745-1826)의 

정신의학 방법론과 히포크라테스주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35,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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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눈, 귀, 코, 손 등 온갖 인식의 힘을 응용하여 진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도 술자〔의사〕도 서로 만져보고, 

냄새 맡아 보고, 그리고 식이(食餌) 등의 인식에 의해 또한 머리

카락이나 안색(顔色)이나 피부, 혈관, 신경, 근육, 연부(軟部), 

뼈, 뇌, 혈액의 산물, 내장, 장, 담즙 등의 체액, 관절, 박동(搏

動), 떨림(震顫), 경련(痙攣), 딸꾹질(吃逆), 호흡, 배설 모두 

이런 것들에 의해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53) 

  본 논고에서 저자는 앙브루아즈 파레가 쓴 저작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

(Des monstres et prodiges』(1573)를 이합(離合/異合)적 접근방식을 가장 충

실히 구현해 낸 증례집의 원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파레의『괴물

과 경이에 대하여』는 의학 이론서가 가지고 있는 체계성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다. 또한 파레가 서술의 대상을 삼은 것은 한 사람의 환자이다. 여러 명의 

환자들에서 공통점을 추출해 내어 병리생태에 대한 이론을 세우는 것이 아니

라, 그 환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곳에서 지내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서술하는 데에 그친다. 파레는 괴물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지 않는다. 필자는 이러한 파레 서술방

식의 특징이 이합적 접근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괴물은 신성하면서도 신비한 경이로운 것들이 존재하며 완전히 

자연에 반하여 부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괴물은 철학적

53) ヒポクラテス, 1931: 585, 『유행병』IV, 43 ; 강성은, 2018, 「필립 피넬(1745-1826)의 정신의학 

방법론과 히포크라테스주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2, 4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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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명확히 견해를 

내놓기가 어렵습니다.”54)

  그렇다면 파레의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가 히포크라테스 시기의 임상증

례들과 구분되는 점은 무엇일까? 이는 2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파레는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에서 치료에 대한 관심보다는 보다 

케이스 스터디에 몰두한 특징이 보인다. 이는 히포크라테스 저술뿐 아니라 헬

레니즘 시기 경험학파가 개별 사례들에서부터 도출된 경험을 근거로 치료법을 

입증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는 점과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이다. 즉, 파레

는 오직 케이스 자체에 주목했다. 그 개체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려는 실용적인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다.

  파레 당시의 기형은 오늘날 난치성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기

형과 마주한 파레는, 치료에 관심이 없던 것이 아니라, 당대 기술의 한계로 

인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한계와 마주한 것이었다.55) 현대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같은 지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합적 접근방식의 계보도에서 파레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

동한 의학자 파라켈수스와 파레를 구분시켜준다.56) 파라켈수스 대학을 중심

54) 파레, 20장.

55) 전기의 파레가 주목했던 지점은 의수나 의족은 팔과 다리, 즉 발생학적으로 부수적인 것에 해당한다. 

그는 잘려진 팔이나 다리로 인해 발생한 장애를 보완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설계를 했다. 그런 부위들

은 생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위가 아니며, 따라서 그것이 없어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기형과 마주한 후기의 파레는 이제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인다. 가령, 머리가 둘 달린 사람과 

마주한 파레는 그것(2번째 머리)이 부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순간 그 사람의 생

명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것은 비록 부수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것이다. 파레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방법론을 통해서 다룰 수 없는 현상과 마주한 

것이다. 기이한 것 혹은 으스스한 것. 생명활동에 핵심적이면서 동시에 부가적인 것. 파레가 마주해

야 했던 현상은 그런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적인 자연관 혹은 공학적인 근대의 방법론을 넘

어서는 것이다. 근대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지점에 주목한 것이다.

56) 에른스트 카이저 지음, 강영계 옮김, 1997, 『파라켈수스』, 한길사 ; 일반적으로 파라켈수스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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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공식적인 의료와 결별하고 당대 민간의술이나 산파, 주술사, 연금

술사 등에서부터 의학 지식을 획득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행보는 파레와 차이

를 보인다. 파라켈수스는 가령 1530년에 매독 치료제로 수은 처방을 다루는 

등, 치료에 화학적 지식을 토대로 약물을 통한 치료제의 발견에 치중했다.57) 

그러나 파레는 한 사람의 증례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데에 집중했다. 이러한 

파레 서술방식의 특징은 그를 종합적 접근에 대비되는 이합적 접근법에 보다 

잘 부합하는 사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파레는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에서 유니콘이나 천상의 괴물에 대

한 이야기까지도 발췌해서 수록한다. 즉, 신화적인 내용들까지 함께 다룬다. 

이 또한 히포크라테스의 합리적 태도와는 구분되는 지점이다. 

  파레의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를 분석해보면,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파레는 괴물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13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파레의 분석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파레는 그

런 분석 기준에 따라 20장까지 기이하고 으스스한 사례들을 차례대로 소개한

다. 그러나 21장부터는 파레의 서술 방식이 달라진다. 괴물의 모습을 가장한 

사기꾼들의 수법을 공개한다거나, 미신적인 치료법들을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파레는 미신적인 치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의학적 치료법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58) 그는 미신과 마술, 요술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자언어를 통한 지식의 전달을 부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실제 그의 저술에서 파라켈수스는 

책을 읽으라는 언급을 반복한다. 따라서 이론을 경시하고 실행practice에만 치중했다는 기존의 주장

은 잘못되었다. Paracelsus, De Gradibus de Compositionibus ; Opus Paramirum ; 이범, 1995, 「파

라켈수수의 신비주의적 지식과:경험적 자연 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17-2, 145쪽 재인용. 그러나 여전히 이론은 경험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여

전히 그는 경험론자의 계보도에서 다룰 수 있다. 

57) 파라켈수스의 저술에 대해서는, 이범, 1995, 「파라켈수수의 신비주의적 지식과:경험적 자연 연구와

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17-2, 147, 148-149쪽 참조.

58) 파레, 3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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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지하라고 외치며,59) 자연의 은총을 따라 자연적인 치료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60) 하지만 35장부터는 또 다시 논조가 달라진다. 해

양에 있는 괴물이나 날아다니는 괴물, 지상의 괴물, 그리고 천상의 괴물까지 

박물학적인 서술이 이어지고, 마지막 39장에는 자연재해에 대해 다룬다. 여기

에서 우리는 고대 히포크라테스에서나 헬레니즘 시기, 그리고 갈레노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합리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61) 파레는 기형의 원인에 대

한 분석이나 체계적인 분류 등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파레의 저작을 관통하는 일종의 기준이 존재한다. 어떠한 기준인가?

  파레는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에서 괴물과 경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전

면에 배치한다. 이 저작은 다음과 같이 두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한다.

“괴물은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나 생기는 것으로 대개 불행의 징

조라고 여겨집니다. 한쪽 팔만 가지고 태어난 아이, 두 개의 머

리가 있는 아이 등 모든 평범함을 벗어난 것이 바로 그 예입니

다. 그리고 경이로운 것이란 여자가 뱀이나 개를 출산하는 것과 

같이 자연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입니다.”62)

  박평종은 괴물은 생물학적 변이에 가까운 것으로, 경이는 상상의 산물로 구

분하지만63), 이러한 분류는 현대 생물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으로, 파레의 

59) 파레, 27~34장.

60) 파레 32장.

61) 여인석, 2006. 06, 「철학과의 관계에서 본 의학적 합리성의 기원 – 고대희랍의학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25 

62) 파레, 머리말 ; “괴물은 한 팔만을 갖고 태어났거나 머리가 둘인 아이, 정상인보다 사지가 많은 아

이처럼 자연의 흐름에서 벗어난(outre le cours de Nature) 존재다. 경이는 뱀이나 개를 출산한 여인

처럼 자연에 완전히 역행하는(tout contre Nature) 존재다.” Ambroise Paré, 1573, Des Monstres et 
prodiges, in Les OEuvres de M. Ambroise Paré, Paris, Gabriel Buon, p.802. / 박평종, 

2015.11.15., 「앙브르와즈 파레의 ‘괴물학’과 기형이론」, 『프랑스학연구』 74,  395쪽, 각주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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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그 대신 영국의 문화비평가 마

크 피셔(Mark Fisher)가 제시한 개념틀, 즉 기이한 것(The Weird)과 으스스한 

것(The Eerie)에 주목해보자.64) 기이한 것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요소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동물의 머리를 한 인간이다. 반대

로 으스스한 것은 무언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존재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의문의 실종자들이나, 아

니면 고양이 울음소리 속에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 등을 가리킨다.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 함께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있어야 하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 혹은 아무 것도 있지 않아야 하는 곳에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 이런 개

념들은 어떠한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 등을 아우르는 것이며,65) 또한 이는 

곧바로 파레의 괴물과 경이 개념 구분을 떠올리게 한다. 파레는 칼을 삼켜도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66)를 소개하며, 타조나 코끼리 또한 괴물로서 

다뤄지고 있으며, 바다 코끼리나 코뿔소 등 해외에 있는 신기한 동물들도 등

장한다. 파레는 심지어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다룬다. 이 모든 주제

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틀은 괴물과 경이라는 개념이다. 기이하고 으스스한 

것, 이 개념들은 어떠한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 등을 아우르는 것이다. 이런 

틀을 통해서 보면, 산발적으로 배치한 듯 보이는 파레의 증례들은 일순간에 

질서를 획득하게 된다. 가령, 부록2에서 파레는 장간막과 췌장의 종양에 대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견 파레의 이 저작에서 사족처럼 추가

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 주제면에서 전혀 특이할 점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관통하는 지점이 있으며, 그것은 췌장과 장간막이 ‘믿을 수 없을 

63) 박평종, 2015.11.15., 「앙브르와즈 파레의 ‘괴물학’과 기형이론」, 『프랑스학연구』 74, 396쪽. 

심지어 그는 정액과다, 정액부족, 정액혼합 역시 미신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는 고대의학

의 방식을 따른 것으로 미신적인 것이 아닌 합리적인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이다.

64) 마크 피셔 지음, 안현주 옮김, 2019.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 구픽

65) 마크 피셔 지음, 안현주 옮김, 2019.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 구픽, 96쪽

66) 파레,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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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너무나 컸’다는 사실이다. 즉, 기이하고 으스스한 것이다. 기이하고 

으스스한 것이라는 기준은 히포크라테스 시기의 증례집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이라는 기준과는 상이한 것이다. 또한 기이하고 으스스한 것이라는 기준을 통

해서 파레의 증례집은 의학의 범주와 문학의 경계를 포괄할 수 있는데, 이러

한 특징은 증례집을 독자적인 하나의 장르로서 다룰 수 있게끔 해준다.67)

  조르주 캉길렘은 특이하고 수상쩍은 외형에서 기인한 불안에서 시작하여 기

형과 괴물적인 것에 대해서 다룬다.68) 캉길렘은 기형과 괴물적인 것을 구분

한다. 각각은 규범적 판단의 두 형식,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의 형태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이다. 그 두 형태는 처음에는 종교적인 사유 속에서 혼재되

어 있었지만 점차 추상화되고 세속화되었다.69) 괴물적인 것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루었던 중세와 르네상스를 지나서, 19세기가 되어서야 기형에 대한 과

학적인 설명이 자리를 잡는다. 기형학은 비교해부학이 후성설을 채용한 발생

학과 만남을 통해서 탄생한다. 기형학의 탄생과 더불어 비로소 괴물적인 것의 

축소가 이루어진다.70) 

67) 기이하고 으스스한 것이라는 개념은 파레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바라보는 관점을 지양하고 그 둘

을 통일성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틀로서도 기능한다. 전기의 파레가 주목했던 지점은 의수나 의족은 

팔과 다리, 즉 발생학적으로 부수적인 것에 해당한다. 그는 잘려진 팔이나 다리로 인해 발생한 장애

를 보완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설계를 했다. 그런 부위들은 생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위가 

아니며, 따라서 그것이 없어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기형과 마주한 후기의 파레는 이제 전

혀 다른 상황에 놓인다. 가령, 머리가 둘 달린 사람과 마주한 파레는 그것(2번째 머리)이 부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순간 그 사람의 생명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것은 비록 부수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것이다. 파레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방법론을 통해서 다룰 수 없는 현상과 마주한 것이다. 기이한 것 혹은 으스스한 것. 생명활동에 

핵심적이면서 동시에 부가적인 것. 파레가 마주해야 했던 현상은 그런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경

제적인 자연관 혹은 공학적인 근대의 방법론을 넘어서는 것이다. 근대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지점에 주목한 것이다. 

68) 조르주 캉길렘 지음, 여인석, 박찬웅 옮김, 2020, 「5. 기형과 괴물적인 것」, 『생명에 대한 인

식』, 그린비, 263-285쪽. 캉길렘은 생명의 반대가지를 죽음이 아니라 기형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한

다. 266쪽. 그는 기형체(괴물)라는 형용이 오직 유기적 존재자들에게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

는데, 이는 생명체를 주위의 물리적 환경과 구분 짓는 것은 그들이 특이한 견고함을 지니고 있기 때

문이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일부 종에서는 절단 부위의 재생이며 모든 종에서는 생식이다. 265쪽. 

69) 조르주 캉길렘 지음, 여인석, 박찬웅 옮김, 2020, 「5. 기형과 괴물적인 것」, 『생명에 대한 인

식』, 그린비, 267-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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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형과 괴물적인 것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캉길렘의 시각에서도 파레는 아직 

충분히 과학화되지 못한 시기의 대표적인 예시로서만 언급된다. 파레의 초기 

기형학 저작은 율리우스 옵세쿠엔스Julius Obsequens(4세기)의 저술과 그다지 

부결되지 않는다. 캉길렘의 시각에서 파레는 기형과 괴물적인 것들을 병치시

키고 있을 뿐이다.71)

  이미 제1장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파레의 기형과 괴물은 현대 과학적 시선

에서 벗어나서 푸코의 인식론적 시선이 충분이 담보된 상태에서 접근된다면 

파레 당시로서는 최신의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의학적 시선을 담고 있다는 것

이 감지된다. 파레의 증례집은 문학과 현대적 과학의 영역으로 보이는 듯한 

합리적 분석의 영역조차 서로 공생하여 서로 의존적으로 당대의 의학지식을 

완성시키는 증례집의 사례이며 16세기를 살다간 한 의사의 시선을 느낄 수 있

다.  

70) 조르주 캉길렘 지음, 여인석, 박찬웅 옮김, 2020, 「5. 기형과 괴물적인 것」, 『생명에 대한 인

식』, 그린비, 277쪽.

71) 조르주 캉길렘 지음, 여인석, 박찬웅 옮김, 2020, 「5. 기형과 괴물적인 것」, 『생명에 대한 인

식』, 그린비,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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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

(Des monstres et prodiges) (1573)’번역72)73)

차례

머리말

1. 괴물의 원인

2. 하나님 영광으로 생기는 일

3. 하나님 분노로 생기는 일

4. 종자의 양이 많아 생기는 일

5. 임신 중에 여러 명의 자녀를 낳은 여성의 경우

6.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웅동체와 안드로지니에 

대하여

7. 남성으로 변질된 여성의 잊을 수 없는 이야기

8. 종자의 양이 부족해 생기는 예

9. 상상력으로 괴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10. 자궁이 좁거나 작아서 생기는 일

11. 어머니가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임신 중 배를 너무 

꽉 묶어서 괴물로 형성된 경우

12.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부딪히고 넘어져서 아이에게 충격이 전해진 경우

13. 유전병으로 괴물이 생겨난 경우

72)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영역 저작 대역본은 다음과 같다. Janis L. Pallister, 1982, ‘On Monsters 

and Marvel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3)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현대 지역 관련 정보는 기본적으로 두산백과사전이며, 인터넷 ‘두피디아’ 사이

트 https://www.doopedia.co.kr/index.do 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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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생긴 기이한 일들

15. 사람의 몸에서 생겨난 돌

16. 남성, 여성, 작은 아이의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특정한 기이한 동

물에 대하여

17. 무한한 섭리를 통해 자연이 반박하는 이상한 것들

18. 몇 가지 이상한 것들

19. 변질과 부패로 인해 생겨난 괴물의 예

20. 종자가 혼합하여 섞이는 경우

21. 사악하고 음탕한 거지의 계략

22. 가슴에 궤양이 있는 듯 행동하는 여자 거지의 속임수

23. 나병 환자 행세를 하던 거지가 벌인 사기

24. 성 피라르크 병에 걸린 척하는 울타리 매춘부이자 거지 그리고 엉덩이에

서 나온 길고 두꺼운 가짜 내장

25. 뱃속에 뱀이 있는 척한 노르망디에서 온 뚱뚱한 여자

26. 악마와 마법사의 기이한 것에 대한 예

27. 악마의 씌어서 몸의 다양한 부위로 말을 하는 사람들

28. 악마는 어떻게 채석장과 광산에 거주하는가

29. 어떻게 악마는 우리를 속이는가

30. 몇 가지 악마적인 환상의 예

31. 마법의 기술

32. 어떤 이상한 병에 대해서

33. 의사들의 남성 몽마(夢魔, Incubi)와 여성 몽마(夢魔, Scuccubi)에 대해

서

34. 매듭짓는 것에 관하여

    같은 주제의 다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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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양 괴물에 대하여

36. 날아다니는 괴물에 대하여

37. 지상에 있는 괴물에 대하여

38. 천상의 괴물에 대하여

39. 자연재해에 대하여

부록 1. 유니콘에 대한 담론

부록 2. 종양에 관한 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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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괴물은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나 생기는 것으로 대개 불행의 징조라고 여겨

집니다. 한쪽 팔만 가지고 태어난 아이, 두 개의 머리가 있는 아이 등 모든 

평범함을 벗어난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것이란 여자가 뱀

이나 개를 출산하는 것과 같이 자연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입니다. 저는 대단

한 역사학자 피에르 부시 토우(Pierre Boistuau)74), 클로드 타이세랑(Claude 

Tiesserand), 성 바오로(Saint Paul), 성 아우구스틴(Saint Augustine), 예언

자 에스드라스(Esdras)75) 뿐만 아니라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갈렌

(Galen), 엠페도클스(Empedocles),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플리니우스

(Pliny)76), 리코스테네스(Lycosthenes)와 같은 여러 고대 철학자들의 삽화를 

예로 들며 괴물과 경이로운 것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맹인이나 외

눈박이, 등에 혹이 있는 사람, 손발이 6개거나 혹은 5개보다 적은 사람, 아니

면 손발이 합쳐져 있는 가진 사람, 팔이 너무 짧은 사람, 코가 납작해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입술이 너무 두꺼워 뒤집혀 있는 사람, 살이 너

무 쪘거나 자웅동체라 처녀막이 막혀 있는 여자아이로 반점이나 사마귀, 혹과 

같이 다양하게 자연에 어긋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74) 피에르 부시토우(Pierre Boistuau, 1517~1566)는  피에르 로네이(Pierre Launay)또는 시에위 드 로

네이(Sieur de Launay)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 르네상스 인문주의 작가이다.

75) 에즈라(Ezra , עזרא, 기원전 480~440년) 또는 에스라는 에즈라서 에 나오는 성직자이다. 서기관 에스

라 (Ezra ha-Sofer)라고 불리는 에스라 (히브리어: עזרא, Ezra, 기원전 480-440), 또 제사장 에스라는 

유대인의 서기관(기록자)와 제사장이었다. 그리스-라틴어에서는 에스라는 에스드라 (Esdras, 그리스

어: Ἔσδρας)라고 불린다.

76) 고대 그리스 박물학자이며 생몰연대는 23년-79년이다.『자연사 또는 박물지, Natural History』를 

편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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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괴물의 원인 

  괴물이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이며,

  세 번째는 종자의 양이 너무 많아서,

  네 번째는 종자의 양이 너무 적어서,

  다섯 번째는 상상으로,

  여섯 번째는 자궁이 너무 좁고 작아서,

  일곱 번째는 어머니가 아이를 배었을 때 다리를 꼬거나 자궁에 심한 압박을 

주는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서,

  여덟 번째는 어머니가 아이를 뱄을 때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아홉 번째는 유전적 질병이나 불의의 질병으로, 열 번째는 종자가 썩거나 

부패해서,

  열한 번째는 종자가 혼합되거나 섞여서,

  열두 번째는 사악한 영혼의 거지들의 계략으로,

  열세 번째는 악령과 악마를 통해 생깁니다. 

  (이마나 배꼽 중간에 한쪽 눈이 달려 있거나, 머리에 뿔이 달려있거나, 간

이 거꾸로 되어 있는 사람처럼 충분히 개연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는 여기

서 다루지 않습니다. 마치 새처럼 그리핀의 발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

떤 괴물은 바다에서 태어나기도 하는 등 셀 수 없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기에 

이를 모두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듭니다).

2. 하나님77) 영광으로 생기는 일 

77) 히브리어 אֱלֹהִים, 그리스어 Θεός, 라틴어 Deus, 영어 God 등은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이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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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9장에는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후에 예수의 은혜로 눈이 떠진 한 

남자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만나고 그의 제

자들은 그의 죄인지 그 부모의 죄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는 제자에

게 대답하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고 대답합니다.

3. 하나님 분노로 생기는 일 

  위에서 언급한 이유가 아니라 생명체를 기괴하고 경이롭게 만드는, 즉 너무

나 기이하면서도 자연을 거스르는 이상한 종들이 결합해 우리가 매우 놀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 형상이지만 새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

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에 네 개의 뿔이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소의 네 발

에 앵무새의 머리를 하고 두 개의 깃털과 네 개의 발톱이 있는 등 이들의 다

양한 형태와 모습은 삽화를 통해 묘사됩니다. 하나님과 신이 정한 시간이나 

다른 법칙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식욕이 이끄는 대로 잔인한 야수

처럼 관계를 맺은 탓에 생긴 무질서로 하나님은 이런 혐오스러운 것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심판함에 따라 이 기이하면서도 놀랍기도 한 피조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에스트라스Esdras the Prophet’78)의 4권 5

장에도 월경혈로 더럽혀진 여성이 괴물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

한 번역 가능성 때문에 기독교는 한 언어 문화권에 토착할 수 있고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영역본 ‘GOD’의 번역어는 존 로스(John Ross, 1842~1915)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중에 최초로 성격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 용례에 따른다. 로스는 처음에는 '하느님'이라

는 용어를 썼으나, 1882년 후반부터는 '하나님'으로 바꾸었다.「존 로스(J.Ross)의 성경 번역 과정과 

번역된 성경에 나타난 한국어의 특성」, 2018.

78) 각주 63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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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비슷하게 모세도 레위기 16장에서 이와 같은 결합을 금지하고 있습니

다. 고대인들은 월경 중에 여성은 나병, 괴혈병, 통풍, 연주창에 걸리거나 수 

천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월경 중에 아이를 잉태하면 여성 자궁에는 영양분

에 필요한 성분은 없어지고 지저분하면서도 더럽고 부패한 혈액이 남아 시간

이 흐르면 감염을 일으키고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면서 악성 종양을 일으

킵니다. 어떤 사람은 괴혈병, 또 어떤 사람은 나병, 또 어떤 사람은 천연두와 

홍역에 걸리는 등 끊임없이 다양한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자신을 

정화하는 월경 중에 관계를 맺는 건 추잡하면서도 잔인한 일입니다.

  앞서 나온 고대인들은 이러한 경이로운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의지에서 비

롯되는 것으로 그들을 위협하는 불행과 어떤 거대한 무질서, 그리고 평소의 

모습이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불운한 자손을 통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

다. 피렌체와 피사 간 전쟁의 고난을 겪어야 했던 한 여성은 1254년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머리는 사람이지만 나머지는 말의 형상을 한 망아지를 낳은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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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했다는 사실은 고대인들의 주장이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교황 율리오 2세가 이탈리아에서 수많은 불행한 사건을 일으킨 기간과 1512

년에 루이 12세가 전쟁을 벌여 라벤나(Ravenna)79) 근처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진 기간 사이에 한 괴물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괴물은 머리에는 

뿔이 있고 2개의 날개가 있으며, 맹금류와 비슷한 발이 한쪽 있고, 무릎 관절

에는 눈이 있으면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의 성기가 있었습니다.

4. 종자80)의 양이 많아 생기는 일 

79) 이탈리아 북부, 아드리아 해안에 있는 고대 도시. 5세기 초 서로마 황제의 거주지였고, 그 후로도 

동고트 왕국의 수도ㆍ비잔틴 제국의 총독부 소재지 및 동서 무역의 교류지로 번영하였다. ‘표준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 1999.

80) 영문본에는 ‘seeds’라고 번역되어 있다.‘종자(種子)’라는 번역어는 동물 또는 사람의 혈통·품

종을 나타낸다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함의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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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포크라테스는 괴물이 생겨나는 건 너무 물질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아이를 낳거나 머리가 2개, 팔이 4개, 다리가 4개, 6개가 달

린 손발 등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게 많이 붙어있는 괴물 같은 아이가 태어난

다고 합니다. 반대로 종자가 부족하면 손이 하나뿐이거나 팔이나 다리, 머리

가 없거나 다른 팔다리가 부족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Saint Augustine)는 <신국론>81) 8장에 자신의 시대에 

동양에서 배가 하나인 아이가 태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위쪽부터 모든 게 2

배였지만 아래쪽은 모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머리, 4개의 눈, 

2개의 가슴, 4개의 손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여느 사람과 같아 꽤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81) 신국론[De Civitate Dei]: 아우구스티누스(Aurélius Augustīnus, 354~430)의 저작. 4세기 후반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은 로마제국에 위기를 초래해 410년 로마는 서고트족 아라릭의 침탈을 받았다. 

기독교는 이미 제국의 국교로서 지위를 획득하고 있었지만 제국 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종교의 신봉

자들이 쇠망의 원인을 기독교에 돌려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소리는 급속도로 고조되었다.『신국론』은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 이교도들의 기독교 비난에 대한 논박을 하기 위해 씌어진 책으로서 4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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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엘리우스 로디기누스(Caelius Rhodiginus)82)는 자신의 책 <오래된 중죄

Antique felons> 24권 3장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뤄진 두 

괴물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똑같은 것을 제외하면 몸은 완벽하

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지만 남성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림 3>에 나와 있는 여성은 25년을 살았는데 다른 괴물과는 비교해서 오래 

산 것이었습니다. 괴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불쾌하고 우울해지므로 

일반적으로 괴물은 오래 사는 경우가 드물고 보통 매우 짧은 생애를 보냅니

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은 1573년에 위대한 철학자 리코스테

네스(Lycosthenes)가 이 암컷 괴물에 대한 놀라운 점을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

입니다. 머리가 똑같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모든 게 일반 사람과 똑같았습니

부터 약 14년에 걸쳐 씌어졌다. 임석진 외, 2008, 『철학사전』, 중원문화

82) Caelius Rhodiginus(1469~1525): 베네치아 작가이자 그리스어 및 라틴어 교수였다. 그의 원래 이름

은 Ludovico 또는 Lodovico Celio Ricchieri이라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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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철학자에 따르면 머리 두 개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대한 욕망이 

같았고, 같이 말을 하고,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암컷은 집을 돌아다

니며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았는데, 사람들은 이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광경이 

매우 색달랐기에 기꺼이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괴물 생명체의 모습

이 사람들의 상상력에 남게 되어 야기되는 불안과 걱정이 임신한 여성의 태아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암컷은 결국 바이에른 공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79년에는 괴물과 함께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은 일이었습니다.

  은총의 해였던 1475년83), 이탈리아 베로나에서는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신

83) 은총의 해 또는 희년(禧年)은 고대 히브리 전통에서 50년마다 지내던 특별한 해이다. 모든 이에게 해

방을 선포하고 소유지를 돌려주는 희년은 재산을 잃고 인격적 자유마저 상실한 가정들에 회생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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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붙어있는 두 여자아이가 <그림 4>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부

모는 가난했기에 이 자연의 새로운 경이를 보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려 이탈리아의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았습니다. 

  1530년 파리 도심에서는 머리만 제외하면 모든 신체 부위가 온전한 남자를 

배에 달고 있는 40세 남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팔로 몸을 안고 있는 너무나 

기이한 모습이었기에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림 5>는 실제 모습입니다.

  토리노(Turin)에서 5리 떨어져 있는 퀴어(Quiers)의 피에몬테(Piedmont)에

서 1월 17일 저녁 8시에 한 선한 여자가 괴물을 낳았습니다. 얼굴은 각 부분

에 잘 붙어있었지만, 머리에는 기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숫양과 비슷한 크

기의 뿔이 5개 나 있었고 그중 하나는 이마에서 시작해 등 뒤 살까지 미혼    

여성의 두건처럼 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목 주변은 셔츠 깃처럼 겹겹이 살

로 덮여 있었고, 손가락 끝부분은 맹금류의 발톱 같았으며, 무릎은 햄 같았습

니다. 또한 발과 오른쪽 다리는 강렬한 붉은색이었지만 나머지 몸 부분은 온

통 어두운 회색이었습니다. 태어날 당시에는 너무나도 큰 소리를 내는 바람에 

산파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너무나 놀라 건물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소식은 곧 피에몬테 왕자 전하까지 전해졌고, 왕자가 괴물을 보고 싶어 하자 

여러 사람이 괴물에 대해 면전에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여기 <그림 

6>에 등장하는 괴물이 실제 모습입니다.

열어주고 평등을 회복함을 의미한다. 가톨릭에서는 서기 1300년 보니파시오 8세 교황 때부터 희년을 

지내기 시작했으며, 1475년부터는 모든 세대가 최소한 한 번은 희년을 지낼 수 있도록 25년마다 지내 

왔다. 가톨릭의 희년은 히브리 전통에 영성적인 의미를 더해, 신자들이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새

로이 하고 신앙을 증언하며 살도록 독려하는 의미를 지닌다. 

   참고 소스: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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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에 등장하는 괴물은 알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얼굴은 사람의 형상

이었으나 머리카락은 살아 움직이는 작은 뱀이 턱에서 자라나 있었습니다. 

1569년 3월 15일에 브로고뉴(Burgundy) 오툰(Autun)에 사는 변호사 보쉐론

(Baucheron)의 집에서 버터로 요리하려고 계란을 깨던 하녀가 이를 발견했습

니다. 계란 하나를 깨자 사람 얼굴을 했지만, 머리와 수염은 뱀인 괴물이 튀

어나왔고 하녀는 두려웠으며 너무나 기이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녀는 

이 계란의 흰자를 고양이에게 주었는데,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

았습니다. 남작이자 기사 단장이었던 남성은 이 사실을 알고는 괴물을 당시 

메츠에 있던 찰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1546년 파리에서는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여성이 머리는 2개, 팔은 2개, 다

리는 4개인 아이를 낳았는데 안을 보니 심장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은 

자식이 1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기에 저는 이 괴물을 집에 보관했는데, 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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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의 생성에 대하여> 4권 4장84)을 통해 두 개의 몸이 

있는 괴물이 심장이 2개라면 두 명의 남자나 여자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합니

다. 반면, 두 개의 몸에 심장이 하나라면 사람은 한 명인 것입니다. 이 괴물

이 태어난 것은 양이 부족해서 생긴 물질의 결함 때문일 수 있고, 자궁이 너

무 작아 생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2명의 아이를 만들려고 하

지만 너무 작거나 뭔가 부족해 종자가 제약을 받거나 너무 많아져 구체(球體)

에서 두 아이는 응고가 되어버리자 종자가 합쳐지고 통합되어 생겨납니다.

  1569년에는 투르(Tours)의 한 여성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머리가 하나인 쌍

둥이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제가 건네받았고, 당시 투렌국(Touraine) 전체에 

명성이 자자했던 이발사 겸 외과의사 마스터 르네 시레(René Ciret)가 해부를 

84) On the generation of animals (De generatione anima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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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이 마지막 두 괴물은 본 저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안 뮌스터(Sebastian Munster)는 1495년 9월에 브리스턴(Bristan마

을 웜스(Worms) 근처에서 몸은 온전하게 잘 형성이 되었지만 이마가 서로 붙

어있는 두 여자아이를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기술로도 이들을 

분리할 수 없었으며, 코는 거의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열 살까지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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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먼저 죽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제야 떨어져 분리되었습니다. 하

지만 살아남은 이는 먼저 죽은 사람과 분리되었을 때 입은 부상으로 곧 사망

했습니다. 이 두 소녀의 그림은 <그림 10>에 나와 있습니다.

  1570년 7월 20일 파리의 그라벨리에(Gravelliers) 거리의 종의 간판이 있는 

곳에서 아래 <그림 11>에 나오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외과의들은 남자아

이와 여자아이로 구분했는데, 성 니콜라 데 샹(St. Nicolas des Champs)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는 루이스(Louis)와 루이즈(Louise)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

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쁘띠-디외(Petit-Dieu)라고 불리는 피에르 제르맹

(Pierre Germain)이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테 페르넬(Matthee Pernelle)이

었습니다.

  1572년 7월 10일 월요일, 앙제(Angers)85) 근처의 퐁 드 세(Pont de Cé)에 

살아있는 30분 동안 세례를 받은 두 여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왼손에는 손

가락이 네 개 밖에 없었고 앞부분, 그러니까 턱에서 배꼽까지 붙어 있었으며, 

배꼽과 심장이 하나였지만 간은 네 개의 엽86)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85) 프랑스 서부에 있는 도시로 파리에서 300km 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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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우스 로디기누스(Caelius Rhodiginus)87)는 자신의 저서 <고전, 

Antiques>의 24권 3장에 은총의 해인 1540년 3월 19일에 이탈리아 페라라

(Ferrara)에서 괴물이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

기 마냥 크고 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었고, 2개의 머리 중 하나는 남자였고 여성이었습니다.

  조비아누스 폰타누스(Jovianus Pontanus)는 1529년 1월 9일 독일에서 4개의 

팔과 4개의 다리를 가진 남자아이를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왕 프란치스코 1세가 스위스와 화해를 한 바로 그 해에 독일에서는 

배의 정가운데에 머리가 있는 괴물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고, 그 머리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86) 현대 해부학적 분류에서도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 중 하나로, 네 개의 엽을 가지고 있으며 

오른쪽 가슴 안쪽, 즉 복부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87) 생몰연대는 1469년-1525년이며, 베네치아 작가이자 그리스어와 라틴어 교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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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2년 2월의 마지막 날, 파리에서 샤르트르(Chartres)로 가는 길에 위치한 

비아봉 교구에 페티트 국경이 있는 곳에서 경작을 하던 자크 마르샹의 아내인 

키프리안 지랑드(Cypriane Girande)가 <그림 16>에 등장하는 이 괴물을 낳았

지만 그 다음 일요일까지만 살았습니다. 

  1572년 부활절 이튿날 로렌(Lorraine)의 메츠(Metz)에 위치한 성령의 여관

에서 암퇘지 한 마리가 8개 다리와 4개 귀를 가지고 있고, 머리는 개이지만 

몸의 뒷다리가 위장까지 분리되어 하나로 합쳐져 있으며 주둥이의 반대쪽에 

두 개의 혀가 있는 돼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양쪽 위와 아래에 모두 4개의 

큰 이빨이 있었습니다. 성기를 봐도 수컷이니 암컷인지 구분할 수는 없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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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꼬리 아래에는 각각 항문 한 개가 있었습니다. 이 괴물의 모습은 앞서 언

급한 메츠 시에 살고 있는 매우 학식 있고 해당 분야에서 매우 경험이 풍부한 

브루주아(Bourgeois) 박사가 얼마 전에 저에게 보낸 그림에 묘사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 아이를 임신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

가는 것은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5. 임신 중에 여러 명의 자녀를 낳은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은 한 아이를 낳지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멋진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쌍둥이 또는 “베송(bessons)”이라고 불리는 아이를 낳습

니다. 3명, 4명, 5명, 6명 또는 그 이상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Empedocles)는 종자가 많으면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고 했습

니다. 스토아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궁에서 여러 개의 세포가 분리되고 합

쳐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씨앗이 퍼질 때 여러 자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합

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여성의 자궁에서는 오직 하나의 구멍만 발

견되기 때문입니다. 개, 돼지 등과 같은 동물의 경우는 여러 세포가 있어 여

러 마리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이 한 번의 임신으로 5명 이상의 아이를 낳을 수 없

다고 기록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Augustus Caesar)의 여자 하인은 

한 번의 임신으로 다섯 아이를 낳았지만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1554년 스위스 베른에 살던 닥터 존 기슬링거(John Gislinger)의 아내도 남

자아이 3명, 여자아이 2명을 낳아 총 5명의 자녀 출산했습니다.

  알부크라시스(Albucrasis)는 7명을 낳은 여성과 함께 자해를 하여 15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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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시킨 여성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자연사> 7권 1장을 통해 

이 중 12명을 낙태한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펠로폰네소스(Peloponnesus)

에서 네 번 출산한 여성을 만났는데, 임신할 때 다섯 명의 아이를 낳았고 대

부분은 살아 있었습니다.

  달레장스(Dalechamps)는 프랑스에서 진행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에나

의 보노벤처 사벨리(Bonaventure Savelli)라는 신사가 데리고 있던 노예가 임

신을 하여 7명을 가졌고, 그 중 4명은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

가 살던 시대에는 사르테(Sarte)와 메인(Maine) 사이의 상벨레이(Chambellay) 

근교 소(Seaux) 교구 근처에 말데무르(Maldemeure)라는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결혼 첫 해에 두 명의 자녀를 낳았고, 두 번째 해에는 세 명, 세 

번째 해에는 네 명, 다섯째 다섯 명을 낳고는 여섯째 해에 사망했습니다. 앞

서 언급한 여섯 명의 자녀 중 한 명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 분이 바로 앞서 

언급한 말데무르 경입니다.

  앙주(Anjou) 지방에 있는 계곡의 보포르(Beaufort)에서는 사망한 메이스 쇼

미에르(Mace Chaumiére)의 딸인 한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은 후 8~10일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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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서 또 다른 아이를 낳은 후 사망했습니다.

  마르티누스 크로메루스(Martinus Cromerus)는 <폴란드 역사History of 

Poland> 9권에서 크라쿠프(Krakow) 지방에서 매우 덕망 있는 여성이자 위대하

고 오래된 가문 출신으로 비르보슬라우스(Virboslaus) 백작의 아내였던 마거

리트(Marguerite)가 1월 20일에 36명의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쿠스 피쿠스 미란둘라(Franciscus Picus Mirandula)는 도로테아

(Dorothea)라는 이탈리아 여성이 2번 감옥에 있는 동안 스무 명의 자녀를 낳

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림 18>에서 볼 수 있듯 이 여성은 그녀의 목과 어깨에 

걸려 있는 큰 고리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해부학을 전혀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여러 명을 낳는 이유가 여성의 자궁에 

여러 개의 세포와 부비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7개 중 3개는 남성의 

오른쪽에, 3개는 여성의 왼쪽에 그리고 7번째는 자웅동체의 중앙에 있다고 주

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은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구멍 각각을 다시 10

개로 나누어 확인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배에서 여러 

명이 태어난 것은 종자의 다양한 부분이 흩어져 여러 세포가 받아들였기 때문

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성이나 권위로 뒷받침되는 건 아닙니

다. 오히려 이는 감각과 관찰에 반하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책에서 이

러한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4장을 통해 쌍둥이나 

다태아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손 위의 여섯 번째 손가락, 

즉 물질의 과잉으로 매우 풍부 해져 둘로 나눠지는 시점에 이르면 쌍둥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적절한 때에 자웅동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

면 자웅동체도 물질의 과잉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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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웅동체와 안드로지니에 

대하여

  자웅동체나 안드로지니88)는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로 프랑스어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뜻의 ‘옴메스 엣 펨페’라 불립니다. 

(그리스어로 안드로지니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자와 남자를 일컫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만큼이나 많이 종자를 뿌렸기 때문

입니다. 발달에 있어 항상 서로 닮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남성의 물질

에서 비롯된 남성과 여성의 물질에서 비롯된 여성은 때로 두 성별, 즉 자웅동

체가 한 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는 바로 자웅동체 남성입니다. 완전한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으며, 음낭과 

엉덩이에 있는 회음부에 음문 형태로 생긴 구멍이 있지만 몸 안에 있지 않아 

정액이 이를 통해 나오지 않습니다. 자웅동체 여성은 잘 형성이 되어 종자와 

생리를 배출하는 외음부 위 서혜부 가까이에 남성의 성기가 있으나 표피가 없

고, 발기가 되지도 않으며, 여기서 소변과 정자가 나오지도 않으며 음낭이나 

고환의 흔적도 없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자웅동체는 완전히 번식이 불가

능한 상태로 성기도 매우 불완전 하여 서로 나란히 있거나 위나 아래에 위치

하고 있어서 소변을 배출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자웅동

체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서로 도움을 주어 번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법 모두 자신이 원하는 성기를 선택해

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성기를 제외하

고는 다른 성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그로 인해 비롯될 수 있는 불운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기 성기를 차례대로 사용해서 상호간

88) 안드로진androgyne 혹은 안드로지니androgyny. 남성Andro 젠더와 여성Gyny 젠더가 혼합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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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쾌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맞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들의 오른쪽 젖꼭지는 남성의 것이고, 왼

쪽 젖꼭지는 여성의 것이라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가장 전문적이고 박식한 의사와 외과의들은 자웅동체가 한 쪽 성기를 다른 

성기보다 더 사용하는지, 아니면 둘 다 사용하는지, 둘 다 사용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기가 남성의 성기 크기에 맞는지, 여성의 생리가 

남성의 성기를 통해 흐르는지를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얼굴과 

머리카락만 보아도 부드러운지 거친 지, 말투는 남성미가 넘치는지 날카로운

지, 젖꼭지가 남성과 여성 중 누구의 것과 같은지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몸의 기질이 강건한지 허약한지, 담대한지 두려움을 잘 

느끼는 사람인지, 남자와 여성의 다른 행동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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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는 사타구니와 엉덩이 주변에 체모가 많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일

반적으로 대부분 여성은 엉덩이에 체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 성기

의 굵기와 길이에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 발기는 잘 할 수 있는지와 성기에

서 나오는 정액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여성과 관계를 

맺는 자웅동체가 털어놔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남성과 여

성이 서로 하나가 되거나,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웅동체의 성기가 여성보다는 남성에 가깝다면 남

자라고 불리고, 여자에 가까우면 여자라고 합니다. <그림 19>처럼 두 성기가 

서로 비슷한 경우에만 자웅동체나 ‘남성 여성’이라 일컫습니다.

  1486년에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근처 팔라티네이트(Palatinate)의 로르

바르키(Rorbarchie)라고 불리는 도시에서 태어난 2명의 쌍둥이는 등을 맞대고 

있는 자웅동체로 <그림 20>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이스투(Boistuau)가 말하길 베네치아와 제네바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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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한 날에 이탈리아에서 팔이 4개이고, 다리는 4개인 괴물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머리는 하나뿐이었지만, 나머지 몸의 비율은 정확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취리히 외과의인 자크 루에프

(Jacques Rueff)도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기록했는데, <그림 21>처럼 

두 여성이 함께 붙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7. 남성으로 변질된 여성의 잊을 수 없는 이야기 

  작가 아마투스 루시타누스(Amatus Lusitanus)는 에스게이라(Esgueira)라는 

도시에서 여자아이 마리 파체카(Marie Pacheca)가 월경을 시작할 때가 오자 

생리가 아니라 몸 안에 숨어있던 남성이 나와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로 바뀌었

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의 옷으로 바꿔 입고는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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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에서 마누엘(Manuel)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인도에서 오래 무역을 하며 체

격을 키우며 큰 돈을 벌어 포르투갈로 돌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작가는 남

성이 아이를 낳았는지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턱수염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생 쿠엔탱(Saint Quentin) 왕의 세금을 걷는 앙투안 로퀴노(Antoine 

Loqueneux)는 얼마 전에 랭스의 백조 여관에서 60세 남자를 본 것이 틀림없다

고 했습니다. 14살까지는 여성으로 살았지만 멋대로 놀고 장난을 치며 살다 

하녀와 밤을 보내면서 남성 생식기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를 눈

치채고는 교회의 권한으로 이름을 잔(Jeanne)에서 장(Jean)으로 바꿔버렸고, 

남자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샹파뉴(Champagne)의 비트리 르 프랑수아(Vitry-le-Francois)에서 왕의 수

행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양치기로 일하던 제르멩 가르니

(Germain Garnie)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르맹 마리

(Germain Mari)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평균 체격의 다부진 몸집을 가진 마

리나의 청년은 빨갛고 다소 두꺼운 수염을 가지고 있었지만 15살까지는 여성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성스러운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여자 아이들과 

놀 때는 비슷한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 후 15살이 되었을 때 밭에 있다가 

돼지 한 마리를 잡으려고 힘차게 쫓다 밀밭을 가게 되었고, 도랑이 있어서 그 

위를 뛰어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생식기와 남성의 성기

가 발달하여 인대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 울면서 바로 집에 돌아

와 배에서 내장이 빠졌다고 말하니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

다. 의사와 외과의가 함께 논의를 주고받은 끝에 이제는 더 이상 여성이 아니

라 남성라고 판명을 내리게 되었고,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농코트(Lenoncort) 

추기경인 비소(Bisho)에게 보고하니 자신의 권위로 의원회를 소집하여 남자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 이름이었던 마리가 아니라 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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멩이라고 하며 남자 옷을 주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와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7권 4장을 통해 플리니우스도 비슷하게 여자아이의 성별이 바뀐 

사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들은 점쟁이들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 

무인도에 고립되어 갇혔습니다. 제가 보기엔 점쟁이들이 그런 판단을 내릴 만

한 근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괴물 같은 것은 나쁜 징조이

자 전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괴물들을 쫓아 추방시켜 버렸습니

다.

  여성이 남성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들보다 내부에 많

은 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성은 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질의 

냉기로 외부에 있어야 하는 것도 내부에 얽매여 고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시

간이 흐르면 열을 제대로 내뿜지 못한 것이 어린 시절의 몸에 습도로 남아 더

욱 뜨거워지고, 격렬해지고, 활동성이 높아지게 되어 어떤 폭력적인 움직임으

로 내부의 것을 밀어낼 수 있게 되면 충분히 여성이 남성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근거와 주장이 여럿 있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언제나 가장 완벽한 것으로 향해 가지 불완전한 쪽으로 일어나지는 않

기 때문입니다.

8. 종자의 양의 부족해 생기는 예 

  전에도 언급했듯 종자의 양이 부족해지면, 이와 비슷하게 한 개 이상이 부

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는 2개지만 팔은 1개인 아이, 팔이 하나도 없는 아이, 팔이나 

다리가 없는 아이, 전에 말했듯 다른 부위들이 없는 아이, 머리는 2개이고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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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인 아이, 그 외 나머지가 멀쩡한 아이도 <그림 22>처럼 등장할 것입니

다. 

  1573년에 저는 파리의 성 안드레 데 아츠에서 기즈에서 3리 떨어진 파르페

빌(Parpeville) 출신의 아홉 살 난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피에

르 르나르(Pierre Renard)였고, 어머니는 마르게트(Marquette) 였습니다. 이 

괴물은 오른손에 손가락이 2개밖에 없었고, 팔은 어깨부터 팔꿈치까지는 정상

이었으나 팔꿈치부터 두 손가락까지는 매우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

다. 다리가 없었지만 오른쪽 엉덩이에서 기형적인 모습을 한 발이 네 발가락

을 가지고 나와 있었습니다. 왼쪽 엉덩이에는 가운데 발가락 2개가 나와 있었

는데 그 중 하나는 거의 남자의 성기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은 

<그림 23>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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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코니(Gascony)의 베이란 주의 도시에서 1562년 11월 1일에 머리가 없는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파리 의학부의 섭정 의사였던 오탱(Hautin)씨가 <그림 

24>에 있는 괴물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찍은 사진을 저에게 주었는데, 분명 괴

물을 보았다고 확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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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어떤 사람은 파리에서 팔이 없는 40세 남자를 보았는데, 다른 사람

들은 손으로 할 법한 모든 행동을 강인하고 혈기 왕성하게 해내고 있었습니

다. 다른 사람들이 팔로 하는 것만큼이나 세게 남자는 어깨 부분과 머리로 나

무토막을 도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자는 카터로 채찍 소리를 내는 

등의 여러 동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발을 이용해서 먹고, 마시고, 카드와 주

사위 놀이를 하였는데 이 모습은 <그림 25>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만 남자는 결국 강도, 도둑, 살인자가 되어 구엘더스(Guelders)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교수형을 당하고는 바퀴에 묶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하게도 파리에서 팔이 없는 여자가 천을 자르고, 바느질

을 하는 등의 여러 행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유행병에 대하여, On Epidemics> 2권을 통해 히포크라테스는 안티게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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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genes)의 아내가 뼈가 없이 온통 살로 되어 있었지만 모든 부분은 정상

인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남성은 30일에서 35일, 여성은 40일에서 

45일 동안 괴물같이 생긴 것은 보거나 생각하도록 강요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한 번 아이가 형성이 되고 나면 여성이 맹렬하게 괴물 같은 것을 

보거나 상상한다고 하더라도 상상력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에 아이가 정상적

으로 형성이 되었다면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9. 상상력으로 괴물이 만들어지는 경우89) 

  자연의 비밀을 찾아낸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엠페도클레스와 같은 

고대인들은 기괴한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한 끝에 어떤 대상이

나 환상적인 꿈을 통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 순간에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열정적인 상상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0장에서 모세의 권위로 

어떻게 야곱이 장인인 라반을 속이고 지팡이 사용해 물 구유로 가축을 풍요롭

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숫염소와 암염소가 서로 다른 지팡이를 보고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새끼 양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상상력은 종자와 

번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줄무늬와 특징은 태어난 염소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에티오피아의 역사에 관한 책 10권을 통해 헬리오도

로스(Heliodorus)는 히두스테스(Hidustes) 왕에게 잉태된 에디오피아의 여왕 

페르시나(Persina)가 백인인 것은 아름다운 안드로메다(Andromeda)의 모습을 

상상 속에서 소환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임신할 당시 헬리오도로스는 눈

89) 상상력은 자연의 통상적인 작용을 변조하는 물리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가령, 모반母

班 이론, 즉 임신 중에 모친의 욕구불만이 출생아의 반점으로 나타난다는 속설은 이미 히포크라테스

의 『과잉수태에 관하여』De la superfétation에서 제시되었던 개념이다. 조르주 캉길렘 지음, 여인

석, 박찬웅 옮김, 2020, 「5. 기형과 괴물적인 것」, 『생명에 대한 인식』, 그린비,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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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작가인 다마스케네(Damascene)는 어머니가 임신을 할 때 침대 발치

에 붙여 있었던 체모와 수염으로 몸이 뒤덮인 대 예언자 요한의 사진을 너무 

강렬히 쳐다보았기 때문에 기형적이고 흉물스러운 곰처럼 털이 많은 여자아이

를 낳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히포크라테스도 비슷한 이유로 간통으로 기소

된 공주를 도와주었는데 남편과 공주 모두 흰 피부였음에도 무어인처럼 검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관례상 침대에 붙어있었던 아이가 무어인의 

초상화와 비슷하다고 주장했기에 공주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으로 하얀 장소에서 갇힌 원추라기(토끼)와 공작새

가 흰 새끼를 낳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임신을 하여 

아직 아기가 형성되지 않은 시기(남성은 30~35일, 여성은 40~42일 동안)에는 

괴물 같은 것을 보거나 상상하라고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아기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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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고 나면 여성이 뚫어져라 괴물 같은 것을 보는 것과 상관없이 상상력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가 이미 형성이 되었다면 변화는 이루어지

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티커(Stecquer)라는 한 마을에 있는 색소니(Saxony)에서 <그림 27>처럼 

네 개의 발은 황소를, 눈과 입, 코는 송아지를 닮았지만, 머리 꼭대기에는 둥

근 살점이 달려 있는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승려의 두건 같

은 모양이 달려있었고, 허벅지는 짓이겨진 모양이었습니다. 소의 손과 발 외

에도 괴물같이 흉측한 신체 부위를 가진 괴물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1517년 비에르(Biére) 숲의 보이스르로이(Bois-le-Roy) 교구의 퐁텐블로

(Fontainebleau)로 가는 길에 개구리 형상의 얼굴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왕의 포병대 외과의인 장 벨랑거(Jean Bellanger)는 하르모이(Harmois) 궁정

을 대동하고 아이의 얼굴을 보려고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는 왕의 대리인으로 

존경받는 신사였던 자크 브리봉(Jacques Bribon)과 멜룬(Melun)의 부르주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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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에티엔 라도(Etienne Lardot)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이름은 

에스미 프티트(Esme Petit)였고, 어머니의 이름은 맥데일린 사르부캣

(Magdaleine Sarboucat)이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위트가 있던 벨랑거는 괴

물이 태어나게 된 경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

다. 아이 아버지는 아내가 열이 났을 때, 이웃 부인 중 한 명이 열을 내리려

면 살아 있는 개구리를 죽을 때까지 손에 꼭 쥐고 있으라고 조언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과 잠자리에 들면서 손에 개구리를 들고 있게 

되었고, 그날 밤 서로를 껴안고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어머니

의 상상력의 힘으로 괴물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0. 자궁이 좁거나 작아서 생기는 일 

  괴물은 자궁의 너무나 좁은 부분을 통해 생기는데, 이는 배가 완전히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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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전에 나무에 붙어있는 채로 작은 그릇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 자라지 못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완전히 다 자라지 않게 하려고 강아지를 작

은 바구니나 좁은 그릇에 두고 키우는 여성들도 이에 대한 원리를 잘 알고 있

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땅에서 태어난 식물도 땅에서 자라다가 바위나 다른 

딱딱한 물체가 막으면 구부러져 자라고, 한쪽은 두껍지만 다른 쪽은 가늘어지

게 됩니다. 이처럼 아기들도 엄마의 자궁에서 기형적으로 자라게 될 수 있습

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생식에 관하여On Reproduction>에서는 작은 곳에서는 

몸이 불구가 되고 결핍이 이뤄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

다.

  엠페도클레스(Empedocles)90)와 디필루스(Diphilus)91)는 히포크라테스와 비

슷하게 이는 종자가 부족해서 변형이 생기거나 자궁에 잘못 착상되어 생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녹이려는 물질이 잘 식지도 않고, 정화되지 않아 제

대로 준비가 덜 되거나 틀이 거칠거나 제대로 된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면 메

달과 훈장이 제작되어도 결함이 있고, 보기 흉하고 일그러진 모양이 될 것이

기에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어머니가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임신 중 배를 너무 

꽉 묶어서 괴물로 형성이 된 경우 

  우연히 자궁이 선천적으로 자리가 넉넉하다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이 다리를 

꼬고 있거나 재봉사나 태피스트리를 하는 경우는 배를 꽉 조인 경우가 많아서 

90) 엠페도클레스 μπεδοκλῆς. BC 493 - BC 430.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람, 불, 물, 흙으로 이루

어져있다고 주장하였다. 

91) 디필루스 Δίφιλος. 시프노스 섬 출신의 고대 그리스 의사. BC 3세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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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구부러져 있거나 척추에 장애가 있거나 기형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

는데 몇몇은 <그림 29>에 나오는 것처럼 손발이 뒤틀리는 있는 경우가 있습니

다.

  <그림 30>은 1582년 5월 16일에 센스(Sens) 시에서 죽은 여자의 몸에서 부

패된 채로 발견된 놀라운 아이의 초상화입니다. 어머니는 68세로 자궁에 아이

를 28년을 배고 살았습니다. 아이는 거의 공 모양처럼 둥글게 모아진 채로 살

았는데 한 손에 장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가 제대로 된 모습을 하

고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 왕이었던 막시밀리안(Maximilian)의 의사였던 마티아스 코르낙스

(Matthias Cornax)도 확인한 것으로 4년 동안 자궁에 아이를 배고 있었던 여

성의 자궁을 해부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브뤼쉘의 의사인 에기디우스 에르타지스(Egidius Hertages)도 13년 동

안 죽은 아이의 뼈를 옆구리에 가지고 다녔던 여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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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요안네스 랑기우스(Joannes Langius)도 아킬레우스 바사로스(Achilles 

Bassarus)에게 쓴 편지에서 에베르바흐(Eberbach)라는 도시 출신의 한 여인의 

자궁에서 10년 전에 죽은 아이의 뼈가 몸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

다.

12.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부딪히고 넘어져서 아이에게 충격이 전해진 경우

  산모가 자궁에 충격을 받거나 일정 높이에서 넘어지게 되면 태아의 뼈가 부

러지거나 관절이 빠지거나 뒤틀려 불구가 되거나 꼽추, 기형 등의 결함이 일

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산모의 자궁에서 병이 들거나 성장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영양분이 자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

은 괴물이 산모가 먹거나 먹고 싶어하는 더러운 음식이 부패해 번식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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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임신한 직후에 쳐다보기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는 누군가

가 체리, 자두, 개구리, 쥐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그들의 유두 사이

에 던져 넣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3. 유전병으로 괴물이 생겨난 경우 

  선천적인 기질이나 부모의 특징으로 아이들이 기괴한 모습으로 기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꼽추가 꼽추 아이를 낳는 것은 명백한 일로 너무 꼽추가 커

서 앞뒤에 있는 혹이 너무 위로 올라와 있어서 등껍질에 머리를 감추는 거북

이처럼 어깨 사이에 머리가 감춰집니다. 몸 한쪽을 끌고 다니는 여성은 똑 같

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고, 양쪽 엉덩이가 불구인 여성은 오리처럼 뒤뚱

거리며 걷는 아이를 키웁니다. 코가 평평한 사람은 코가 평평한 아이를 키우

고, 가끔 어설프게 말하며 더듬거리는 사람은 아이들도 비슷하게 어설프게 말

합니다(프랑스어로 ‘Balbutier’는 말을 더듬어서 단어를 제대로 발음을 하

지 못하는 것을 뜻하고, ‘Bredouiller’는 어설프게 말을 해서 한 단어를 

2~3번 발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작으면 아이들도 키가 매우 

작아 난쟁이 같습니다. 부모가 특별히 신체적인 결함이 없다면 아이들도 다른 

기형적인 특징이 없습니다. 너무나 마른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부모도 매우 

말랐습니다. 배가 크거나 키가 크고 엉덩이가 다른 사람보다 두툼하다면 부모 

모두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아이들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통풍 환자는 아이들

도 통풍에 걸리고, 부모가 똑똑하지 않다면 아이들도 대개 지능이 떨어집니

다. 이와 비슷하게 간질병 환자는 간질을 앓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 특별하지도 않아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진리를 눈으로 목격할 수 있기에 더 이상 자세히 말을 이어 나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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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에 나병 환자가 나병

을 앓는 아이를 낳게 된다고 기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는 태도나 말투, 얼굴 표정과 몸짓, 심지어 걷고 침을 뱉는 행동까지도 아이

들이 닮을 만한 정말 다양한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확히 이렇다

는 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부모가 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

들은 이 장애가 아무것도 유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생긴 기이한 일들 

  성 장 당글리(Saint Jean d’Angely) 외곽에서 무레(Muret) 대위 하에 있던 

군인 프랜치스크(Francisque)는 배에 권총을 맞았는데, 그 부위는 바로 배꼽

에 튀어나와 있는 ‘섬’이었습니다. 총알을 발견하지 못해 빼내지 못해서 군

인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지 9일 후에 엉덩이에서 

총알이 나왔고, 3주후에야 완전히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군인을 담당한 

의사는 프랑스 군대 의과의인 마스터 시몬 크리네(Simon Crinay)였습니다. 성 

오밤-브-아로니에(Saint-Aubam-aux-Baronniers) 도피네(Dauphiné)주의 영주 

자크 파페(Jacques Pape)는 샤세네(Chasenay)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몸을 관통

하는 세 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목덜미 근처를 지나쳐 폐관 

오른쪽의 인후부 아래쪽에 박혔는데, 아직까지도 총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남자는 심한 열, 목 주변의 거대한 종양과 같은 부작용을 겪으며 끔찍한 사고

를 견뎌야 했습니다. 남자는 10일 동안 가끔 묽은 죽을 먹는 것을 빼고는 아

무것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기는 했지만 결국 남자는 건강을 회복

하게 되어 현재도 잘 살고 있습니다. 도피네 주의 몽뗄리마(Montelimar)에 사

는 전문 외과의인 마스터 자크 달람(Jacques Dalam)이 상처를 치료해주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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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렉산더 베네딕트(Alexander Benedict)는 3권 9장에서 등에 화살을 맞아 

부상을 당한 한 마을 사람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화살을 뽑긴 했지만 화살촉

이 몸에 남아 있었고, 길이는 2개 길이로 양쪽이 뾰족했습니다. 외과의는 오

랜 시간동안 찾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찾는데 실패하고 상처를 봉합해야 했습

니다. 2달 후에 화살촉이 엉덩이로 나왔습니다.

  같은 장에는 바늘을 삼킨 베니스 여자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2년 후 

소변을 보다 바늘이 나왔는데 돌덩어리 같은 물질로 뒤덮인 채로 주변이 

끈적한 액체로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섬세한 옷장수 기욤 게리에(Guillaume Guerrier)의 아내 캐

서린 팔란(Catherine Parlan)은 유태인 게토 지역인 쥐스베리(Juisverie) 거

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들판을 오르던 중에 핀셋 케이스에서 바늘

이 하나 나와서 오른쪽 엉덩이에 뺄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나고 팔란은 바늘이 찌르는 것 같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4

개월이 지나고 저를 찾아와서는 남편과 사랑을 나눌 때 오른쪽 사타구니에 심

각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느껴진다는 위치에 손을 대보니 

거칠고 딱딱한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완전히 녹슬

어 있던 그 바늘을 간신히 빼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이한 일로 여겨질 만

합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바늘의 날카로운 부분이 위를 향하여 허벅지 근육을 

가로질렀음에도 농창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 사람의 몸에서 생겨난 돌

  1566년, 마스터 로렌스 콜만(Laurens Collmen)의 아이들은 돌을 빼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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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능숙했습니다. 재봉사들이 의례 바느질하는 물건에서도 호두만큼 굵은 

것을 빼내기도 했습니다. 환자의 이름은 피에르트 코캉(Pierte Cocquin)으로 

파리의 모베르(Maubert) 광장 가까이에 있는 갈랑드(Gallande) 가에서 거주하

며 현재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제가 자리한 곳에서 환자 안에 돌은 바늘과 함

께 왕에게 바쳤고, 앞서 나왔던 콜로스(Collos)는 연구에 사용하라며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기이한 것들 것을 징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1570년에 페라라(Ferrara) 공작부인은 장 콜로(Jean Collo)에게 와서 몬타

르기스(Montargis)에 사는 가난한 제빵사의 방광에서 돌을 빼라고 명령했습니

다. 돌 무게는 6온스로 주먹만큼 두꺼웠는데 그 모습은 그림에 잘 나타나 있

습니다. 공작부인의 의사로 지식이 풍부하고 의학적 경험이 많은 군주 프랑수

아 루세(Francois Rousset)와 조세프 자벨(Joseph Javelle)이 참석한 자리에

서 그는 제빵사의 몸에서 돌을 빼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알았던 공

작부인은 제빵사의 치료비용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장에서 내려온 두 개의 작은 돌이 요관92)을 막아버려 죽고 말았습니다.

92) 신장에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관. ur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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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6년에 앞서 언급한 로렌스라는 이름의 장 콜로의 형제는 왕의 외과의로 

여러 번의 수술을 하며 매우 전문적인 기술로 돌을 빼냈습니다. 파리에서도 

방광에서 3개의 돌을 빼냈는데, 돌은 각각 건강한 통통한 하얀 계란의 두께만 

했으며 3개 모두 무게를 재면 3온스 이상이었습니다. 상처가 봉합된 후에 남

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말리(Marly) 

출신으로 성은 성기를 잡아당긴다는 의미의 타이어 빗(Tire-vit)이었습니다. 

10살 때부터 방광에 돌이 있었기 때문에 성기를 잡아당겼고 그런 이유로 그렇

게 불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방광과 몸 전체를 통해 배출하는 특성과 힘 때문

에 자극을 유발되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성기 끝 부분이 따끔

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는 대개 소변과 관련된 신체 부위에 모래

나 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책 <돌멩이들Des Pierres>(158

3)93)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방광에 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성기 끝부

분이 가렵고 따끔합니다. 타이어 빗에게서 나온 돌은 생 모레 데 포세스

(Saint-Maure-des-Fossés)에서 왕에게 바쳐졌는데, 태피스트리를 만드는 사람

의 망치로 하나를 까보니 황갈색의 복숭아 씨앗처럼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장 콜로 형제는 저에게 캐비닛에 넣어두라며 이 기이한 것을 주었

93) 프랑스어로 Pierre는 돌이나 바위를 의미한다. 이 말은 그리스어 πέτρος, 라틴어 petra에서 유

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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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는 여러분이 그 모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 32>에 가능한 비슷하

게 묘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고대인들이 우리에게 글로 남겨준 돼지, 개 등 다양한 모양을 

가진 동물 사체의 신장을 보아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데일샹(Dalechamps)씨는 허리의 농창이 있는 한 남자를 수술했습니다. 여러 

번 신장결석을 무시해버린 탓에 허리의 농창으로 결국 누관이 생기게 되었습

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말이나 마차를 타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유행병Epidemics> 5권에 라리사(Larissa)에 있는 60세의 

하녀 디세리스(Dyseris)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그 하녀는 물렛가락94) 같은 

크기와 두께를 가진 날카롭고 단단한 돌을 자궁에서 내보내는 것과 같은 고통

을 느꼈습니다. 파리 의학부 섭정 의사인 자크 홀리에르(Jacques Hollier)는 

<심장의 박동Palpitation of the Heart> 1권에 4개월간이나 소변을 볼 때 고

통을 겪었던 여성이 결국은 죽고 말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해부를 해보

니 신장과 요관은 건강하게 온전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심장에는 여러 작

은 농창이 있는 다소 큰 돌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해에 생 오노레(Saint Honoré) 가에 살고 있던 전문 옷감 재단사 장 브루

리에(Jean Bourlier)가 저를 방문했고, 무릎에 있는 농창을 열자 아몬드처럼 

두껍지만 하얗고 딱딱하며 광택이 나는 돌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치료를 

잘 마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살아있습니다.

  그랜드(Grand)는 관장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엉덩이에서 호두만큼이나 

두꺼운 돌을 제거하고 나자 갑자기 모든 고통과 아픈 증상이 사라지게 되어 

매우 만족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생 유스타슈(Saint Eustache)에 살던 여성에게도 일어났는데, 

94) 물레로 실을 자아낼 때,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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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성은 하르페(Harpe) 가의 교차로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엔지니어인 선장 어거스틴(Augustin)은 의학부 섭정 의사 비올렌

(Monsieur Violaine)씨와 파리 외과의 클로드 비아르(Violaine)를 저와 함께 

불러 손가락 반 개 길이로 깃털만큼 두꺼운 혀 아래에 있는 돌을 제거해 달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쉽게 떼어 내기 힘든 돌이 또 하나 더 있었

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돌은 신체의 모든 부위, 즉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의 관절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렌체

(Florentine) 의사인 안토니우스 베니베니우스(Antonius Benivenius)는 1권 

24장에 앙리 알레만(Henry Alleman)이라는 한 남자가 기침을 하는 동안 헤이

즐넛처럼 두꺼운 돌을 뱉었다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16. 남성, 여성, 작은 아이의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특정한 기이한 동

물에 대하여 

  커다란 세계, 즉 대우주에는 두 개의 큰 빛, 태양과 달이 있는 것처럼 인간

에게도 이를 비추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커다란 세계의 소우

주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우주는 4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커

다란 세계도 이와 같이 바람, 천둥, 지진, 비, 이슬, 증기, 증발, 우박, 일

식, 홍수, 불모, 비옥함, 돌, 산, 과일, 다양한 종의 동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작은 세계인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95) 바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

다. 이는 바람이 부는 농창과 바람 같은 산통(産痛)이 있는 장(腸)에서도 관

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러 마리의 개구리가 내는 것과 같은 소리

95) 세계와 인체 사이, 즉 대우주와 소우주 간의 상응을 논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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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여성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엉덩이에서 나오는 소리는 대포를 쏘는 것과 

같은 소리를 냅니다. 대포 조각이 땅을 향한다 하더라도 대포 연기는 포병이

나 가까이 있는 사람의 코를 찌릅니다.

  비와 홍수는 수포성 농창이나 수종에 걸린 사람의 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

다. 지진은 열이 있는 가난한 사람이 몸 전체를 오들오들 떠는 오한이 있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식은 실신을 하거나 심부전에 걸리거나 자궁

이 막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돌의 예는 방광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서 돌을 

빼낼 때를 의미합니다.

  과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굴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체리나 매실, 소르

비아 사과, 무화과, 오디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임신한 여성의 강렬한 상상력이나 왕성한 식욕, 

과일을 아무 생각 없이 만졌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몸의 어떤 부분의 베이컨 껍질, 또 어떤 사람은 쥐, 가재, 가자미와 같은 모

양과 성분을 가지고 상상력으로 인해 태어납니다. 이는 이성적인 힘과 결합되

는 상상의 힘이 있다면 이성을 벗어나지 않아도 왁스처럼 부드러운 태아는 어

떤 형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보면, 누군가 이런 모습

을 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면, 어머니는 임신 기간 동안 식욕이든 어떤 일로 

인해 태아가 변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96) 그러면 임산부를 

불안하게 하거나, 당장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보여주거나, 동물이나 동물 사진

을 상기시키거나, 기형이 있거나 기이한 임산부에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위

험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번식에 관한 책에 위와 같은 내용을 

책에 넣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을 위해서만 글을 쓰

는 것은 아니니 다시 주제로 돌아가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96) 이 대목은 이 책의 9장에서 상상력으로 인해 기형이 발생한다는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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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곱추 혹은 두껍고 많은 종양이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불임과 가뭄은 

정신없이 바빠서 계속 열을 소비해서 육체가 거의 모두 소비되는 사람들을 의

미합니다. 다산은 엉덩이가 크고 배가 불룩해 살이 찐 사람입니다. 갈라진 피

부로 큰 몸뚱어리를 데리고 다닐 수 없다면 항상 눕거나 앉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번식하는 동물로는 이, 빈대, 사면발이97) 등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들입니다.

  울리에르(Houlier) 씨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사람을 치료했으

나 두통으로 사망하고 말았다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몸 안을 열었을 때 뇌에

서 울리에르 씨는 계속 바질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전갈이라고 생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시푸스(Chrysippus), 디파네스(Diphanes), 플리니우스는 

바질이 두 돌로 짓이겨져 태양에 노출되면 전갈이 이로 인해 태어나게 될 것

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퍼널(Fernel)씨는 코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코가 납작한 군인에 대해 기록했

습니다. 이 때문에 손가락 반 정도 두께의 털이 있고 뿔이 나 있는 두 마리의 

벌레가 몸에 남아있는 썩은 배설물에서 생겼습니다. 벌레 때문에 남자는 20일 

만에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젊은 남자는 허벅지 바깥쪽 중간에 농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생시킨 동물을 꺼낸 왕의 외과의 자크 길레모(Jacques Guillemeau)는 

97) 음모에 기생하는 이. 프티루스 푸비스phthiriasis pubis. 음모슬 (陰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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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그 동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유리병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한 달 

동안 두었는데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표시한 수치는 여기에 나와 있습

니다.98)

  뒤레(Duret)씨는 오랜 지병을 앓고 난 후 포르셀레티(Porceleti)라는 이탈

리아인이 붉은색 쥐며느리나 지네와 비슷한 살아있는 동물을 막대로 내쫓았다

고 말했습니다.

  찰스 드 맨스펠드(Charles de Mansfeld) 백작은 최근 고열이 계속되어 괴로

워하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모습과 비슷한 동물을 막대로 내쫓았습니다. 

  개구리, 두꺼비, 뱀, 도마뱀, 하피99)와 같은 다양한 동물 형태들도 이와 

같이 태아가 잘 형성되는 여성의 자궁에서 만들어집니다.

  자궁에 남아있는 특정 배설물이 부패하여 생길 수 있는 뱀을 비롯한 다른 

생물체를 여성이 자궁에서 내쫓아 버리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통해 보이는 것처럼 두껍고 길면서도 털이 많은데다 뿔 모양의 돌기가 있는 

벌레는 우리 신체를 갉아먹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은 여성이 

목욕을 할 때 우연히 뱀 같은 독이 있는 생물체가 산란을 하여 물에서 알을 

깨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여성은 우물에서 물과 함께 오물을 

98) 수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른 자료를 활용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99) 라틴어 하르퓌아Harpuia라는 이름의 신화적 동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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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올려 목욕을 하고, 땀과 열기로 인해 모든 모공이 크게 열리기 때문이라

고 합니다. 하지만 종자의 생성력은 뜨거운 물 때문에 옥죄어 소멸합니다. 

<괴물에 대하여De Monstres>(1573) 19장에는 사실 자궁의 문은 성교나 월경을 

제외하고는 전혀 열리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콜 플로렌틴(Nicole Florentin)은 이런 동물과 하피를 뿔올빼미100)에 비

교하고는 이들을 야생동물이라고 일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롬

바르디아(Lombardy) 여성에게 자주 일어났기에 고대 사람들은 하피를 ‘롬바

르드(Lombard)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성들은 건강한 젊은이처럼 하나

의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기에 이들을 ‘자궁 형제’라고 부르면서,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말을 할 기회를 주었다고 <구르동Gourdon> 7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폴리(Naples) 지역 여성들은 이들이 먹는 나쁜 음식에 매우 

민감한데, 태어날 때부터 벨벳 위보다는 모슬린101) 위를 더 선호했기 때문입

니다. 즉, 이들은 우아하게 다듬으려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 아니라 과일이

나 허브와 같은 풀과 맛이 이상하거나 영양가가 없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기에 부패로 인해 이런 동물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베르(Joubert)씨는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실수>를 통해 두 명의 이

탈리아 여성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한 여성은 중고 옷 상인의 아내였고, 다른 

여성은 벨벳 옷을 입은 점잖은 사람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 같은 달에 기이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옷 상인의 아내의 아이는 작아서 꼬리가 없는 쥐를 닮았

고, 점잖은 여성의 아이는 뚱뚱한 고양이 같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까만 피

부를 가지고 있었고, 출산을 하자마자 이 괴물은 벽과 침대 사이의 공간으로 

기어 올라가 침대 기둥에 붙어 있었습니다.

  리코스테네스(Lycosthenes)는 1494년에 성령이라 불리는 광장에 살던 크라

100) 올빼미목의 올빼미과에 속하는 동물. Bubo virginianus.

101) 모슬린. muslin. 평직으로 짠 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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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프(Krakow)의 한 여성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 여성은 등에 살아있는 뱀이 

붙어있는 죽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뱀은 이 작은 죽

은 생명체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레비너스(Levinus)는 <주술, 자연> 1권 8장을 통해 우리가 놀랄 만한 이야

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한 여성이 조언을 구하러 왔는데, 선

원의 아이를 임신하고 보니 자궁이 너무나 부풀어 올라 막달까지 아이를 임신

하고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9개월이 지나고 산파를 불러 힘을 

주니 형체가 없는 살덩어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양쪽에는 팔 길이만한 것이 

붙어 있었는데, 해면동물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매부리

코, 기다란 목, 반짝이는 눈, 뾰족한 꼬리, 활발히 움직이는 발을 가진 괴물

을 낳았습니다. 괴물은 자궁에서 나오자마자 콧노래를 크게 불렀고 휘파람으

로 방 전체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으려고 여기저기를 뛰어다니자 

여성은 자신의 몸을 던져 베개로 질식사를 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완전히 기진

맥진하여 너덜너덜해진 이 불쌍한 여성은 이 괴물 때문에 고통을 당해 괴로워

하는 남자아이를 낳게 되었고 세례를 받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야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루벤(Louvain)102)에서 온 의사인 코르넬리우스 젬마(Cornelius Gemma)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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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에 쓴 책 <자연의 신성한 특징에 대하여De naturae divinis 

characterismis>에서 15세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아이는 머

리부터 발끝까지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다가 엉덩이로 배설물과 함께 살아있는 

동물을 낳았습니다. 길이는 1.5피트로 엄지손가락보다 굵었으며 실제 자연산 

뱀장어와 너무나 닮아서 긴 털이 달린 꼬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고는 부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래 사진은 책에 수록한 그림과 비슷합니다.

  프랑스군 외과의인 피에르 바르케(Pierre Barque)와 베르둔(Verdun)에 사는 

외과의 클로드 르 그랑(Claude Le Grand)은 불과 얼마 전에 베르둔에 사는 그

라보닛(Grasbonnet)이라는 남자의 아내를 치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뱃속에 농창이 있었고, 배를 열자 손가락만큼이나 두껍고 머리는 뾰족한 벌레

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벌레는 내장을 갉아먹어서 오랫동안 궤양으

로 대변을 빼내야 했지만 결국에는 완치되었습니다.

  피렌체 의사인 안토니우스 베니베니우스(Antonius Benivenius)는 40세의 소

목장이인 장(Jean)이라는 사람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심장 통증을 

겪어 죽음의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려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

지만 뾰족한 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남자는 의사 안토니우스를 찾

아가게 되었고, 덕분에 고통을 오래 겪은 남자가 결국 썩은 부패한 물질을 많

이 토해낼 수 있었지만 고통이 씻은 듯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구토제를 달라고 요청했고, 남자는 네 번째 손가락 길이로 동그랗지만 두툼한 

완두콩 두께인 붉은 머리의 벌레를 많은 물질과 함께 토해냈습니다. 지렁이는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 총 4개의 발이 있었고 꼬리는 초승달 모양으로 갈라

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농창에서 돌, 분칠, 자갈, 석탄, 달팽이 껍질, 밀이나 풀의 

날, 불, 털과 같은 살아있거나 죽은 이상한 물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102) 벨기에의 중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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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것들은 여러 세대를 통해 다양한 변형과 변화를 거

쳐 온 것이기에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비옥한 자연은 훌륭한 소

우주에 비례하여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큰 세계(대우주)의 살아있는 이

미지에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이 모든 행동과 움직임을 소우주에

서 보여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한 결코 게을러지

지 않습니다.

  저는 1568년에 역병에 관한 논문을 쓰며 엉덩이에서 뱀 모양의 6패덤

(fathom=1.8미터) 길이의 벌레를 빼낸 여성에 대해 적었습니다. 세대, 종, 차

이점, 다양한 색상, 모양에 대해 해당 장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17. 무한한 섭리를 통해 자연이 반박하는 이상한 것들

  피렌체 의사인 안토니우스 베니베니우스(Antonius Benivenius)는 어떤 여성

이 1년 동안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고 놋쇠바늘을 삼키고 있을 수 있었다고 기

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위에 큰 고통이 느껴졌지만 여러 의사를 만나도 

여성이 삼킨 바늘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

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흐르고 배의 작은 구멍을 통해 갑작스레 바늘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파리 프레슬 대학(Collége de Presle)에서 공부를 하는 부르주(Bourges) 출

신의 샹벨랑(Chambellant)이라는 남자아이는 ‘그라멘(gramen)’이라 불리는 

풀잎을 삼킨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갈비뼈 사이에 온전한 모습으로 박혀 

있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고인이 된 의학부 의사 퍼널

(Fernel)씨와 휴지에(Huguet)씨의 치료를 받고 나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늑

막과 늑골 사이에 있는 근육에 구멍을 내서 폐에서 앞에서 말한 풀을 빼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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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는 덕분에 나을 수 있었고, 아직도 살아있

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 카브롤레(Cabrolle)는 몽펠리에(Montpellier)에서 4리 떨어진 작은 

도시인 솜미에르(Sommieres)에서 온 외과의 프랑수아 길레멘트(Francois 

Guillement)가 도둑들이 반 피트 길이로 엄지손가락만큼 두꺼운 뿔로 만든 손

잡이가 있는 칼을 삼키라고 한 양치기를 돌보고 치료하였다고 했습니다. 6주 

동안 몸 안에 칼이 있으니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고, 양치기는 너무나 마르고 

매우 수척해졌습니다. 결국 사타구니 아래에 농창이 생기게 되었고 유명한 몽

펠리에 의사인 주베르(Monsieur Joubert) 씨가 칼을 빼내고 보니 심각한 악취

와 내뿜으며 감염된 고름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연구를 위해 칼을 보관하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매우 놀라우면서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이

한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의사가 된 자크 길레모(Jacques 

Guillemeau)는 몽펠리에에 있었던 주베르 씨 서재에서 칼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드 로앙(de Rohan)씨에게는 귀옹(Guion)이라는 바보가 있었는데, 귀옹은 손

가락 세 개 정도 길이의 날카로운 칼의 끝 부분을 삼켜버렸습니다. 12일 후, 

엉덩이로 나왔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귀옹이 칼을 삼

키는 모습을 본 브리타니(Brittany)에서 온 신사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뱃속에 죽은 아이가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뼈는 배꼽에서 

나오고, 살은 자궁의 좁고 기다란 부분과 엉덩이를 통해 나와 종기가 생겼습

니다. 믿을 만한 유명한 의과의 2명이 이와 비슷한 장면을 2명의 여성에게 목

격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부크라시스(Albucrasis)는 위와 같은 증세를 보인 여성을 치

료하기도 했습니다. 치료 경과가 좋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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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식사나 발작으로 3일간 움직이지도 않고, 숨을 쉬는 것 같지도 않으며, 

동맥에서 맥박이 느껴지지도 않는 여성을 보는 일도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친구들은 이미 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몇 명 여성을 산 채로 매장했습니

다.

  퍼널(Fernel)씨는 한 젊은이가 운동을 많이 한 후 심한 기침을 하다 막으로 

둘러싸여 하얀 점액이 가득 차 있는 계란만큼이나 두꺼운 농창을 배출하게 되

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틀 동안 피를 토하며 고열에 시달리긴 했지만 결국 

나을 수 있었습니다.

  노트르담 파리(Notre-Dame-de-Paris) 거리 모퉁이에 사는 드 플뤼르

(de-Pleurs)라는 이름의 옷을 파는 상인의 아이는 22개월 일 때 쇠거울 조각

을 삼켜서 음낭에까지 도달하게 되어 이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이

의 사체는 파리 의학부 섭정 의사인 르 그로스(le Gros)씨 입회 하에 흐피텔 

드외(Hfitel-Dieu) 외과의인 발타자르(Balthazar)가 해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사망한 이유가 궁금했던 나는 드 플뤼르의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그 사건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지갑에 들고 다니던 거울 조각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거울의 모양과 크기가 이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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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발레스쿠스 데 타란테(Valescus de Tarante)는 자신이 진귀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한 베네치아 소녀가 자다가 손가락 네 개 정도 

길이의 바늘을 삼켰는데, 10개월 후에 방광을 통해 소변과 몸 밖으로 나왔다

는 것이었습니다.

  1578년 10월에 40세의 미망인으로 생 모르 레 포세스

(Saint-Maur-les-Fossés)에 살던 티에네트 샤티에(Tiennette Chattier)는 3일

간 열이 나는 학질로 담즙을 심하게 토해냈습니다. 털이 있고 모두 형태와 색

깔, 길이, 두께가 같은 벌레 3마리가 발견되었고, 꺼낸 뒤 벌레는 까맣게 변

해갔지만, 먹이가 없어도 8일을 살아 있었습니다. 생모르 이발사는 이 벌레를 

의과대학 의사이자 부교수인 밀로(Milot)씨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이 미망인

을 치료한 의사는 저에게 벌레를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에르 르 페브르

(Messieurs le Févre), 르 그로(le Gros), 마레스코(Marescot), 그리고 의학

박사 쿠르탱(Courtin)도 그곳에서 벌레를 보았습니다.

  저는 파리 근교 뮤동(Meudon)의 맨카처(Mancarcher)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번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그는 몇 번이나 절도죄를 저질

러서 수감되었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지고 교살당하는 형을 의회 법원에서 받

았으나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올바르게 판단한 것으로 항소할 이유

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왕은 도시의 의사로부터 여러 사람이 결

석, 복통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훼이트어쳐

(Waitearcher)와 보스카게 수도사(monseigneur de Boscage)가 이 병으로 고생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듣기로는 그 병이 사람의 몸에 생기는 것을 보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베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총독이 이 병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 

나온 맨카처의 몸에 구멍을 뚫어 검사를 하고는 다시 꿰매고 내장을 다시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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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붕대를 감고 잘 보살펴 주었기에 며칠 만에 나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면되면서 돈도 함께 받았습니다.

18. 몇 가지 이상한 것들

  알렉산더 베네딕트(Alexander Benedict)는 빅토아르(Victoire)라는 여성이 

치아를 모두 잃고, 대머리가 되었지만 80세에 다시 치아가 났다고 <프라티끄

Pratique>에 기록했습니다. 안토니우스 베니베니우스도 1권 83장에 자크

(Jacques)라는 도둑이 죽은 후에 심장이 체모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벨레이(Vellay) 지방 생 디디에(St.-Didier) 시 행정관 베르몽(Bermon)의 

아들인 베일(Baille)은 오른쪽 눈 위 이마에 무엇인가 자라나더니 눈앞을 덮

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절단하기를 바랐고, 오래 지나지 않

은 얼마 전에 절단하였습니다. 저는 많은 체모가 자라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점액 물질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단 후 8일 만에 상처는 

완전히 봉합되었습니다.

  올리언스(Orleans)에 사는 에스티엔 테시에르(Estienne Tessier)는 매우 정

직하면서도 예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발사이자 외과의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올리언스에 사는 하사인 찰스 베리넬(Charles Verignel)을 진료하고 치

료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른쪽 넓적다리를 구부리는 힘줄 두 개를 완

전히 절개하여 상처를 치료하니, 남자는 넓적다리를 구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힘줄 끝 부분을 서로 꿰매어 잘 치료하여 장애가 남지 않을 수 있

도록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여기서 젊은 외과의에 대해 주목할 만 한 점은 무

엇을 하든지 간에 똑같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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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칼에 찔리고, 화살을 맞

고, 권총이 몸을 관통해도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뇌 물질의 손상

으로 머리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보았고, 대포가 발사되는 바람에 팔다리를 

잃었지만 결국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보았고, 상처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작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크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

람도 보았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유행병에 관하여On Epidemics> 5권을 통해 

사타구니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화살촉으로 인해 6년 간 고통을 받았지

만 신경, 정맥, 동맥에 아무런 상처를 남기지 않아 오랫동안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남자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

크라테스처럼 질병에는 인간이 합리화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 있

다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장황하게 말하거나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않았더라면 질병에 관한 기이한 일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

할 수 있었을 겁니다.

19. 변질과 부패로 인해 생겨난 괴물의 예

  부아스투아우Boistuau는 <경이로운 것의 역사Histories prodigieuses>에서 

아비뇽(Avignon)에 있을 때 좋은 덮개로 잘 싸여진 망자의 납관을 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안에 공기가 없었음에도 안에도 뱀이 나와 물렸는데, 독성이 

너무 강해서 이로 인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뱀이 

사체가 부패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티스트 레옹(Baptiste Leon)은 교황 마르틴 5세 시대에 숨 쉴 수 있는 공

간이 없는 커다랗고 단단한 돌에서 살아있는 뱀이 발견되었다고 기록했습니

다. 저는 여기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뫼돈(Meudon) 마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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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포도밭에서 크고 두껍고 단단한 돌을 쪼갰습니다. 구멍이 하나도 없는데

도 살찐 살아있는 두꺼비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두꺼비가 태어나 자라 

살 수 있었는지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때 채석공이 말하기를 자기는 

그런 동물과 비슷한 동물을 여러 번 봤기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

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생물들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 설명할 수 있

을 겁니다. 돌에서 나온 습한 물질이 습기로 부패하게 되면 이러한 생물이 나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 종자가 혼합하여 섞이는 경우 

  반은 동물이고 나머지는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괴물들이 있습니

다. 이 괴물은 수간을 하는 사람과 무신론자가 동물과 함께 결합하여 부자연

스럽게 인간의 경계를 벗어나 생깁니다. 이로 인해 괴물을 보거나 말하는 사

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몇 마리 태어났습니다. 사실 정

직하지 못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하고 끔찍한 일로써, 남성과 여성이 짐승과 섞여 교미하는 것

은 크나큰 공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

인 반인반수가 태어납니다.

  자연은 항상 비슷한 것들을 재현하려고 노력하기에 여러 종의 동물이 함께 

살아갈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퇘지가 암양을 덮치면 돼지 머

리가 있는 양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미생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보리에서 보리 밀알이 아니라 밀이 나오거나, 살구

나무에서 살구가 아니라 사과가 달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종류

와 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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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3년에 한 아이가 배꼽 위로는 어머니를, 배꼽 아래로는 개를 닮은 아이

가 태어났습니다. 윗부분은 어머니와 형태 및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이는 자

연이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아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배꼽 아래

부터는 개와 형태 및 모양이 매우 비슷했는데, 바로 개가 아버지였기 때문이

었습니다. 볼라테라누스(Volateranus)는 <그림 37>에 나오는 이 아이를 당시 

교황에게 보냈으며, 카단(Cardan)은 <다양한 것들에 관하여> 14권 64장에 아

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코델리우스 로디기누스(Coelius Rhodiginus)는 <고대인들the 

Ancients>(1573)의 32장에서 크라탱(Cratain)이라는 한 양치기에 대한 이야기

를 합니다. 양치기는 자기가 소유한 염소 한 마리에게 잔인한 욕망을 행했습

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치기와 비슷한 인간의 형상을 했지만, 염소와 비슷

한 몸을 가진 아이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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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년에 리에주(Liége)에 가까운 한 마을의 암퇘지는 머리와 얼굴은 사람

과 같은 모습이었으나 손과 발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돼지인 새끼를 낳았습

니다. (Fig. 39)

  1564년 브뤼셀의 워모스브록(Warmoesbroeck) 가에 사는 조스트 딕퍼드

(Joest Dickpert)라는 남자의 집에서 암퇘지가 6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 중 한 마리는 인간의 얼굴과 팔, 손을 가지고 있어 어깨까지는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개의 뒷다리와 궁둥이는 돼지의 모습이었고, 

돼지의 성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퇘지는 어느 돼지와 같이 돌보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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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 살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암퇘지까지 

죽게 되었고, <그림 40>에는 돼지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571년 안트베르펜(Antwerp)에서 동료 인쇄업자의 아내 미쉘(Michel)이 <황

금발Golden Foot> 간판의 장 몰린(Jean Mollin)의 집에서 성 토마스 축일에 

아침 10시경 진짜 개와 같은 모습을 한 괴물을 낳았습니다. 목은 매우 짧았

고, 목은 거의 새와 같았습니다. 여성은 조산을 했기 때문에 오래 살지는 못

했습니다. 출산을 할 때 너무나 놀랄 만한 끔찍한 소리를 내며 태어났으며, 

집의 난로로 떨어졌으나 화덕 가까이에 있던 아이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

니다. 그리고 <그림 41>처럼 그 모습이 그림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103 -

  1224년 베로나 근교에서 암말이 사람의 머리를 했지만 나머지는 말의 모습

을 한 숫망아지를 낳았습니다. 사람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우는 소리가 들

리면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 괴물을 본 한 사람이 너무 놀라 죽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불려가 이 괴물이 어떻게 태어났고 왜 죽

였는지에 관한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답했으며, 그 결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1573, 1575)

루이스 셀레(Loys Celée)는 존경하는 작가의 글에서 한 암탉이 사자를 잉태하

고 새끼를 낳았는데 정말 기이한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본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73년 4월 13일에 소금 측량관 장 폴레(Jean Poulet)의 집이 있는 세잔

(Sezanne)의 외곽에 위치한 참베노이스트(Chambenoist)에서 새끼양이 태어났

습니다. 조금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이 양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지만, 귀 아래에 칠성장어 모양과 비슷한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멜룬(Melun)은 머리가 세 개였는데, 머리 하나에서 울음소리가 나면 다른 머

리 3개도 똑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멜룬 시에 살고 있던 외과의사 장 벨랑제

(Jean Bellanger)는 멜룬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림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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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습니다. 두 쌍둥이 여자아이 그림과 개구리 머리를 한 괴물 그림이 파리에

서 팔리게 되었는데,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괴물은 신성하면서도 신비한 경이로운 것들이 존재하며 완전히 자연에 반하

여 부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괴물은 철학적인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명확히 견해를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서를 통해 자궁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특정 별자리의 방향으로 움직여 자연

적으로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버트(Albert) 왕국에서 농장을 운영하

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j)는 소가 반은 송아지이고, 반은 인

간인 새끼를 낳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고 형을 선고해서 그와 송아지를 

화형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버트는 점성술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특별한 별자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자 풀려나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버트 경의 판단

이 선한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신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에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비롯하여 자연에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성

술사의 의견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서 논쟁과 증명은 이들에게 그저 맡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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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합니다. 예레미야 10. 하나님은 별에도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

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573, 1579)>

  이제 저는 연관이 되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싫고, 보기도 듣기도 너무 끔찍

하고 기괴한 그림과 이와 관련한 여러 괴물에 대해 더 이상 쓰지 않으려고 합

니다. 보이스투가 말했듯 호색한들을 벌하는 이야기로 가득 찬 신성하고도 세

속적인 이야기를 한 후에 무신론자와 수간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자연에 대

항해 짐승과 결부한다는 이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 아우구스티

누스는 이런 호색한을 처벌하는 것은 신을 저버리고 어둠에 빠져 미쳐가는 사

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임을 인지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조언을 따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21. 사악하고 음탕한 거지의 계략103)

  제가 1525년 앵거스(Angers)에 있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나쁜 

불량배이자 거지가 이미 악취가 나고 감염이 진행되고 있던 목을 맨 사람의 

팔을 잘라 조끼에 매달아 한쪽을 작은 포크에 기대게 했습니다. 자기 본래 팔

은 등 뒤에 망토로 가려서 사람들이 목을 맨 사람의 팔이 자기 것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그는 개신교 교회일지 모르는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성 안토니

오의 자비로 팔을 돌려 달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어느 성 금요일에 사람들

은 그 팔이 진짜라고 생각하며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 거지가 한참 팔을 이

리저리 움직이다가 땅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재빨리 팔을 주우려고 할 때 몇

103) 앞선 20장까지 파레는 괴물이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21장부터는 

논조가 달라진다. 21장부터 34장까지 파레는 괴물의 모습을 가장한 사기꾼들의 수법을 공개한다거나, 

미신적인 치료법들을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파레는 미신적인 치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으며 합리

적인 의학적 치료법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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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사람들은 교수형을 당한 사람의 팔이 거지의 것이 아니며 팔은 두 개 모두 

건강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그는 포로로 끌려가 채찍을 맞아야 했

습니다. 판사의 명에 따라 목과 배 앞에 썩은 팔을 매달고는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22. 가슴에 궤양이 있는 듯 행동하는 여자 거지의 속임수

  브리타니(Brittany) 도시 비트레(Vitré)에 사는 외과의 제한 파레(Jehan 

Paré) 형제는 뚱뚱하고 등치가 있는 한 매춘부이자 거지가 어느 일요일에 개

신교 교회일지 모르는 곳 문 앞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에 궤

양을 하나 달고 있었는데 암으로 인한 궤양 때문인지 앞쪽에 있는 린넨 천에 

더러운 물질이 많이 흘러나와 보기가 매우 흉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여

자 얼굴을 보니 매우 밝고 건강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궤양이 흘러

나온 주변 부위는 하얗고 색이 좋으며 나머지 몸 상태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런 젊은 여자는 뚱뚱하고 덩치가 있으면서도 빰이 통통한데 궤양을 앓고 있

을 없다고 생각했기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르알루에(l’Aloué)라고 불리는 교회 부서장을 불러와 사기라는 것을 좀 더 

확실히 할 테니 자기 병원으로 데려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자가 도착했을 

때 가슴 부분을 벗기니 겨드랑이 아래에 있는 스폰지가 동물 피와 우유로 적

셔져 가득 채워져 있었고, 작은 낡은 파이프로 궤양이 위치한 캔의 가짜 구멍

으로 혼합물이 흘러내려 앞쪽에 린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결국 궤양이 거짓

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가져야 가슴에 펴고 적신 

후 검은색, 초록색, 노란색 개구리 껍질을 들여 올려 볼레아메니와 달걀 흰

자, 밀가루를 붙였다가 떼어냈습니다. 여자는 그제야 실토를 하였고, 이들은 



- 107 -

여자의 유두가 매우 건강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가 드러나

자 르알루에는 여자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문을 받고 나서 여자는 사

기임을 자백했고, 이런 사기로 끌어들인 사람은 잠자리를 하는 거지라고 답했

습니다. 그 또한 다리에 궤양이 있는 척을 하고 소의 비장을 다리에 끼워서 

양 다리에 낡은 헝겊으로 잘 붙이고 꿰매서 실제처럼 보이게 한 사람이었습니

다. 정상보다 더 두 배는 더 크고 보기 흉하게 만들려고 비장에 구멍을 몇 개 

만들고 그 위에 피와 우유로 만든 혼합물을 누더기 위에 뿌렸습니다. 알로에

는 행방을 알 수가 없었던 거지이자 도둑, 사기꾼을 찾으라고 명령했고, 이 

매춘부에게는 채찍을 가져오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자는 그 당시 매듭으

로 만들어진 채찍으로 채찍질을 당하고는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23. 나병 환자 행세를 하던 거지가 벌인 사기

  그로부터 1년 후에 나병 환자 행세를 하는 거지가 등장했습니다. 개신교 교

회일지 모르는 곳의 문에 기대어 돈 통을 올려놓은 수건과 함께 여러 종류의 

동전을 펼치고는 오른손에는 추를 들고는 다소 크게 딸깍하는 소리를 냈습니

다. 얼굴은 크게 농포가 퍼져 있었지만 사실 강력한 접착제로 선명한 붉은 색

으로 칠한 것으로 나병 환자와 비슷한 색깔이었습니다. 보기에 너무나 끔찍했

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동정하며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앞서 나온 의사는 남자에게 다가가 얼마나 병을 앓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비탄에 잠겨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로 자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나병을 

앓고 있었으며 부모님도 나병으로 돌아가셨으며 팔다리는 조각조각 떨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목에 천을 두르고, 겉옷 아래에는 왼손으

로 목을 쥐어짜고 있었는데, 이는 얼굴에 피가 몰려 더 끔찍하고 흉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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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조각으로 호흡 기관에 고통을 주고 막아서 쉰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병환자는 옷을 벗지 

않고는 오래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숨을 고르기 위한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남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안고 의사는 곧장 치안판사에게 가서 남자에 대한 진실을 밝

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치안 판사는 그를 반갑게 맞이한 후 나병환자가 병

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조사하라고 허락하며 집에 데려갈 수 있도록 했

습니다. 의사가 가장 먼저 목에 두른 천을 풀고는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었습

니다. 그러자 얼굴에 있던 농포는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고, 남자의 얼굴은 어

떤 병의 흔적도 없이 건강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 후 남자의 옷을 벗기니 

나병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치안판사는 곧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자를 감옥에 넣었습니

다. 3일 후 남자는 심문을 받게 되었고, 치안판사가 남자에게 오래 일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온전한데 도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의 행동을 

비난하자 남자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성 존스 병(St. John’s disease), 성 피아크레(St. 

Fiacre) 병, 성 마인(St. Main) 병과 같은 것을 따라하는 것 말고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병이 다른 병을 걸린 척을 할 때 보다 

소득이 좋았습니다. 결국 남자는 3번 연속으로 토요일에 채찍을 맞아야 했으

며 목에는 돈 통을 가슴 위에 걸고 등에는 추를 매달고는 나라에서 영원히 추

방당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채찍을 맞는 마지막 토요일이 되자 사람들

은 채찍을 때리는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때려라! 때려라! 나병이니 아무것

도 느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외침에 사람들은 채찍을 더욱 심하게 내리쳤

고, 결국 남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은 채찍질 때문에 남자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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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맞아 생긴 상처가 더욱 벌어졌기 때문이었지만, 남자의 죽음이 국가로서는 

큰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지들은 밤에 찾아와 잠잘 곳과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들을 불

쌍히 여겨 안으로 들여보내면, 문을 열고는 다른 거지들까지 들어와 물건을 

뺏고는 들여보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선의가 있는 사람들이 종

종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살해를 당하거나 물건을 빼앗기는 일이 있습니

다. 

  어떤 사람은 꼴이 말이 아닌 누더기를 머리부터 덮어쓰고는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똥 위에서 잠을 자는데, 학질에 걸린 사람처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구걸을 합니다. 이들은 심한 병에 걸린 척을 하기에 불쌍한 사람들이 돈을 건

네기도 하지만 사실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더 잘 속이려고 서로를 알아보고 인식하는 특정 속어를 사

용합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선을 베풀면, 이들은 사악함과 

기만으로 그저 보답할 뿐입니다.

  여성들은 출산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려고 배에 깃털이 있는 베개를 집어넣

습니다. 그러고는 분만하는데 필요한 린넨 천 같은 것들을 구걸합니다. 이런 

사람은 파리에도 있었습니다. 

  물로 희석한 향료나 표백제로 황달에 걸린 것 같아 보이게 만든 사람은 황

달에 걸려서 온 얼굴과 팔다리, 가슴에 거무튀튀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런 

속임수는 눈 흰자위만 봐도 쉽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황달이 처음 나타난 부

위인 얼굴을 물로 적신 린넨 조각으로 닦아보면 속인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

니다. 사실상 이런 도둑과 꾀병을 부리는 사람, 사기꾼은 게으름을 피우려고 

구걸하는 것 말고 다른 기술을 익히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사실 철저히 악행

을 저지르는 것뿐입니다. 포주와 거래를 하는데 더욱 교묘해지고, 마을과 도

시 전역에 독극물을 뿌리고, 반역을 저지르고, 스파이 행세를 하고, 훔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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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강도질을 하는 등의 다른 악행을 사실 그 누가 익히려 하겠습니까?

  스스로 멍을 만들고, 몸에 뜸을 들이고 낙인을 찍고, 약초를 사용해서 상처

를 만들고 몸을 더 흉측하게 보이게 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팔다리를 부러트리고, 눈을 멀게 하고, 혀를 잘라버리고, 가슴을 눌러 함몰시

켜 버립니다. 번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며 더 거지처럼 보여서 돈을 

몇 페니라도 더 받아내려고 이런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두 아이를 나귀 위의 바구니에 집어넣고는 약탈을 당해 집이 

불에 타버렸다고 소리를 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양의 배를 가져다 자기 배

의 아랫부분에 붙여버리고는 파열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며 수술을 해서 고환

을 절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조 선수처럼 두 블록 공중제비를 하고, 재주를 넘으며 지

나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작은 장신구를 유물로 가져왔다고 말

하며, 값싼 장신구를 착한 마을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은 목에 다리를 걸고 있기도 합니다. 장님에 귀머거리, 발기불능 행세를 하며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사기만 아

니라면 모두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 

클로드, 성 마인, 성 마투랭, 성 하버트나 아우어 레이디 오브 로레토(Our  

Lady of Loretto)로 여행을 가는 척을 하면서 공동선을 위해 세상을 보고 배

우라며 보냅니다. 그러고는 거지 친구들에게 도시 이곳저곳에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새롭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뚱뚱한 거지가 귀머거리, 벙어리이면서 불구자인 척을 했습

니다. 그래서 그가 파리 도장이 찍혀 있는 은색 악기를 바바리(Barbary)에서 

얻었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사기꾼임이 밝

혀졌고 성 베네딕트(Saint Benedict)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관리자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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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판사가 요청하여 저는 그 다른 외과의를 대동하고 교도소로 가서 남자를 

검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리 빈민국의 신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

니다. 

  왕의 고문이자 수석 외과의인 앙브루아즈 파레104), 폐하의 일반 외과의인 

페에르 피그레이(Pierre Pigray), 파리의 외과의인 클로드 비아르(Claude 

Viard)는 바로 이 날, 빈민 보호자의 요청으로 성 베네딕트 교도소에서 머물

고 있는 오른쪽 귀가 3분의 1이 사라진 나이가 40세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오른쪽 어깨에는 뜨거운 쇠로 지진 것 같은 자국이 

있습니다. 더욱이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처럼 속이고 있었는데, 그의 동료는 

엉덩이뼈가 없기 때문이라며 뼈가 변기에 있다고 말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이전에 앓았던 질병 때문에 후들거림이 생겼다는 것인지 합당

한 증거도 없으며 그저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목덜미에서 혀가 

뽑혔다는 엄청난 사기를 치기에 입을 검사했습니다. 혀는 어떤 질환도 없이 

온전히 붙어있었고, 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부위가 제대로 붙어 있었습니

다. 하지만 남자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은색 악기를 사용했는데 전혀 말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귀머거리

라고 말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귀를 잘랐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남자는 누군가 이빨로 자기 귀를 잘랐다는 식으로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빈민국 신사들은 위의 보고서를 받아보고는 이 사기꾼을 생제르맹 데 프레

(St. Germain des Pres) 병원으로 이송하고 은색 악기는 압수해 버렸습니다. 

밤에 남자는 꽤 높았던 벽을 타고 루앙(Rouen)으로 도망쳐버렸고, 거기서도 

사기를 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남자는 체포되어 채찍질을 당했으며, 노르망디 

공국에서도 도시의 가난한 자들의 고삐와 고통을 얻어 내쫓겼습니다. 

104) 저자인 파레가 본인의 이름을 객관화하여 지칭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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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성 피라르크 병에 걸린 척하는 울타리 매춘부이자 거지 그리고 엉덩이에

서 나온 길고 두꺼운 가짜 내장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의학부 박사 플레셀(Flecelle)씨는 플레셀즈

(Flesselles)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저를 찾아와 파리

에서 2리 떨어진 곳에 별장이 있는 샹피니(Champigny) 마을까지 동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고 의사가 안뜰을 거닐고 있을 때, 뚱뚱하고 살

집이 있는 젊은 여자가 경의를 표하며 자선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며 속치마와 

슈미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때 여자의 6인치 정도 되는 두꺼운 장이 보였

는데, 엉덩이 사이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엉덩이에서는 농창과 비슷한 액체

가 흘러나왔기에 허벅지와 슈미즈가 완전히 더러워져 있었고, 보기에 너무나 

보기 싫고 추했습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으니 여자는 약 4년 

정도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의사가 여자의 얼굴과 몸의 상태를 주의 

깊게 보고 나니 여자는 너무 뚱뚱하고 살집이 있어서 수척해지고, 마르고, 정

신없이 바쁘지 않으면 이렇게 심각한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래서 의사는 한 번 크게 화를 내며 여자의 배 아래를 여러 번 차서 여자가 쓰

러지게 한 다음에 큰 소리와 함께 창자가 엉덩이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

러고는 의사는 여자가 사기를 친 내용에 대해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여자

는 이것은 소의 장으로 두 개 중 하나는 엉덩이에 매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에는 피와 우유가 섞여 있었고, 여기에 여러 구멍을 뚫었기에 흘러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속임수를 알아챈 즉시 의사는 여자의 배를 여러 번 더 걷어찼

고, 여자는 죽은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하인을 부르려 집으로 들어갔

고, 경사를 보내 여자를 잡으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뜰

로 통하는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본 여자는 갑자기 한 번도 맞지 않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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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나가기 시작했고, 그 후로는 다시 그곳에서 여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선명한 것은 이 못생긴 창녀 거지 여인이 나타나 파리 빈민

국 신사들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기를 요청하면서 분만을 잘못해서 자궁이 떨

어져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후에 

신사들이 외과의를 불러 장을 검사했는데, 이 소의 방광은 공기가 반이 차 있

었고 피로 여기저기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방광의 좁고 기다란 부분을 

매우 교묘하게 자궁 도관 깊숙이 넣은 스펀지로 방광에 가장 끝부분에 놓고 

묶었습니다. 그러자 스펀지는 채워져, 부풀어 올라 빵빵해졌습니다. 힘을 이

용하지 않고는 빼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혈관이 떨어지

지 않고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 신사

들은 여자를 체포해 감옥에 넣었습니다. 관리인이 그녀의 등 뒤로 첫 캐롤 소

리를 낼 때까지도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고, 그 후 파리에서 영원히 추방되었

습니다.

25. 뱃속에 뱀이 있는 척한 노르망디에서 온 뚱뚱한 여자 

  1561년에 낙담한 표정을 한 뚱뚱하지만 몸의 균형이 잡힌 30세정도 되어 보

이는 젊은 여자가 노르망디에서 왔다고 하며 선한 여자와 가정부의 집으로 가

서는 자신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삼밭에서 잠깐 잠에 들었

다가 배에 뱀이 들어가게 되었다며 사람들이 자기 배에 손을 두고 뱀의 움직

임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뱀은 밤낮으로 자기를 물어뜯고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자를 동정하여 만날 때 마다 자선을 베풀었고, 

여자는 여기에 좋은 구경거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자비로운 여인

은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의학부 섭정의사인 홀리에르(Hollier)씨와 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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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사가 된 제르맹 슈발(Germain Cheval)을 불러 이 불쌍한 여자의 몸에서 

‘용’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 여자를 진찰한 홀리

에르씨는 대변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다소 강력한 약을 써서 뱀이 나올 수 있

도록 했지만, 결국 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시 논의를 한 

끝에 저는 자궁의 목에 검경을 넣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래서 우리는 여자를 ‘신분증’이 놓여있는 침대에 눕히고는 검경을 넣어 뱀

의 머리나 꼬리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의 상복부 근육이 움직여서 생기는 움직임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움직임은 동물 때

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근육을 움직이는 것뿐이었

습니다. 

  여자를 두렵게 하고 진실을 더욱 파헤쳐 보고자 우리는 더욱 강력한 새로운 

약을 써서 여자로 하여금 결국에는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강력한 약을 다시 먹는 게 두려워진 나머지 뱀이 없다고 말하

고는 자선을 베푼 여자에게 인사조차 없이 자기 물건을 몽땅 들고 집을 빠져

나갔습니다. 바로 그렇게 거짓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6일이 지나고 몽마르

트(Montmartre) 문 앞에서 말의 안장에 올라타 있던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발

을 여기저기에 두고는 신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물고기를 수레로 운반

하는 남자들과 놀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용

인지 뱀으로 남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용으로 날 수 있게 된다면 여자는 마을

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요.

  벙어리라고 하는 자들은 혀를 안쪽으로 집어넣고, 간질에 걸렸다고 하는 자

들은 손에 수갑을 차고는 수렁에 빠져서 뒹굴 거리다가 머리의 동물 피를 붙

이고는 몸부림을 치다가 부상을 입고 멍에 들었다고 말하며, 땅에 떨어져서는 

손과 다리를 움직이고 몸 전체를 휘젓고, 발작할 때처럼 입에 비누를 넣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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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반죽을 한 밀가루를 온 몸에 바르고는 자

신이 성 메인 병에 걸렸다고 외칩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

기꾼들은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고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아시아에서 시작되

었습니다. <공기, 물, 장소에 대하여>를 통해 히포크라테스는 ‘가능한 이들

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내야 하고, 치안 판사 앞에서 고발하여, 결국에는 행동

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6. 악마와 마법사의 기이한 것에 대한 예

  마법사와 요술사, 독살자와 독을 다루는 사람, 사악한 사람, 교활한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은 악마와의 거래로 악마의 신하이자 종이 되는 이들을 말합

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창조주이며 구세주인 하나님을 먼저 버리지 않고는 

자발적으로 악마와 결탁을 맺어 자신을 바쳐 살아 계신 하나님 대신 악마를 

인정하고 공언하는 마법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법사가 되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에 대한 불신과 반항이나, 경멸, 비밀과 미래

의 것에 대한 호기심, 심한 가난에 짓눌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말미

암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도 마술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여러 의사와 해설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법사와 요술사가 미묘하고 극악무도한 잘 모르는 것들

이 인간과 동물, 나무, 물, 공기, 땅, 물과 같은 생물체의 몸, 지성, 생명과 

건강을 해친다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경험과 이성으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데, 법이 이러한 인간의 행동에 대해 처벌

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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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법은 보이지 않거나 인식되기 불가능한 사건이나 범죄

를 다루고,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마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발견되었고, 그 오래전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으로 이들을 정죄한 모세는 출애굽기 22장과 레위기 19장에 등장합니다. 오초

시아스(Ochosias)는 이런 마술사와 요술사에게 의지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예언자로부터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악마가 다양하고 이상한 환상으로 마법사의 지능에 문제를 일으키면, 악마

가 이들의 상상에 보이고, 듣고,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며 인간이든 악마

이든 모두 불가능한 100리를 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악마는 침대나 그 어떤 

장소에서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

만 악마는 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이 그리고자 하

는 이미지를 상상에 각인시켜 사실이라 믿게 하고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으며 

자다가 깨어났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마술사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자신을 악마에게 바치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저버린 불신과 

사악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데, 선한 영은 천

사이고 악한 영은 악령이나 악마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천사의 사

역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몸은 트

럼펫 소리와 대천사의 목소리로 부활할 것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

도는 하나님이 천사로 하여금 맨 구석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천국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악령, 즉 악마도 이와 비슷하게 증명할 수 있

습니다. 욥기에는 악마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가축을 죽이고, 집 네 

모퉁이를 흔드는 바람을 일으키고 아이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이야기가 있

습니다. 아합 이야기에는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의 영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려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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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몸에 많은 수의 악마가 들어간 것을 ‘군단’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돼지 안으로 들어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에는 천

사와 악마가 존재한다는 몇 가지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많은 천사를 창조하여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고는 이들을 ‘신령’이라고 불

리며 정의로든 자비로든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를 행하는 실천하는 전령으로 

인간을 구원하느라 바쁩니다. 이들은 악령이나 악마라 불리는 악한 천사는 자

신의 본성으로 간계, 거짓 환상, 속임수, 거짓말로 인류를 방해하려 언제나 

애쓰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쾌락으로 잔인해 

져도 된다고 허락을 받는다면, 단순히 말해 인간은 사라지고 망하게 될 것입

니다. 이들은 행동을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만큼만 행합니다. 만

약 악마가 큰 교만으로 낙원과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공중에, 물속에, 지상과 해안에, 땅에, 땅속 깊

은 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몇몇은 폐허가 된 집에 있어 원하는 대로 변하게 

됩니다.

  켄타우로스, 뱀, 바위, 성, 남자와 여자, 새, 물고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것들이 많고도 다양한 동물과 구름에서 형성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악마

도 갑자기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 두꺼비, 올빼

미, 닭, 수탉, 숫염소, 나귀, 개, 고양이, 늑대, 황소와 같은 것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든 죽어있든 사람의 몸을 가져다 고

통을 주고 괴롭히며 자연적인 활동을 방해합니다. 또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의 천사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혹사를 당하며 고

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자발적인 것으로 반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악마는 욕망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경멸합니다. 악

인의 죄악과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라는 책임과 직분을 하나님에게 받았는데, 

이는 민수기 22,28장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천사를 통해 이집트로 그의 성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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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냈다는 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사슬에 묶인 것처럼 밤에 소리를 지

르며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벤치와, 식탁, 가대를 옮기고 아이들을 흔들고, 

체스판에서 놀고, 책장을 넘기고, 돈을 세었습니다. 방에서 이들이 걸어 다니

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과 창문을 열고, 접시를 땅에 던지고, 솥과 잔을 깨트

리고, 큰 소동을 벌입니다. 그럼에도 아침이 되면 자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

으며, 아무것도 깨져 있지 않고, 문과 창문이 열려 있지도 않습니다. 악마, 

카코데몬(cacodemon), 인큐비(incubi), 수크루비(sucrubi), 니글리트라이더

(niglitrider), 마귀, 작은 도깨비, 나쁜 천사, 사탄, 루시퍼, 거짓의 아버

지, 다브네스(darbness) 왕자, 군단이라는 이름으로 시편 78장과 피에르 드론

사드(Pierre de Ronsard)의 찬가에 등장합니다. <악의 거짓Imposture of 

Devils>이라는 책에도 다양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자행하는 해악과 자

주 가는 장소에 따라 달리 등장합니다. 

27. 악마에 씌어서 몸의 다양한 부위로 말을 하는 사람들

  악마에 씌인 사람들은 입에서 혀가 뽑혀서 배나 성기와 같은 다른 신체기관

으로 말을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언어를 사용합니다. 땅을 흔들리고,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나무가 얼마나 크던지 상관없이 

나무를 뽑아 갈기갈기 찢을 수 있습니다.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고, 

성을 공중에 들여 올렸다가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사람들 눈을 매료시키고 

현혹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찰스 9세와 다른 대영주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법사가 행한 일을 목격했

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폴 그릴란트(Paul Grillant)는 개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할 줄 아는 여자 마법



- 119 -

사가 로마에서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법

사들은 앞으로도 나올 많은 일들을 아직도 행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마법사에

게 마술을 가르치는 사탄은 성서와 박사 성인의 단어들을 섞어서 꿀로 독약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사탄이 과거와 앞으로도 사용할 수법입니다. 파라오의 마

법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사탄의 행동은 인간의 마음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이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것

으로 철을 끌어당겨 바늘을 돌리게 하는 자석 이상으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볼 수 있지만 원인은 모른다고 해서 이 진리를 완강히 거부

해서는 안 되며, 악마와 마술사의 행동을 살펴보고 싶을 때는 우리가 소유하

지 않은 자연적인 것에 대해 원리와 이유에서 주저하지 말고 마음이 연약하다

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악령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고 수행하는 사람으

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탄

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

님은 레위기 2장을 통해 율법으로 마술사와 요술사에 따르는 사람을 근절하겠

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도시The City of God> 20장을 통해 성 아

우구스티누스는 에피쿠로스인을 제외하고는 현존했던 모든 종파가 마법사에게 

벌을 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예후는 여왕 이세벨(Jezebel)이 

마법사였기에 성 창문으로 던져 개의 먹이가 되도록 했습니다. 

28. 악마는 어떻게 채석장과 광산에 거주하는가

  루이스 라바터(Louis Lavater)는 여기 저기 뛰어다니는 광부처럼 옷을 입은 

영혼들을 광부들이 특정 광산에서 목격한 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꿈쩍도 하지 않으며 아무에게나 해를 끼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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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만일 아무도 이들을 조롱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조롱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던지거나 다른 물건으로 해칠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제가 에스콧(Ascot) 공작의 집에서 머물 때, 헤이스터

(Heister)라는 신사가 있었는데 그는 공작의 집을 돌보는 데 주요한 책임을 

가진 매우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 번 기록 했을지 

모르지만 신사는 독일 광산에서 마치 냄비에 대고 말하는 듯 하는 소리를 내

며 발에 사슬을 끌고, 기침을 하고, 한숨을 쉬며, 때로는 고문을 당하는 남자

가 통곡하는 것만 같은 이상하면서도 무서운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불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났고, 또 어떤 때는 멀리서 쏘는 포

격 소리, 북, 나팔, 트럼펫, 마차와 말, 채찍질,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 긴 

창, 칼, 미늘창과 전투에서 날 법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집을 한

창 지을 때 나는 소음, 나무를 거칠게 깎는 소리, 목수의 줄이 윙윙 거리는 

소리, 돌을 깎는 소리, 벽을 쌓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나온 라바터는 그리슨(Grisons) 주의 다보스(Davos)에는 은광산이 있

다고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인물이자 그곳에 주지사인 피에르 브리오

(Pierre Briot)는 지난 몇 년간 열심히 일해서 많은 폐석을 얻을 수 있었습니

다. 대개 금요일마다 광부들이 자신들이 캐낸 것을 욕조에 붓고 있을 때 한 

영혼은 그 중에 맘에 드는 것을 골라 다른 욕조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주

지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영혼이 자신에게 어떤 짓을 하거나 해를 

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광산으로 내려갔을 때 영혼을 조심스레 대하

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영혼이 평소보다 더 큰 소리를 내어서 한 

광부가 저주를 내리며 목을 매거나 지옥으로 가버리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그 영혼은 광부의 머리를 잡아 비틀어버려서 머리

의 앞부분이 등쪽을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광부는 죽지는 않았으나,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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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렸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많은 이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후 몇 

년 후 남자는 사망했습니다. 라바터는 책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영혼에 대

한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위에 언급한 책에서 등장한 루이스 라바터는 취리히 관할구역에 있는 영주

의 저택에서 집사로 일하는 신중하면서도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이른 아침에 하인과 목초지로 산책을 나갔다가 자신

이 잘 아는 사람이 암말과 사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재빨리 돌아가 그 남자가 본 것이 분명한 사람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서야 확실히 그 사람은 침대에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만약 이 

집사가 이 진실을 현명하게 알아보지 않았다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바터는 판사가 이런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야기의 끝을 마무리합니다.

29. 어떻게 악마는 우리를 속이는가

  어떻게 이런 악마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상의 무거운 것을 속일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악마의 의지가 매우 교묘하고 악의가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들은 짙은 구름으로 인간의 눈을 가려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

큼 혼란스럽게 하고, 사탄의 속임수로 우리를 속여서 익살과 부정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더럽혀 버립니다. 이들은 악의의 뿌리일 뿐 아니라 우리와 진실을 

변호하는 자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온갖 사악한 행동을 하는 학습한 ‘의사’

입니다. 다시 말해 속임수에 있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

며, 천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를 변형시킵니다. 그러고는 천 조각, 뼈, 철 기

구, 못, 가시, 실, 꼬인 머리카락, 나무 조각, 뱀과 같은 다른 기괴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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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천 가지 이상한 것의 몸으로 들어가 앞에서 말했듯, 우리의 상상을 현혹

시키고 변형시켜 여성 자궁의 도관을 통해 종종 발생합니다. 

  이들 중에는 남자 악령과 여자 악령이 있습니다. 남자 악령은 남성의 모습

으로 변해서 여성 마법사와 관계를 가지는 악마이고, 여자 악령은 여자의 모

습으로 변하는 악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것은 잠잘 때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깨어 있을 때 일어나기도 한다고 마법사와 주술사가 죽임

을 당할 때 여러 번이나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도시The City of God> 19권 22, 23장을 통해 남

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변한 악마는 자연의 일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고 기만하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남자나 여자와 관계를 

맺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여러 지방에서 일어났

던 일이고, 심지어 우리 시대에도 여러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악

마가 남자와 여성으로 변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코부스 루에프(Jacobus Rueff)는 그의 저서 9권 마지막장을 통해 그 시대

에는 창녀가 밤에 남자의 얼굴을 한 악령과 ‘그 일을 했다.’고 적고 있습니

다. 여자는 배가 갑자기 불어나서 임신을 하고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

했습니다. 모든 내장이 떨어지고 말았지만 의사나 외과의의 기술의 도움은 하

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육점에서 조수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정욕에 

대한 헛된 생각에 깊이 빠졌다가 바로 그의 앞에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한 

악마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함께 ‘그 일을 한 후’ 남자

의 성기가 불에 타오르기 시작했기에 몸에 안에 불이 타고 있는 것 같다고 생

각했으며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피에르 드 라 팔루드(Pierre de la 

Pallude)와 마르탱 달(Martin d'Arles)에게는 죽은 남자의 종자가 여자의 무

릎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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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저는 번식에 적

합한 피와 영혼으로 만들어진 종자가 아주 조금씩 혹은 천천히 전달되거나 아

예 전달되지 않으면, 즉시 부패하고 변형되기에 결과적으로 마음과 몸 전체의 

따뜻함과 기운이 없어서 종자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 이상 초과되지 않아 

힘은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너무 성기가 길면 불임

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종자가 너무나 긴 여정을 한 이후에 자궁

에 들어갈 때는 이미 식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남자가 여

자에게 멀어져 종자를 배출하게 되면, 자궁에 들어가는 종자가 공기에서 변해

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석학자 알베르트(Albert)

가 땅에 떨어져도 다시 자궁에 들어가기만 하면 임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베로스(Averroes)의 이웃 여자에 대해

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목욕을 하다가 남자에게서 빠져나온 

종자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영의 성품이 있는 악마와 

마귀가 육신을 가진 여자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행위를 하려면 영들에게는 없는 살과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욱이 육체가 없는 영혼이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여성의 열망을 어떻게 불러일

으킬 수 이을까요? 그러면 재생산을 할 수도 없고, 결합도 없으며, 고기와 술

이 없는 곳에는 종자도 없습니다. 또한 자손을 낳아 번식을 할 필요가 없으면 

자연은 낳고자 하는 욕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악마는 불멸하고 영

원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자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을 하지 않습니

다. 스스로 항상 존재할 수 있는데 재생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더욱이 새로

운 존재를 탄생시키는 것은 사탄과 천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악마가 생겨난 이후로 더 많은 악마를 낳을 수 있었다면 

악마와 못된 행동을 뜻하는 ‘디아블레리(diablerie)’가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동거는 상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탄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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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 몇 가지 악마적인 환상의 예

  악마의 계략은 고대 시대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위해 그는 아직

도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들이 보았고, 또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기록했듯이 콘스탄스

(Constance)의 매그데일린(Magdaleine)이라는 도시의 부유한 시민의 하녀인 

아름다운 소녀에 대해 썼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악마가 소녀를 임신시키게 되

었고, 도시의 통치자들은 임신의 결과를 관찰하려 소녀를 감옥에 가두었습니

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소녀는 출산할 때 느껴지는 일반적인 아주 고통스러

운 아픔과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산파가 아이를 받으려 막 기다리고 있을 때 

자궁이 열리면서 아이의 몸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쇠못과 작은 나무 조

각과 유리조각, 뼈, 돌, 머리카락, 토우, 여러 놀라우면서도 이상한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이는 악마가 속임수와 거짓말에 쉽게 속는 일반 사람들을 속이고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악마가 계략을 꾸며 자궁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덕분에 악마가 우리 죄를 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고백하는 성직자나 철학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훨씬 더 많다고 보이스투는 단

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합으로 몇 인간 생명체가 생성될 수 없다는 말은 

거짓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제외하면 인간의 종자가 없이는 어떤 인간

도 태어날 수 없다는 종교적 믿음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카시아누스

(Cassianus)가 말했듯이 자연에서 만약 악마는 인간에 의해 임신을 하고, 여

성은 악마에 의해 임신한다면 얼마나 부조리하고, 혐오스럽고 혼란스러울까

요? 세상이 창조된 시기부터 현재까지 악마는 얼마나 인간을 통해 얼마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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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괴물을 낳았고, 동물의 자궁에 자신의 종자를 뿌려서 종자의 작은 변화

로 인해 무한한 괴물과 경이로운 것들이 창조되었을까요? 

31. 마법의 기술

  더욱이 마법의 기술은 사악한 악마의 책략입니다. 현재 다양한 마법사들이 

있는데, 그 중 주술사는 악마를 불러올 수 있고, 죽은 이를 심문합니다. 스비

로맨서(cbiromancer)는 손에 있는 특정한 선으로 예측을 하고, 리드로맨서

(Lydromancer)는 물로 예측을 하고, 흙 점쟁이는 땅을 통해 예측하고, 불 점

쟁이는 불로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공기를 통해 즉, 새들이 

나는 모습이나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바람을 통해 예측하면 에어로맨서, 

혹은 전조자, 예언자라 불립니다. 기독교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의심하는 사

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은 점쟁이, 예언자, 마녀, 마

술사를 계속 궁핍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보다도 더 자주 찾아가 의지하여 조

언을 구합니다. 악마가 어둠의 나락으로 집어 삼켜서 오류와 조롱의 참을 수 

없는 수렁인 환상과 거짓, 문제를 일으키는 분별없는 약속으로 거짓이 진실이

라고 믿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행한 것과 같이 진실된 종교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이를 피하고 멀리 달아나야 합니다.

  장 드 마르콩빌(Jean de Marconville)은 <우리 시대에 일어난 몇 가지 마술

적 사건들의 기억할만한 모음>을 통해 이탈리아의 큰 도시 볼로냐(Bologna)의 

마법사였던 한 여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끔찍한 행위를 수련

한 후에는 중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마법사는 살면서 

이런 행위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는지 알았기에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여신의 겨드랑이 아래에 독극물을 뿌려서 살아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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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보이고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평소보다 극도로 창

백하고 얼굴에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살아있는 사람과 다를 게 없

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볼로냐의 한 마술사가 명성이 자자한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도착해서 여신의 솜씨를 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여기서 다들 뭐하십니까? 신사 여러분들! 당신 앞에서 재

주넘기와 저글링 묘기를 부리고 있는 사람은 악취 나는 더러운 죽어가는 썩은 

시체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자는 땅에 쓰러져 죽어버렸고, 사탄의 마법과 

마술사의 학대가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랑기우스(Langius)는 <의학에 관한 편지Letters on Medicine>에 등장하는 

41번 편지에서 악령에 든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는 심각한 

복통에 시달리고 난 후에 의사에게 방치되고 갑자기 밀랍과 털로 쌓인 길고 

구부러진 못과 놋쇠 바늘을 토해냈습니다. 같은 편지에서 1539년에 투게스탁

(Tuguestag)이라는 한 마을에 있던 울리히 넨세셀(Ulrich Nenzesser)이라는 

농부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는데, 이 농부는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혹독한 

고통을 겪은 후에 면도날로 상처를 내게 되었는데 여기서 쇠못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여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자신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농부의 몸을 열어보니 위에는 길고 둥근 나무 한 조각

과 함께 놋쇠로 만든 칼 4자루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끝이 날카로운 것이 

있었고, 톱날 모양인 것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날카로운 철로 만든 기구 2

개가 나왔는데, 길이는 반 규빗105)(21cm) 정도로 큰 털뭉치도 함께 나왔습니

다. 이 모든 것이 악마가 간교하게 벌인 일 같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눈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얼마 전에 샤를9세와 몽모랑시(Montmorency)와 레츠(Retz)의 

장군과 아내, 랑삭(Lansac)의 영주, 왕과 왕의 시종인 성 프리(monsieur de 

105) 규빗. cubit. 고대 유대인들의 길이 단위. 1규빗은 대략 45.6cm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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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 Pris)의 주치의인 마젤이 자리한 곳에서 우리의 시야를 속이고 우리 앞

에 거짓과 상상을 만들며 악마의 계략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기꾼

이자 마법사를 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사기꾼은 자신이 하는 일은 영의 기술

로 앞으로 3년은 더 익혀야 한다고 말하자, 왕은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좋은 때가 와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면 좋은 사람이 되겠다며 약속했습

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달라고 했지만, 기록된 바에 따르면 왕은 

‘마녀를 살려두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Saul) 왕은 마법사

에게 조언을 구한 죄로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모세로 마찬가지도 히브리

인들에게 주위 마법사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명령했습니

다.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19장, 열왕기상 28장, 신명기.)

  카렌티(Karenty) 시에는 여자를 불러 함께 누운 남성을 개처럼 오랫동안 가

두는 관습이 있었으며, 서로 오랫동안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들은 법으로 

선고를 받고 횃대에 목을 매거나 특이한 줄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혐오스러운 행동은 악마

가 벌인 짓이었습니다.

32. 어떤 이상한 병에 대해서

  저는 퍼넬에게 악마와 마법사, 마녀, 마술사, 요술쟁이 같은 악마의 노예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서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

나님이 허락하여 사람이 앓게 된 병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치료약으로는 고

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병으로 고통을 받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

는다고 합니다. 이는 성서 자체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사실로, 다윗의 죄 

때문에 공기가 부패되어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의 끈이 전염병으로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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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히스기야(Ezechias)가 매우 

심각하고도 지독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욥(Job)은 몸에 궤

양이 너무 많아 온 몸을 덮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낮은 세상을 다스리는 

크신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이 모든 일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지로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우두머리이자 철천지원수인 악마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크고도 다양

한 병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마술사와 사기꾼, 악랄한 자들도 모략과 악랄한 

술책으로 많은 이들을 괴롭히고 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삭임, 악령 쫓기, 

저주, 마법, 요술을 하늘이 알고 있다는 것을 기원하고 간청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목에 묶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 행하는데, 특정한 글이나 글씨, 반

지, 그림을 가지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름

다운 성가와 춤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특정 물약이나 독약, 질

식, 향수, 부적, 마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것을 특정 도구로 찌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데도 찌른 

것과 같은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밀랍으로 만

든 사람의 모습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 별과 어떤 단어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말고도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위해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것은 정말 손에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더 

이상 말을 하면 지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마법을 써서 남녀의 결혼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저속

하게 말하면 ‘샅에 차는 주머니의 끝을 매듭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자

들이 소변을 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크베빌러(cbeviller)나 ‘말뚝이나 핀

으로 고정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마법으로 남자가 비너스 부인의 

제물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가난한 여성이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거세되었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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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리프 혹은 라프는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병으로 괴롭힐 뿐 아니라 

교수형 집행자와 주술사들은 남녀의 몸을 악마에게 던져버립니다. 이런 악당

들의 주술로 악마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들은 자신들이 멋지다고 말하는 것

만 제외하면 단순히 미치광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일어난 

일이 잘 숨겨져 있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아도 모든 일에 대해 극소수의 사람들

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이 참석한 사람들의 비밀을 발견하면 

이들을 모욕하고 심하게 꾸짖으므로, 만약 이를 모른다면 바보나 다름없습니

다. 하지만 누군가 성경에 다해 말한다면, 이들은 너무나 두려워하며 몸을 덜

덜 떨고 매우 화를 낼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사람이 너무나 여름에 더워서 밤에 마실 것을 찾아 자다 일어났

습니다. 갈증을 해소할 마실 것을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눈에 보인 사과를 가

져갔습니다. 사과를 베어 물자마자 이미 질식된 상태인 것 같았고 마치 악령

이 사과에 숨어 있다가 그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한 가운데에

서 크고 까만 개가 자신을 잡아 삼키고는 결국 다 먹어버리는 것 같았다는 이

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에게 와서 해주었습니다. 몇몇 의사는 맥박을 재

고는 그 안에 메마름과 함께 암흑이 엄청난 열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

니다. 이로 인해 의사들은 남자가 열이 나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고 생각했

습니다. 남자는 꿈을 계속 꾸었기 때문에, 정신이 나간 것이라고 진단을 내렸

습니다.

  몇 년 전 한 젊은 신사가 주기적으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때로는 왼팔만, 

다른 때는 오른팔만, 어떤 때는 손가락 하나, 어떤 때는 척추, 등, 온몸이 갑

자기 경련을 일으켜 괴로워한 탓에 4명의 직원이 침대에서 온 힘을 다해야 겨

우 붙잡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사의 뇌는 움직임과 고통에 반

응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데 멈춤이 없었고, 정신은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모든 감각은 극도의 경련이 찾아와도 너무나 온전했습니다. 신사는 적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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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에 2번은 경련에 시달렸는데, 고통을 겪고 나면 너무나 지치고 기진맥진해

진다는 것만 빼면 기분은 꽤 좋았습니다. 감각과 영혼도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박식한 의사들은 분명히 간질이라고 진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훌

륭한 의사들도, 척추에서 악성으로 발현되지만 뇌에 손상을 주지 않는 간질과 

유사한 경련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의 의견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결론지어졌기 때문에, 이 불쌍

한 환자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신사가 있는 

곳에서 100리가 떨어진 먼 곳에서도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

다. 3개월 후에야 병의 원인이 악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사는 그

리스어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입으로 유창하게 말하면서 

스스로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밝혔습니다. 의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비밀을 폭로하여 의사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큰 위

험에 자신을 가두고 쓸모없는 약으로 환자를 거의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신사의 아버지는 신사에게 갈 때마다 멀리서 보며 소리쳤습니다. “가게 

나 둬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면 목에 맨 쇠사슬을 풀어라.” 프랑스 

기사단의 관례에 따라 그는 성 미가엘(Saint Michael)처럼 기사단의 깃을 하

고 다녔습니다. 

  신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남자는 전보다도 훨씬 격분하여 일어나 몸부

림을 쳤습니다. 이런 발작을 한 후에는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며, 이를 뉘우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한 것이라

고 했습니다. 격식과 악령 쫓기를 거부하는 이 악마는 자신이 영혼이고 어떤 

범죄라도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무슨 수단과 

누구의 힘으로 신사를 괴롭히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남자 몸에는 숨을 

곳이 많으며 신사가 쉬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러 떠났다고 말했습

니다.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 때문에 신사의 몸에 던져지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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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통해 몸으로 들어와 뇌에까지 스며들게 되었다고 하며 두 사람이 합의한 

날이 오면 제 발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들린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토대로 많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가끔 악마가 우리 몸에 들어와 괴롭히기도 한다는 것을 알

려 드리기 위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좋은 체액을 자극하여 나쁜 체액

을 몸의 주요 부위로 보내거나 나쁜 체액으로 혈관을 채웁니다. 그렇지 않으

면 장기의 위치를 바꿔서 수많은 질병이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악마는 이러

한 모든 일의 원흉이지만, 마술사와 악인은 악마의 농노이자 사역자입니다. 

플리니우스는 당시 시대에서 네로가 그동안 있었던 허위로 된 마법과 요술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무녀, 여성복화술사, 네브카드

네자르(Nebuchadnezzar)왕, 파라오의 마법사와 마술사, 그리고 심지어 사도 

시대의 마술사 시몬(Simon)에 대해 기록되어 있듯 성서가 그 자체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민족, 즉 이교도에 관해 쓸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플리니우

스는 데마르코스(Demarchus)라는 한 남자는 희생된 아이의 내장을 먹고 늑대

로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너(Horner)는 키르케(Circe)라는 마녀가 

마술로 율리시스(Ulysses)의 부하를 돼지로 둔갑시켜 버린 이야기에 대해 기

록했습니다. 몇몇 고대 시인들은 이러한 마법사들이 과일을 밭에서 밭으로, 

정원에서 정원으로 옮겨지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개 명판에 새겨진 

율법으로 이러한 사기꾼과 악당에게 특정 형벌을 내리고 명령하는 것만큼이나 

우화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악마가 결코 창조할 수 없는 실제 사물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 사물의 비어 있는 가짜의 종들만 내밀게 됩니다. 그렇기

에 병을 치료하는데 참되고 완전한 치유 방법은 주지 않고, 거짓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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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한 황달이 걸린 사람의 목에 거는 짧은 글로 황달이 하루 밤에 몸 

전체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학질에 걸린 사람이 단어로 만든 

공식과 어떤 의식으로 낫는 모습도 보았지만 후에 더욱 학질이 심각해지고 말

았습니다.

  우리가 미신이라고 일컫는 것은 신이나 인간이든 어떤 이유나 권위에 기초

하지 않는 한 오히려 노파의 헛소리라고 여길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세 왕인 가스발(Gaspar), 멜히오르

(Melchior), 발타자르(Balthazar)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간질을 치료할 수 있

다고 말하는 것이야 말로 진짜 미신이 아닌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입증된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호박이나 호박의 진액을 보란 보존액과 

혼합하여 매일 아침 환자가 헤이즐넛 크기로 복용하도록 제공합니다. 만약 미

사를 보는 동안 이런 단어를 권한다면, 치아는 다 낫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

정 의식을 치르고 환자의 이름을 알기만 하면 구토를 달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단어와 말을 흥얼거렸을 뿐인데 누군가의 몸에 흐르던 피가 멈추

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많을까요? 열병에 걸린 환자의 손을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편 구절을 조용히 읊

습니다. 만약 플리니우스 같은 사람이 전갈에 물리고, 또 이것을 나귀에 귀에 

대고 말하면 즉시 아픈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단어로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이와 비슷한 

미신적인 글로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눈병을 치료하려고 그리스 문자인 

Tr과 ix를 쓰고 린넨 천에 감찬 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통

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씁니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응용을 함으로써 좋은 미신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아폴

로니오스(Apollonius)의 미신처럼 치통을 치료하려고 살해당한 사람의 치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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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을 절개하거나 목을 매달고 죽은 사람의 두개골로 약을 만들어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린 사람에게 해독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흉기

와 같은 것을 사용해 야생동물을 죽여 그 살코기를 먹으면 간질이 나을 수 있

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을 벤 칼을 담근 포도주를 마시면 4일마다 재발하는 

학질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미신이 사

실이라면, 파리 사형집행인은 훨씬 잘 살 것입니다. 또한 4일마다 재발하는 

학질을 낫게 하려면 손톱이 부스러기를 모아 린넨 천으로 싸서 살아있는 뱀장

어의 목에 묶은 다음에 측시 물어 던지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

장에 난 병을 고치려면 동물에 비장을 위에 올려놓고 의사가 비장을 치료하고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기침이 나으려면 붉은 개구리의 입에 침을 뱉고 바로 풀어주면 됩니다. 누

군가 목을 매달고 죽은 밧줄을 사원에 연결하면 두통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흥미롭지만 그 중에는 멋

진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멋들어진 단어를 세네루스

(Serenus)가 쓴 특정한 수식어로 말하게 되면, 학질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카타푸니아(Cataputia)의 잎을 위쪽으로 뽑으면 구토를 유발

하지만, 아래쪽으로 뽑으면 변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더

욱이 <Simplex> 6권에서 언급한 팜필루스(Pamphilus)처럼 어떤 안드레아스

(Andreas)에 대해 갈렌(Galen)이 이야기한 것처럼 악마에게 몇몇 약초를 바치

고 축원(祝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미신에 관한 이야기를 엮어서 제 스스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고 했다면 결코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고, 

더 이상 믿지 않고, 이러한 어리석음을 거부할 것을 간청하고, 확실한 것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의술에 확고부동하게 공인된 실력을 인정

받은 훌륭한 신사들 덕택에 대중을 위한 무한한 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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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음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 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라며 식물, 동물, 광물을 주신 하나님의 자연에서 나온 방법

과 미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은 길목에서 악령들이 놓고 기다리는 그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을 창조할 때 통용되는 규율을 저버렸으므로 

우리는 악령이 녹색 딸기 2개와 빨갛게 잘 읽은 딸기를 건네며 사람들을 붙잡

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말과 성품의 미덕, 마법사처럼 다른 종류의 뻔뻔함과 울분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서 온 악마라 할지라도, 이들은 심지어 누가 병을 치료하는지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는데, 이는 기독교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로 

성경은 분명히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마법사는 자연적으로 생긴 질병을 치료할 수 없고, 의사는 저주로 생긴 병

을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른 린넨 천을 깨끗한 물에 적셔 간단히 상처를 

치료하는 경험주의자들은 가끔 치료가 된다고 해서 대중들 사이에 있는 바보

처럼 마법이나 기적이라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은총만으로 상

처, 궤양, 골절과 다른 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 혈액의 이상 

유출, 염증, 농창, 괴저 등 여러 질병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 외과의는 여러 

면에서 자연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뼈를 탈구 시켜 제자리에 맞추고, 큰 

혈관을 막아 혈액의 흐름을 멈추고, 성장을 제거하고, 방광에서 큰 돌을 빼내

고, 불필요한 살을 제거하고, 백내장을 낫게 하는 등의 자연이 할 수 없는 수

많은 일을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33. 의사들의 남성 몽마(夢魔, Incubi)106)와 여성 몽마(夢魔, Scuccub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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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의사들은 인큐버스(Incubus, 男性夢魔)가 사람이 몸에 어떤 무거운 짐 때문

에 짓눌리거나 질식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밤에 재

발하며 일반적으로 사람은 노파가 몸으로 짓누르고 압박한다고 생각하며, 일

반적으로 이런 노파를 쇼셰 쁠레(chauche-poulet) 라고 부릅니다.

  이런 현상은 너무 많이 증기가 있는 식품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소화 불량

이 일어나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품의 많은 증기가 뇌의 심실을 채우며 뇌에

서 증가하여 우리가 느끼고 움직이는 동물적인 감각이 신경에서 완전히 발현

되는 것을 막아 일어납니다.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고 신음 소리만을 내거나 더듬으며 말을 합니다. 만약 말을 할 수라

도 있다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 병을 치료하려면 증기가 많은 음식과 독

한 와인을 피하고, 일반적으로 뇌까지 가스가 전달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

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34. 매듭짓는 것에 관하여 

  핵심을 매듭짓는 것, 이 말은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악마의 술책에 불과합

니다. 핵심을 매듭짓는 사람들은 악마를 모으지 않고는 할 수 없어서 저주받

106) 인큐버스(Incubus): 중세 유럽에 자고 있는 여성을 덮쳐서는 성적인 쾌락을 탐했다고 여겨지는 남

성 몽마(夢魔)의 일종. 여성 몽마인 서큐버스(Sucubus)와는 한 쌍인 존재. 이름에는 ‘위에 올라타

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습격당한 여성들은 가슴에 압박감을 느껴 괴로워한다고 되어 있으

나, 반대로 쾌락을 얻는다는 말도 있다. 실제로 여성을 임신시키는 일도 가능하지만, 인큐버스 자신

은 정액을 갖지 않으며, 때때로 서큐버스로 변신해 남성과 자고 거기서 정액을 손에 넣는다고 한다. 

구사노 다쿠미, 송현아, 2001, 『환상동물사전』, 도서출판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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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마땅한 악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연의 법을 어긴 사람

이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한 결혼에 대한 법을 막기 위

한 것입니다. 이런 저주로 결혼이 깨지거나 최소한 불임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은 신성 모독입니다. 더구나 결혼과 인간 사회에서 상호간의 우정을 제외하

고, 두 배우자 사이에 자본 증오를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간음과 호색의 원

인이 되는 것으로 혼인으로 맺어진 자들이 서로 간에 탐욕으로 불타는 것입니

다. 더욱이 ‘핵심을 매듭지었다.’고 의심하는 사람에게 여러 건의 살인이 

자행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술사와 독살자들은 교묘하고 악랄하

여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몸과 생명, 건강과 인간의 선한 판단력을 해치

고 맙니다. 그러므로 마술사를 벌 할 가혹한 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악과 음모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날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천 가지 방법으

로 인간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이야기 

  몇몇 사람들은 녹슨 납으로 손을 씻는 것이 정말 기이한 일이라고 평가합니

다. 이와 관련하여 카르다노(Jerome Cardan)은 <불가사의, De subtilitate> 6

권을 통해 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영리한 발명품에 대한 글을 쓰고 있을 때 밀라노(Milan)에 사는 

친구가 녹슨 납으로 손을 씻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관중에게 돈으로 왕관을 

가져가고 있었다.”라고 카르다노는 자연에서 이에 대한 신비를 찾으려고 친

구가 손을 씻은 물은 극도로 차가웠다는 게 분명하며 불투명하면서도 걸쭉한 

농도였음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

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에 대한 비밀을 대단한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한 신사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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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녹은 납으로 손을 씻어서 저는 너무나 놀랐습

니다. 저는 신사에게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했고, 제가 그에게 했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물은 자기 오줌이었습니

다. 오줌물로 먼저 손을 씻은 다음의 진실은 제가 그 이후로 한번 시험을 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신사는 소변을 대신해 황색 점액이나 오점과 비슷한 

것을 사용해 자신의 해티드(hatid)를 씻었는데, 저도 비슷하게 시험을 해보았

습니다. 걸쭉한 물질이 납이 손에 붙지 않도록 막아주고, 작은 덩어리가 양쪽

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호의로 한 가지를 더 알려주었습니다. 

신사는 뜨거운 삽 위에 베이컨을 올리니 지글지글 녹아내렸는데, 그 기름을 

자기 손에 발랐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그 전에 양파즙으로 미리 손을 씻었

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이야기가 같은 주제가 아니더라도 엮어서 한 번 이야기하고 싶었습

니다. 왜냐하면 좋은 동료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 해양 괴물에 대하여107) 

  땅 위에 여러 가지 모양의 기이한 동물이 많은 것처럼 바다에도 온갖 이상

한 동물이 많습니다. 이들 중 트리톤(Triton)은 반인 반어의 해신이고. 여자

는 사이렌(Siren)이나 인어공주라고 부르는데 모두 비닐로 덮여있다고 플리니

우스가 <자연사> 9권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에 이야기했던 종자의 융합과 

107) 34장까지 파레는 합리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35장부터는 또 다시 논조가 달라진다. 그는 해양

에 있는 괴물이나 날아다니는 괴물, 지상의 괴물, 그리고 천상의 괴물까지 박물학적인 서술이 이어지

고, 마지막 장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해 다룬다. 기이하고 경이로운 대상들에 대한 나열식 서술방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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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은 괴물의 탄생에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위와 식물, 사람과 다

른 동물들의 조상을 보면 창조물에 자연이 녹아들었다고 설명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총독이었던 매나(Mena)는 어느 날 아침 나일강 기슭을 산책하고 

있을 때 물이 허리까지 와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엄한 얼굴로 

약간 회색빛이 도는 노란색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 등, 팔은 정상이었

으나 나머지는 물고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동이 틀 무렵

에 여자의 얼굴을 한 다른 괴물이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났습니다. 여자인 것

은 부드러운 얼굴과 긴 머리카락, 가슴으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 

속 위에서 꽤 오래 있었기에 도시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마음껏 볼 수 있었

습니다.

  론델레(Rondele)는 <물고기에 대하여, On Fish>를 통해 노르웨이 바다에서 

해양 괴물 하나가 목격되었는데, 사람들은 이 괴물을 잡자마자 몽크(Monk)라

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론델레가 묘사했던 또 다른 괴물로는 주교가 비늘을 덮고 있는 모습이었는



- 139 -

데, 1531년 폴란드에서 볼 수 있는 주교와 교황의 장식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49>를 통해 게스네루스(Gesnerus)가 묘사했습니다. 

  히에로니무스 카르다누스(Hieronymus Cardanus)는 이 괴물을 게스네루스에

게 보냈는데, 곰과 비슷한 머리였지만 팔과 손은 꼭 원숭이를 닮았고, 나머지

는 물고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괴물들은 <그림 46>의 모습으로 마케리

(Macerie)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카스트르(Castre) 시 근처의 티레니아(Tyrrhenian) 해에서 비늘로 덮힌 사

자의 갈기가 있는 괴물이 잡혔는데, 교황 바오로 3세가 사망한 후 교황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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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받은 주교 마르셀(Marcel)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사람 목소리와 비

슷했기에 크게 감탄하여 도시로 가게 되었으나 서식지를 떠난 탓에 곧 죽고 

말았습니다. 필립 포레스트(Philippe Forestus)가 자신의 연대기 3권에서 이

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1523년 11월 셋째 날에 한 해양 괴물이 로마에서 발견되었는데, 5~6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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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크기로 귀를 제외하면 윗부분은 인간이지만 아랫부분은 물고기였습니

다.

  게르네루스(Gesnerus)는 해양 괴물로 앤드워프(Antwerp)에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던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흉폭한 머리에 두 개의 뿔, 긴 귀를 가지

고 있으며 나머지 몸은 물고기로 팔만 정상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괴

물은 일리리안(Illyrian) 해에서 잡혔고, 해안가까지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를 

잡으려고 따라 왔다가 이 모습을 본 선원에게 맹렬히 추격당한 후 돌멩이를 

맞고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안가로 와서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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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와 갈기, 말의 앞다리를 가진 이 해양 괴물은 바다에서 목격되었는데, 

후에 괴물 사진은 로마까지 와서 당시 교황에게 바쳐졌습니다.

  올라우스 마그누스(Olaus Magnus)는 영국 신사의 바다 괴물을 본적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베르겐 해안에서 잡힌 이 괴물은 보통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

다. 얼마 전에 지금은 사망한 프랑스의 왕인 샤를 9세에게 드리기 위한 비슷

한 선물이 만들어지기도 했기에 퐁텐블로(Fontainebleau)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백성에게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괴물은 종종 물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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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우스는 해양 괴물이 북쪽에 위치한 틸렌(Thylen) 선 가까이 바다에서 

1538년에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커서 길이는 22피트, 높

이는 14피트였고 양쪽 눈과의 거리는 7피트에 달했습니다. 간도 매우 커서 포

도주 통이 5개는 들어갈 수 있었고, 머리는 소와 비슷하고 등에는 초승달이 

있었으며 몸의 양쪽 끝 중간에는 눈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온통 

비늘로 덮여 있었는데, 여기 그림에서 괴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따라 마조반(Mazovan) 산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은 9~10 피트의 길이

인 오로본이라는 물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길이는 넓이에 비례했으며,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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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비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에게 굉장히 흉

폭했습니다. 앙드레 테베는 <코스모그래피,Cosmography>에서 <그림 53>처럼 

매우 기이한 동물로 오로본을 묘사했습니다.

  동물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서 쓴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악어가 16큐빗 

길이의 동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살아있는 새끼를 낳지 않고 알을 낳으며 거

위 알보다 더 크지 않으며 많아야 60개를 낳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길고, 작

게 태어났지만 매우 큰 동물로 자라납니다. 대부분은 알의 크기에 따라 새끼

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혀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혀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 때문에 반은 육지에서 또 반은 물속에서 살게 됩니

다. 육지에 있을 때는 혀를 대신하고, 물속에 있을 때는 혀가 없습니다.

  물고기의 경우에는 혀가 아예 없거나 고정되어 있어서 방해만 됩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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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중 오직 악어만이 위턱을 움직일 줄 알고, 아래턱은 잡는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앵무새로 위턱과 아래턱을 움직입니다. 

악어는 돼지의 눈을 가지고 있고, 이빨이 길어서 코에서도 튀어나오고, 발톱

이 너무나 뾰족하지만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뚫을 수 있는 화살이나 

뾰족한 무기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크로커다일즈

(Crocodiles)’라고 불리는 약을 만들어 홍조나 눈이 침침하거나 백내장에 사

용합니다. 또한 얼굴에 나는 반점과 얼룩점, 여드름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담즙은 눈에 사용하면 백내장에 좋고, 피를 눈에 사용하면 시야가 맑아집니

다.

  테벳은 <코스모그래피> 1권 8장을 통해 나일강의 샘이나 샘에서 나온 호수

에 살고 있으며, 길이는 6보이고 넓이는 등쪽으로 족히 3피트이기에 생김새만

으로도 끔찍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악어를 잡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집트와 아랍인들은 나일강의 물이 빠지는 것을 보자마자 긴 줄을 던졌는데 

끝에는 3파운드 정도 무게로 다소 두껍고 넓은 쇠갈고리가 달려있었고, 여기

에는 낙타나 다른 동물의 살코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악어는 먹이를 보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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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몸을 던져 삼키는데, 갈고리도 함께 삼키면서 뭔가 찔렸다는 느낌이 듭니

다. 그러면 공중이나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이런 모습을 보는 일은 매우 재미

있습니다.

  악어가 잡히면 이 야만스러운 사람들은 조금씩 조금씩 해안가로 끌고 나가 

야자수 같은 나무에 끈으로 매답니다. 그 다음에는 공중에 매달아 놓고는 그

들에게 몸을 던져 잡아먹힐까 두려워합니다. 나무 막대기로 몇 번 때려서 죽

이면 가죽을 벗겨 고기를 먹는데, 고기는 꽤나 맛있습니다.

  장 드 레리(Jean de Lery)는 <브라질의 역사,History of Brazil> 10장을 통

해 원주민이나 인디언 같은 야만인들은 악어 고기를 먹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뛰어노는 집에까지 살아있는 악어를 가지고 왔지만, 결국 아무도 

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론들렛(Rondelet)은 <곤충 물고기,Insect fish>에서 식물과 동물의 중간의 

모습을 한 물고기가 두 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는 사람들

이 모자를 쓸 때 장식하는 깃털과 닮아서 ‘바다의 파나쉬(Sea Panache)’라

고 부르고, 또 나머지 하나는 남자의 성기 끝부분과 닮아서 어부들은 ‘비트

볼란트(Vitvolant)’라고 부르는데, ‘날아가는 성기’라는 뜻입니다. 이 물

고기는 살아있을 때 부풀어 올라 두꺼워지지만, 죽으면 완전히 시들어 축 늘

어집니다. 그리고 별처럼 밤에 빛이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바다에서 육지에 사는 동물의 모습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그가 말한 포도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닥 전

체는 꽃이 피어 있는 포도송이 같습니다. 덩어리같이 꼬리가 달려있는 긴 형

태가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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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파니올라(Hispaniola) 같은 스페인 섬 신대륙의 바다에서는 여러 종류

의 기이한 물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테벳은 <코스모그래피> 2-22권, 12장에

서 매우 신기한 것을 본적이 있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이를 ‘알로에(Aloés)’

라고 불렀습니다. 목은 높이 든 거위와 비슷한 생김새로 선한 기독교인의 배

처럼 머리는 뾰족하고 몸은 거위처럼 두껍습니다. 비늘도 없이 배 아래에는 4

개의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속에서 튀어 오르는 이 물고기를 

본다면, 아마 어느 물새처럼 행동하는 바다 물살을 헤엄쳐가는 거위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동게르만 해라고 불리는 사르마티안(Sarmatian) 해는 온화한 날씨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물고기들이 영양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

습니다. 너무나 기이한 모습인 탓에 더 이상 이보다 더 기이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 중에는 달팽이와 똑 같은 모습을 하였으나, 와인통처럼 굵고, 숫

사슴 뿔과 거의 동일한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부분과 갈라진 부분에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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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 같은 전구가 달려있어 마치 진주처럼 둥글고 광이 납니다.

  목은 두껍고, 눈은 촛불처럼 빛이 나고, 코는 동그스름해서 고양이와 비슷

하고, 사방에 약간의 털이 나 있고, 입은 매우 넓은데 안쪽 아랫부분을 보면 

보기 다소 끔찍한 살점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다리는 4개이고, 넓은 갈고리 

발톱이 있어서 지느러미를 대신하며, 다소 긴 꼬리는 점무늬가 있고 색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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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양서류라서 물과 육지에서 모두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좋을 때면, 바닷가에 자리를 잡고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뜯어먹습니다. 살은 매우 연하고 먹기 좋으며, 나병이 있

는 사람은 큰 거북이가 좋듯 이 물고기의 피는 간과 폐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

게 좋습니다. 테벳은 <코스모그래피> 18장에서 이 물고기가 덴마크에서 왔다

고 기록했습니다.

  멕시코 왕국의 테미스티탄(Themistitan)이라는 대도시에는 넓고 깊은 민물 

호수가 말뚝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베닉(Venic)이 이곳에서 바다 송아지만한 

물고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극에 사는 미개인들은 이를 ‘안두라

(Andura)’라고 불렀는데 신대륙을 정복하여 이곳에서 주인이 된 스페인 사람

들과 야만인들은 ‘호가(Hoga)’라고 불렀습니다. 머리와 귀는 육지에서 사는 

돼지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나, 0.5피트 길이의 수염이 5개 나 있었고 큰 

바벨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살코기는 아주 좋고 맛있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고래처럼 새끼를 낳았습니다. 물에서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녹

색, 노란색, 그리고 다음에는 빨간색으로 변해서 카멜레온 같다고 생각할 것

입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호주 가장자리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물

고기의 이름을 딴 ‘호가(Hoga)’라고 불리는 나무의 잎을 먹습니다. 이가 많

고 야만적이라서 자기보다 큰 물고기라도 죽이고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쫓으며 사냥하고 죽이는 겁니다. 이 물고기 안으로 들

어가면 어떤 고기도 살아남지 못하기에 이 물고기를 가장 많이 죽이면 환영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코스모그래피>의 2권 22장에 잘 나와 있으며, 물고

기는 <그림 58>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테벳은 <코스모그래피> 2권 10장에서 바다를 수영할 때 야만인들이 불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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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Bulampech)라고 부르는 날치가 무한히 저장을 할 수 있는 곳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날치는 물에서 튀어나와 그곳에서 50피트 떨어진 곳까지 가서 날

치를 잡으려는 다른 큰 물고기의 추격을 따돌립니다. 이런 종류의 물고기는 

고등어처럼 작아서, 저는 선물로 받은 이 물고기를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있습

니다. 이 물고기는 머리는 동그랗고, 등은 푸르스름하며 몸만큼이나 큰 날개

가 2개 달려 있어 턱 아래에 숨기면 날개는 고래수염이나 비행기의 에일러

온108) 같아서 수영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밤에 날아다니

는데, 배의 돛에 부딪혀서 안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개인들은 이들

의 살코기를 먹어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베니스와 라벤나 사이에 위치한 베네치아 바다에 있는 퀴오제(Quioze) 2마

일 상공에서 1550년에 날치 한 마리가 잡혔는데 정말 보기 정말 무섭고 경이

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이는 4피트 이상이었고, 주둥이부터 날개까

지 넓이도 그 정도 되었고, 두께는 제곱피트였습니다. 머리는 놀랍도록 굵었

108) aileron. 보조익. 날개 뒷전 끝단에 장착된 조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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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두 눈은 겹겹이 일렬로 되어 있었고, 큰 귀와 입은 모두 2개씩이었습니

다. 주둥이는 매우 살이 많고 녹색이었으며, 날개는 두 겹이었습니다. 목에는 

칠성장어의 모양으로 5개의 구멍이 있었으며, 매우 길쭉하며 위에는 작은 날

개가 2개 있었습니다. 퀴오제 시에서 살아있는 채로 잡혀 후에 영주에게 전에

는 보지 못한 희귀한 것으로 바쳐졌습니다. 

  바다에는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연은 조개를 만들면서 제멋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상하고 다양한 종류의 조개껍데기가 있습니다. 이 들 중 

3개는 그림에 묘사되어 있는데, 자세히 응시하고 경탄할 가치가 있습니다. 조

개 안에는 달팽이 같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사History 

of Animals> 4권에서 이를 ‘칸셀루스(Cancellus)’라고 불렀습니다. 찌그러

진 딱딱한 껍데기가 있는 물고기와 비슷한 종류로서 껍질은 없지만 뼈가 있어 

가시가 있는 랍스터와 비슷합니다.

  론델렛은 <물고기의 역사History of Fish>에서 랑그도크(Languedoc)의 이 

물고기는 ‘은둔자 베르나르 (Bernard the Hermit)’라고 불리는데 눈 밑에는 

길고 가느다란 뿔 2개가 있으며, 게잡이109)나 가재처럼 눈을 잡아당길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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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항상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앞발은 한쪽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형태이므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물건을 입에 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구

부러지고 뾰족한 다른 2개발은 움직이는데 사용합니다. 암컷은 알을 낳는데 

109) 게. 한자로 해(蟹)라 하며, 한글로 궤라고 한다. 방언으로 거이 혹은 그이 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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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보면 작은 구슬을 뒤에 매달아 놓은 것 같지만 사실 모두 작은 막으

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엘리안(Elian)은 7권 31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칸셀루스는 껍질 없이 알몸으로 태어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보라

색 조개류나 다른 조개류가 남긴 빈 공간을 찾아서 살기 적당한 곳을 선택합

니다. 거기서 살면서 몸집이 커지면 더 이상 그 안에서 살 수 없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자연이 알을 낳으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넓으면서도 안락하게 살 

만한 큰 공간을 찾게 됩니다. 가끔은 이미 누군가 차지하고 있는 껍질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데, 가장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몰아내고 자리를 차지합니다.

  플리니우스는 <자연사> 9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잡이류 중에서는 피노테라(Pinothera)나 플루타르크(Plutarch)라고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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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스스로를 부양하며 항상 피나(Pinna)나 

피네(Pinne)와 삽니다. 이는 ‘진주조개’나 ‘네이커(naker)’가 속한 큰 조

개류로 항상 문지기처럼 앞쪽에 앉아서 반쪽 열린 문을 잡고는 작은 물고기가 

들어와 쉽게 잡아 먹으려고 기다립니다. 피노테라는 네이커를 물고는 조개 문

을 닫아버리는데 안에 있는 두 마리가 먹이를 함께 갉아 먹습니다.

  론들렛(Rondelet)은 <물고기에 대하여On Fish> 3권 11장에서 말 두 마리가 

수레로 끌어도 너무나 커서 끌리지 조차 않는 물고기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

다. 론들렛에 따르면, 이 물고기는 다른 고기를 아주 게걸스럽게 먹습니다. 

심지어 사람도 먹어 치울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은 여러 번 발견되었습니다. 

<그림 62>를 보면 니스(Nice)와 마르세유(Marseilles)에서 이 돔발 상어가 잡

혔는데, 위에는 완전히 흉기로 무장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인트언지(Saintonge)에서 돔발 상어를 보았는데, 목이 너무나 커서 뚱

뚱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돔발상어가 입을 벌리고 있으

면, 재갈이 있어도 개도 무리 없이 들어가서 위에서 찾은 것을 먹을 수 있었

습니다.” 론들렛이 말한 것처럼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책

을 읽으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동물의 역사History of Animals>를 집필한 

콘두라스 게스네루스(Conradus Gesnerus)도 론들렛이 쓴 내용과 비슷합니다. 

돔발 상어를 열어보니 위에서 온전한 개 한 마리가 발견되었는데, 날카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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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뾰족한 이빨이 있었습니다.

  론둘렛이 말하길 이 이빨은 삼각형 모양이었으며 톱처럼 양쪽이 들쑥날쑥 

하며 여섯 줄로 배열이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줄은 위 밖에서 보였고, 

앞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은 가지런했으며,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는 대부분 입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금세공업자는 이 이

빨을 은으로 칠하고는 뱀의 이빨이라고 칭했습니다. 여성들은 아이들 목에 걸

고는 이가 날 때 아이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로 인

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리용(Lyons)110)의 한 부자 상인의 집에서 롯둘렛이 말한 것과 매우 비

슷한 큰 물고기의 머리를 본 기억이 있지만, 물고기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

니다. 저는 그게 돔발 상어의 머리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작고한 찰스 왕에게 보여드리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크고 무겁고 괴상한 

것들을 보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머리를 

가지고 왕에게 가려고 했을 때 그 상인과 아내, 두 신하가 전염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머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110) 프랑스 남동부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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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니우스는 <자연사> 9권 30장에 이 물고기를 노틸러스(Nautilus)와 노티

쿠스(Nauticus)라고 불렀는데, 이는 많은 고려가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물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물고기는 조금씩 올라가서 껍데기 속에 있을지 모르

는 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배의 싱크가 완전히 비워진 것처

럼 움직이기 더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 위에 있을 때는 그 발을 위로 

구부리고, 이 발은 얇은 막과 함께 결합하게 되어 돛의 역할을 합니다. 팔을 

노로 사용하고, 꼬리는 가운데에 두고 배의 키를 대신합니다. 그러면, 통나무

과 갤리선처럼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장비를 접

고 껍데기를 물로 채우면 바다 속으로 들어가 가라앉을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써 해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크방크레(Cbancre) 혹은 바닷게의 모습으로 의사와 외과의는 악성종

양과 비교했는데, 그 이유는 둥근데다가 거칠고 동물의 발을 꼬고 있는 종양

과 비슷하게 혈관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위에 한 번 걸리면 빼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갈색과 검은색인 암세포처럼 거무스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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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인들은 암의 이름을 종양이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색이 서로 너무 유

사하기 때문입니다.

  크방크레나 바닷게는 홍합과 굴의 딱딱한 껍질이나 껍질이 있는 다른 물고

기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동굴

이나 요새화된 저택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자연의 선물에서 얻어

야 하는 동물은 세상에 없기에, 영양분을 얻기도 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사용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부들은 조개껍데기를 가지고 태어난

다고 말합니다. 크방크레는 갈라져 있는 팔을 포함해 10개의 발이 있으며 내

부는 이빨이 있어 손으로 사용합니다. 꼬리는 위로 접혀있고, 날카로운 새조

개로 덮여 있으며, 머리에는 6개의 뿔이 있고, 서로 멀찍이 떨어진 채로 툭 

튀어나온 눈이 있습니다. 봄에는 뱀이 비늘을 벗듯이 껍질을 벗는데 매우 연

약하고 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껍질이 다시 바뀌고 단단

해질 때까지 바위의 구멍 속에 몸을 숨깁니다. 

고래에 대한 설명

  이제 이 글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다루기 위해 괴물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다

소 확장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고래를 바로 이 범주에 포함 시켜 우리가 바

다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괴물 물고기라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36 큐빗

의 길이에 폭은 8 큐빗이며, 입을 열면 19큐빗에 달하지만 이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빨 대신에 양쪽 턱에는 검은 뿔과 같은 수염들이 나 있는데, 이는 

돼지의 짧고 굵은 털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는 입에서 나와 있어서 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고래는 바위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은 

서로 떨어져 있고, 사람의 머리보다도 큽니다. 주둥이는 짧지만 이마 중간에

는 공기를 끌어당기고 많은 양의 물을 내뿜는 구멍이 있는데, 이 물은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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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와 선박을 여러 개 채워 바다에서 전복시킬 수 있을 만큼 많습니다. 배부

르면 프랑스 연합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고함을 치고 울부짖습니다. 

양쪽에는 날개가 2개 있는데, 수영을 할 때 쓸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새끼 

고래를 숨겨줄 때도 사용합니다. 꼬리는 돌고개와 비슷하고, 꼬리를 휘둘러 

물을 크게 움직이면 억세고 검은 가죽으로 만든 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

다. 해부학적으로는 새끼를 낳아 기르며, 수컷은 고환과 생식기가 있으며, 암

컷은 자궁과 젖꼭지가 있습니다.

  겨울 중 특정 시기에는 3리 정도나 떨어져 있는 비아리츠(Biarritz)라는 작

은 도시 근처의 바욘(Bayonne) 해안가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도시

는 당시 바욘에 머물던 왕의 명령으로 라 로쉬용(La Roche-sur- Yon) 왕자를 

치료하러 방문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저는 론델레(Rondelet)가 물고기에 대해 

책을 읽고 어떻게 겨울에도 나타날 수 있는지 익혀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습

니다. 책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 맞은편에는 작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래가 지나가는지 감시하기 위한 탑

이 하나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고래가 나타났다는 신호는 소음과 이마 중

간에 있는 구멍으로 내뿜는 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고래가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종을 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거

기로 고개를 잡을 수 있는 기구를 들고 달려 나갑니다.

  사람들은 몇 척의 배와 큰 배에 달린 작은 배가 있는데, 바다로 떨어지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고래와 맞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배에는 

열심히 노를 저을 수 있는 10명의 건장하고 힘센 사람들이 타는데, 개인적인 

표식이 있는 가시가 있는 화살인 작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화살을 밧줄

에 묶은 후 온 힘을 다해서 고래에게 던집니다. 고래가 다쳐서 피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 화살이 있는 작살을 느슨하게 하여 지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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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래를 배에 태우면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각자 임무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고래에게 남아

있는 화살의 양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런 화살은 이미 표식이 있기 때문에 알

아보기 쉽습니다. 암컷은 수컷보다 잡기가 훨씬 쉬운데, 그 이유는 새끼를 구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서 새끼를 숨기려고만 하지 도망가려고 하지 않기 때

문입니다.

  살코기와는 달리 혀는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혀는 매우 부드럽고 맛있어서 

베이컨과 비슷하게 소금에 절여서 사순절에 콩과 함께 먹으라고 여러 지방에 

나눠줍니다. 그리고 라드라 불리는 지방은 계속 불에 익히면 녹지만 응고되지

는 않기 때문에 배에 문지르기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고래수염으로 여자들

은 파딩게일과 버슬, 칼자루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뼈로는 

마을 사람들이 정원의 펜스를 만들었고, 척추뼈로는 집안에 놓을 수 있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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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내게 하나를 주었기에 저는 괴물 같은 것으로 집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나온 그림은 스켈트(Scheldt)강에서 1577년 7월 2일에 잡힌 것으로 하

나는 블리센겐(Vlissengen)의 플러싱(Flushing)에서, 하나는 사프링허

(Saflinghe)에서, 또 하나는 앤트워프(Antwerp)에서 5리 정도 떨어진 헤이스

팅스 안 도엘(Hastings-an-Doel)에서 잡혔습니다. 어두운 파란색으로 머리에

는 콧구멍이 있어 물을 뿜어냈습니다. 58피트의 길이로 높이는 16피트였습니

다. 눈에서 주둥이까지 길이가 16피트나 되었습니다.

아래턱은 6피트였고, 양쪽에는 각각 25개의 이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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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아랫니를 숨길 수 있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습니다. 음식을 씹기 위해 

아래쪽 이빨의 반대편에 있는 위턱에는 이빨이 없고 쓸데없는 구멍만이 대신

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괴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가장 큰 이빨은 6인

치였는데, 이 동물이 얼마나 거대하고 크고 두꺼운지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고 

무서운 일입니다.

  플리니우스는 32권 1장을 통해 몇몇 테너 가수들이 이름을 ‘에크네베이스

(Ecbeneis)’라고 한 0.5피트 크기의 불쌍한 물고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물고기도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을 붙들고 멈추는 놀랍고도 괴물 같은 것들 사

이에 한 자리를 잡을 만합니다. 선박이 붙어 있을 때 얼마나 크든지, 아무리 

힘을 물결과 파도와 바람에 반대로 주고 돛에 노와 줄과 닻을 달아 저항하든

지,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지 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악티움

(Actium) 전투 때 알바니아(Albania)에서는 이 물고기가 총독의 갤리선을 멈

추게 했다고 합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는 보트로 노를 

저어서 갤리를 오고 가며 전의를 북돋으려고 하였지만, 그때 아우구스투스의 

함대가 이들의 무질서함을 보고 안토니우스의 함대를 에워싸서 쳐부술 수 있

었습니다. 같은 일이 칼리굴라(Caligula) 황제의 갤리선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모든 함대 중에서 맨 앞 한 척의 배가 움직이지 않고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많은 잠수부가 곧바로 물에 들어가 갤리 주변을 보며 왜 멈췄는지 이유를 찾

으려 했는데, 배의 키에 작은 물고기가 다닥다닥 붙어 칼리굴라 앞에 까지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이렇게나 작은 물고기가 400명이 넘게 

앞줄과 갤리에서 노를 젓는 사람의 노력을 쓸모없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플리니우스는 같은 장에서 어뢰나 전기가오리라고 불리는 물고기도 줄을 잡

고 있는 사람의 팔에 충격을 주고 모든 감각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위대하고 현명한 시인인 밀로드 뒤 바르타스(Milord Du Bartas)111)는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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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Sepmaine> 5권에서 다음과 같이 우아하게 노래합니다. 

레모라는 자신의 나약한 뿔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의 선미에 고정하고,

굳건한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항구로 즐겁게 항해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 신발까지 없지만,

바셀 부제트(Vessell bougeth)의 매력은 발이 아닙니다.

지하에 세 명의 패돔(fadome) 이상은 없어

수많은 닻이 마침내 그녀를 빠르게 묶습니다.

오크나무는 더 이상 같지않고

천 번 폭풍우를 천번 견디며

땅 아래 수많은 뿌리를 퍼트리고

밤에는 땅으로 나뭇가지가 떨어질 만큼 자랍니다.

오! 배를 세우라고 말하며, 어떻게 저항하지 않나요?

혼자서 많은 적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 제게 닻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주세요.

어떻게 돛과 동력, 바람, 조수를 헤쳐가라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짧게 옭아매나요?

모든 것들을 실어나르는 배

그대의 대리인과 그대의 비밀스러운 힘은 어디에 있길래

대리인과 모든 힘을 좌절시킬 수 있나요? 

36. 날아다니는 괴물에 관하여

111) 프랑스의 시인이며 기욤 뒤 살루스트 바르타스(Guillaume du Salluste Bartas, 1544-1590)라는 이

름도 있다. 



- 163 -

  이 새는 타조로 아프리카와 에디오피아에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네 발 달

린 동물의 특성을 가진 가장 큰 동물입니다. 땅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공중

으로 뛰어 오르지만 속도는 말을 능가합니다. 이 동물이 모든 것을 잘 소화시

킨다는 것은 정말 자연의 신비입니다. 알도 정말 크게 나아서 알로 꽃병을 만

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깃털은 너무나 아름답습니

다.

  제가 본 타조의 뼈가 얼마나 희귀한지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죽은 찰스 

왕은 세 마리 타조를 마레르샬 드 레츠(Mareschal de Rets)의 집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 중 한 마리가 죽자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뼈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림 68>을 통해 타조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이 

도표를 꼭 여기에 수록하고 싶었습니다.

A. 머리는 학보다는 크고 머리부터 부리까지는 한 뼘 정도 길이이고, 머리는 

납작하며 부리는 눈의 중간 정도까지 찢어져 있는데 끝부분은 약간 동그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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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B. 목의 길이는 4피트로 17개로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쪽에는 아래

로 내려가는 가로 놓인 골돌기(骨突起)가 있고 길이는 1인치입니다. 머리 가

까이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척추뼈는 뼈가 아니라 경첩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 등의 길이는 1피트로 7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 엉치뼈는 2피트 정도 되는 길이로 그 위에는 가로놓인 골돌기가 있으며 아

래에는 큰 구멍인 E가 있고, 그 다음에는 E, G, H라는 세 개의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뒤이어 고관절이 삽입되는 상자인 I가 있고, 그 옆 외부 부분에 구

멍이 뚫린 뼈인 K가 거의 시작 부분에는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뼈는 

2개로 갈라지며 하나는 더 두꺼운 L이고, 하나는 더 얇은 M으로 각 모두 길이

가 반 피트 되는 손가락 4개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갈라지는 지점과 다

시 합치는 지점 사이에 네 손가락 넓이의 구멍인 N이 있고, 한 뼘보다 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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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입니다. 그 다음 덤불이나 구부러진 칼 모양으로 남아 있는 뼈는 세 손가락 

넓이로 6인치 길이인 O가 있으며 그런 다음 끝 부분에서 연골이 다시 결합됩

니다.

R. 꼬리는 사람과 비슷하게 9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벅지에는 뼈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Q라는 대퇴골로 길이는 적당하고 

말처럼 매우 두껍습니다. 두 번째 뼈인 R은 Q와 연결되어 있으며, 1.5피트의 

길이로 위쪽에 뼈 길이만한 작은 정강이가 있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둥그스름

해 집니다.

S. 발이 엉겨 붙어있는 다리는 1.5피트이고, 끝 부분에는 2개의 발톱이 있는

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각 발톱에는 뼈가 3개 있습니다.  

T. 흉골의 뼈에 삽입되어 있는 8개 갈비뼈 중에 3개는 중간에 있고, 각 양쪽

에는 갈고리를 닮은 뼈 확장부가 있습니다.

V. 흉골의 뼈는 1피트 더 큰 조각으로 방패나 둥근 방패를 나타냅니다. 쇄골

을 대신하는 처음 세 개의 갈비뼈가 있는 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X. 날개의 첫 번째 뼈는 1.5피트 길이입니다.

Y. X 위에 반지름과 번주를 닮은 뼈 2개가 있는데 날개의 끝 쪽에 있는 뼈 6

개인 Z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조는 7피트의 길이이고, 높이는 부리부터 발끝까지 7피트 이상입니다. 

몇 가지 더 놀라운 점들이 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벳은 <코스모그래피> 21권 12장에서 새롭게 발견한 땅에서 야만인들은 그

들의 말로 투칸(Toucan)이라고 부르는 큰부리새를 보았습니다. 매우 괴물 같

은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부리는 매우 두껍고 몸의 나머지 부분보

다 더 길었습니다. 멧비둘기, 개똥지빠귀, 찌르레기가 후추보다는 덜 매운 아

이비베리112)를 먹고 살았지만 큰 부리새는 후추나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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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방스113)의 어떤 신사는 죽은 찰스 9세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지만 아직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에 죽은 다음에 신사는 왕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죽은 큰부리새를 본 왕은 말레스찰 데 레츠(Mareschal de Retz)

에게 주어 저에게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더 잘 보존하려고 해부하여 방부처

리까지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썩고 말았습니다.

  부리가 몸의 나머지 부분보다 크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굵기와 깃털은 까마

귀와 비슷했습니다. 투명한 노란색의 무게가 가벼운 이빨은 톱니 같았습니다. 

저는 이 큰부리새를 괴물 같은 것의 예로써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롤라모 카르다노(Girolamo Cardano)114)는 <불가사의

에 관하여, De Subtilitate rerum>에서 향신료 섬인 몰루카 제도(Molucca

112) ivyberry. 동백류 속 식물.

113)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하며, 지중해에 면한 지방이다. 론 강 하류 유역의 평야 지대로 휴양지. 고대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으며 그 뒤 로마가 점령하였고 일찍이 도시문명이 번영하였다. 17세기에 프랑스 땅이

되었다. 세계인문지리사전. 2009. 한국어문기자협회.

114) 지롤라모 카르다노(1501-1576):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로마에서 사망하였다. 확률을 최초로 연구

하기 시작한 수학자로 알려져 있으나 본업은 의사였으며 천식치료, 탈장 수술법 개발, 발진티푸스에 

대한 최초의 임상기록을 남겼다. 점성술사, 철학자, 도박사로도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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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5)에서는 누구나 땅이나 바다에서 극락조라고 불리는 죽은 새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인도어로는‘신의 새’라는 의미로, 사실 아무도 살아있

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극락조는 하늘 높은 곳에서 살고, 부리와 몸은 제비와 비슷하지만 다양한 

깃털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순금과 비슷하고, 목구멍은 오리와 

비슷하며, 꼬리와 날개는 공장과 비슷합니다. 발은 없지만, 노곤함이 덮치거

나 잠이 온다면 나뭇가지를 휘감은 채로 깃털로 매달립니다. 새는 놀라운 속

도로 날 수 있으며 오직 공기와 이슬만 먹고 삽니다. 수컷은 등에 구멍이 있

어서 암컷이 새끼를 낳습니다. 멜기오르 기요딘 베루스(Melchior Guillaudin 

Beruce)에 따르면 새의 안쪽은 지방으로 가득 차 채워져 있으며, 이제까지 2

마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도시에서 한 마리를 보았는데, 한 저명한 남자

가 여기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저도 도시에서 고 샤를 9세116)에게 바쳐진 한 마리를 본적이 있는데, 제가 

이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새의 명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37. 지상에 있는 괴물에 대하여

115) 인도네시아 동부의 제도이며, 말루쿠 제도[Maluku Kepulauan]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116) 샤를 9세(Charles IX, 1550-1574), 재위 기간은 1560년-157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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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드레 테베(André Thevet)117)는 <코스모그래피[우주론], Cosmography> 1-4

권 11장에서 조코테라(Zocotera) 섬에서는 에디오피아 마멋118)만큼 크고 매우 

괴물 같은 후스파림(Huspalim)이라는 동물을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에디오피

아인들은 이 동물을 큰 우리에 가둬 둡니다. 피부는 진홍색만큼 붉고 작은 반

점이 있으며, 머리는 공처럼 둥글고, 발은 둥글고 평평하며, 위험한 발톱 없

이 바람에서 삽니다. 무어인들은 살코기를 연하게 만들고 소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때린 후에 죽여서 먹습니다.

  카모타(Camota) 왕국, 아홉(Ahob) 왕국, 벵골(Bengal) 왕국과 인도의 겐지

스 강 너머에 있는 강가푸르(Gangapur), 플리마틱(Plimatic), 카라간

(Caragan) 산에서는 북회귀선을 넘어 5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서독 사람들은 

기린이라고 부르는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머리와 귀, 갈라진 발이 

뒷발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목은 길고, 놀랍도록 말랐으며, 다리와는 매우 

117) 앙드레 테베(André Thevet, 1516-1590), 16세기에 프랑스 근동과 남미를 여행한 작가이다. 

118) 마못(marmot): 쥐목 다람쥐과 마못속에 속하는 포유류 총칭이다. 네 다리는 짧고 몸은 다람쥐과의 

동물 중 가장 크다.



- 169 -

다른 모습입니다. 하늘 아래 존재하는 어떤 동물보다 다리가 높이 솟아 있기 

때문입니다. 꼬리는 둥글지만 엉덩이와 가까이에 있고 피부는 정말로 아름답

습니다. 몇 군데에 표범처럼 흰색과 황갈색 반점이 있으며, 이 때문에 그리스 

역사가들은 이들을 차몰레오파다리(chamoeleopardalis)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

장했습니다.

  이 동물은 잡히면 너무나 흉폭해 지기에 눈에 띄는 경우가 없고 다른 동물

들이 먹이를 먹지 않는 시골의 숲이나 버려진 땅에 숨어서 지냅니다. 사람을 

보면 바로 도망가려 하지만, 달리는 게 느려서 결국은 잡히고 맙니다. 일단 

잡히기만 하면 존재하는 동물 중에 가장 다루기 온순한 동물이 됩니다. 머리

에는 1피트 정도 되는 2개의 뿔이 나 있는데, 곧은 모습으로 사방에 털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높이 들어도 창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풀을 주식으

로 나뭇잎과 나뭇가지에서 살고 빵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 내용은 앙드레 

테베의 <코스모그래피> 1-11권 13장에 그림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코끼리는 사막 너머의 아프리카, 모리타니119), 에디오피아에서 태어납니다. 

119) 모리타니(Mauritania): 서사하라, 세네갈, 말리, 알제리에 인접해있고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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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몸집이 가장 큰 것은 인도에서 태어납니다. 코끼리는 모든 네 발 달린 

동물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나 쉽게 길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온순하고 다루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 맡은 바를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코끼리는 잿

빛 털로 야생 소와 비슷한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머리는 두툼하고, 깃은 

짧으며 귀는 폭이 넓으며, 트럼펫처럼 매우 길고 속이 빈 코가 있는데 손 대

신에 거의 땅에 닿을 수 있습니다. 가슴 근처에 입이 있는데, 돼지 이빨 같습

니다. 위쪽에는 매우 큰 이빨 2개가 있습니다. 발은 나무 쟁반처럼 둥글고, 

2~3피트 넓이로 여기에 발톱은 5개가 달려 있습니다.

  매우 다리가 두껍고 강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듯 뼈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네발 달린 동물처럼 무릎을 구부릴 수 있습

니다. 그래서 오르거나 짐을 실을 때는 무릎을 굽혔다 다시 일어납니다. 꼬리

는 마치 물소나 들소와 같지만 털이 많지 않고 겨우 세 뼘 정도의 길이입니

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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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자연이 스스로를 보호해줄 다른 수단을 주지 않았다면 파리에게 괴

롭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물거나 찌르면 온통 주름이 지고 접

혀 있는 가죽이 움츠러들어 파리를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

도 코끼리를 추월할 수가 없는 건 걸음 폭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도를 빠르게 추월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은 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먹고 살며, 큰 나무라도 뽑아버리거나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나무는 16뼘 정도로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에 오르

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여행을 할 수 없는 사람만큼이나 두려움을 느낍

니다. 천성적으로 너무나 제멋대로 굴기 때문에 어떤 속박도 견디지 못하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매우 순

종적이고, 말을 아주 잘 알아듣고, 말을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을 괴롭힐 대는 코를 크게 공중에 휘둘러서 사람이 일어나게 만든 후 불같이 

화를 내며 사람을 발로 짓밟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사> 6권 27장에서 이 동물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번식을 하지 않는다고 기록했습니다. 수컷은 암컷 한 마리와 함께 하기에 다

른 암컷을 따로 만나는 경우가 없으며, 암컷이 새끼를 배고 있으면 암컷을 만

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수컷은 암컷을 감추기 때문에 우리는 

암컷이 얼마나 오래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암컷은 사람만

큼이나 고통스럽게 새끼를 낳는데, 낳자마자 혀로 핥아줍니다. 새끼는 태어나

자마자 부모가 둘러싸서 키웁니다. 이들의 수명은 200년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너무나 큰 상아라고 부르는 코끼리의 이빨은 베니스, 로마, 나폴

리와 같은 이탈리아 도시와 상자, 류트, 빗과 같은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을 

만드는 파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앙드레 테베의 <코스모그래피> 1권 10장에는 홍해에 있을 때 어떤 인디언들

이 호랑이와 같은 크기와 비율을 가진 괴물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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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괴물은 꼬리가 없었지만 얼굴은 잘생긴 남자와 비슷했으며, 뒷발은 호

랑이와 비슷했지만 황갈색과 까만 체모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머리, 

귀, 목, 입은 머리가 살짝 검고 꼬불꼬불한 아프리카에서 목격되는 무어족 같

습니다. 이 인디언들이 땅에 대해 친절과 예의를 보여주는 것은 신선한 일이

었기에 이 순한 괴물을 “트바나스틀Tbanactl”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디언들

은 이들을 화살로 상처를 내서 죽인 후에 먹었습니다.

  테벳은 <코스모그래피> 2권 13장에서 아프리카에서는 ‘사나운 하이잇

(Savages Haiit)’라고 불리는 매우 기형적인 동물이 발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동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몸집은 큰 게노리(Guenori)만큼 크고, 서 있을 때도 배가 

늘어져 땅에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얼굴과 손은 어린아이와 매우 비슷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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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잇은 잡히면 마치 크고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크게 한숨을 

쉽니다. 회색으로 각 발에는 3개의 발톱이 손가락 4개 길이로 달려 있으며 잉

어의 뼈 모양입니다. 사자나 다른 짐승에 뒤지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발톱으

로 나무 위로 기어가 땅에서 보다 더 오래 머무릅니다. 꼬리는 손가락 3개의 

길이 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기는 합

니다. 야만인들은 무엇을 먹는지 보려고 오랫동안 오두막에 가둬 두었지만 그

저 바람을 먹고 산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존 레오(John Leo)의 <아프리카 역사>에서 저는 거북과 유사하며 둥근 형태

를 가진 매우 괴물 같은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등에는 십자 모

양으로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2개의 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선의 끝에는 

눈과 귀가 있어서 모든 방향과 측면에서 네 개의 눈과 네 개의 귀로 보고 들

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과 배는 하나 밖에 없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래

로 내려갑니다. 이런 동물은 몸 주위에 발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서 몸을 돌

리지 않아도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꼬리는 다소 길며, 꼬리 끝에



- 174 -

는 빽빽한 털로 덮여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민들은 이 동물의 피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서 상처를 붙이고 봉합할 수 있으며, 치료에 이보다 더 좋은 연고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눈과 귀, 발이 많은 이 동물을 보게 되면 누구라도 크게 놀라지 않겠습니

까?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저

도 이에 너무 놀랐고 자연이 자신의 작품을 경탄할 수 있도록 장난을 치고 요

술을 부렸다는 말고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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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에서 카멜레온이라는 이름의 동물이 발견되었는데, 다리가 좀 더 

길다는 점을 제외하면 도마뱀과 비슷합니다. 옆구리와 배는 서로 물고기처럼 

연결이 되어 있으며, 등에 있는 척추는 울퉁불퉁해서 물고기 같습니다. 주둥

이는 새끼 돼지 같고, 꼬리는 매우 길고 끝으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손톱은 

매우 날카롭고 거북이처럼 힘을 주며 걷고, 몸은 악어처럼 거칠고 비늘이 있

습니다. 눈은 감지도 꿈쩍도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색깔입니다. 항상 스스로 부풀어 오르면 색깔이 변합니다. 이는 가죽이 매우 

가늘고 얇으며, 피부는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투명한 가죽이 얇아

서 주변에 있는 것들의 색깔을 모두 거울처럼 쉽게 반영하기 때문인데 더 흔

히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상상의 산물의 다양성으로 인해 체액이 다양하게 

섞이면서 가죽에 이런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이지 수탉의 배설물이나 

욋가지와 다르기 때문은 아닙니다. 죽으면 매우 창백해집니다. 마티올레

(Matthiole)는 살아있을 때 오른쪽 눈을 찢으면 각막에 있는 흰 반점을 염소

의 젖과 섞었을 때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몸으로 문지르면 담즙이 

서로 흩어지면서 눈에서 백내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책의 설명에서 이러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38. 천상의 괴물에 대하여

  고대인들은 천상의 괴물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수염과 털처럼 타오르는 

혜성들은 횃불, 램프, 기둥, 창, 방패, 구름 부대, 용, 달과 태양 같은 것을 

비롯해 다양한 것들로 모습을 바꾸기에 하늘의 얼굴은 여러 번 변화합니다. 

저는 괴물에 관해 다루고 있는 책에 이 내용을 꼭 넣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천상의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리코스테네스(Lycosthenes)의 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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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이스투의 <경이로운 것의 역사>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시작해보고자 합니

다.

  1528년 10월 9일에 웨스트리(Westrie)에서 나타난 무시무시한 피로 덮인 혜

성을 공중에서 목격했을 때, 이보다 더욱 놀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혜성은 너무나 끔찍하고 공포스러워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나 큰 공포를 느끼고 되었고 결국 몇 명은 이로 인해 죽거나 병에 걸렸습

니다. 이 이상한 혜성은 1시간 25분간 지속됐고, 해가 뜨는 방향으로 나타나

기 시작하더니 중남부 프랑스 가까이에서 사라졌고, 행성이 정상에 있을 때는 

핏빛이었습니다. 누군가 보았다면, 마치 때리려는 듯, 손에 큰 칼을 든 굽은 

팔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행성의 끝에는 별 3개가 보였지만, 다

른 어떤 것보다 끝 쪽에 있는 별이 한층 빛나고 반짝였습니다. 이 혜성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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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서 나오는 빛에는 수많은 도끼, 칼, 비로 물든 검이 보였고, 수염이 많고 

털이 많은 흉측한 인간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요셉푸스(Josephus)와 유세비우스(Eusebius)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 

예루살렘의 도시가 비참하게 파괴될 것을 알려주는 몇 가지 징조가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불타는 칼 모양의 무서운 행성이 성전에서 1년

이라는 기간동안 빈번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한 신이 유대인들을 불과 피, 

기근으로 복수를 하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머

니가 아이들을 잡아먹는 비참한 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는 로마

인에게 포위를 당해 이십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구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팔려

가게 될 것입니다. 

  혜성은 위와 같은 일을 초래하거나 어떤 불길한 결과를 남기지는 않았습니

다. 시인 클라디우스(Claudian)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누구도 그 행성을 본 적은 없으나,

  우리가 맞이했던 해악은 있나니.

  천문학자들은 천체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고정되거나 정지되

어 있는 별인데, 뜨거운 석탄처럼 하늘에서 생기에 차 반짝거립니다. 다른 하

나는 표류하는 행성으로 전혀 반짝이지 않습니다. 각각 하늘이나 원, 구, 층

이 있으며 이름은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입니다. 별은 하늘

에 단순하고 순수한 물질로 구성되어 구형으로 나타나면 빛을 냅니다. 이 행

성의 개수나 이름은 하나님 빼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서 나온 행성들은 하

늘을 가로지르거나 둘러싸는 12궁도 원 중 하나로서 하늘에서 가장 큰 원으로 

태양의 실질경인 경로를 만듭니다. 밤낮으로 비스듬하게 교차하거나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는 1년 동안 사계절을 번갈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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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뜨고 지는 태양 덕택에 1년 내내 지구의 전체 구가 

빛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체 빛의 전차이자 원천으로 작은 흐름에 불과하기에, 별의 왕이라

고 부르고 천체 중에서 가장 큽니다. 달 위의 세 주전원으로 즉 하늘이나 층

에 있습니다. 이는 6개의 행성 중간에서 진행되어, 행성이 가까이 간다면 경

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작은 주전원이나 원에서 가장 높은 점으로 끌어당깁

니다. 일단 지나가고 나면, 행성은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하여 왕자가 왕에게 

하듯 함께 하거나 옆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무를 다하면 멈추고 수줍은 

인사를 하며 뒤로 물러나 주전원의 아래로 내려가 멀리서 “주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가까워질 때 물러나면, 주전원의 가장 높은 위치를 되찾아 맞이

하러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황도대의 4개의 별자리처럼 자신과 가깝다고 느끼

며 기다리는 척을 하다가 환영을 표시하고는 앞서서 나갑니다. 하지만 자연적

인 범위와 진로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천문학자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토성이라고 불리는 행성은 지구 전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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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배가 더 크고, 프랑스에서는 36000만 리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목성이

라는 행성은 지구의 지름보다 96배 더 큰 것으로 예상되며 22000만 리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화성이라는 행성은 지구만큼 크고 354만 244리만큼 목성과 

떨어져 있습니다. 달이 월을 나타내는 것은 매달 새롭게 돋아나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지구와는 8213 리그12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별과 비교해서 

더 두껍고 어두운 색으로 구체가 있어서 어떤 움직임이 있더라도 함께 움직여

서 제한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사람을 위해 시대와 계절

을 구별하고, 그 빛으로 일을 하고, 열등한 몸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태양 구체는 지구의 구체보다 66배가 더 크고, 달보다 약 7천배가 더 큽니

다. 프톨레마이오스(Ptolemy)를 비롯한 여러 천문학자들은 기하학적 계산을 

통해 지구 전체보다 66배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태양은 육지에 있

는 동물 뿐 아니라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생물에게도 생명을 선사합니다. 뒤 

바르타스(Du Bartas) 경은 태양을 끝없는 기수, 비트의 샘, 빛의 근원, 우주

의 생명, 세계의 횃불, 천국의 장식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더구나 태양은 사람

과 동물의 안도감과 만족감을 주려고 지구 주위를 24시간 돌며 이득을 주고 

밤낮으로 기분 좋은 공전을 합니다.

  독자는 크기, 불변의 속도, 믿을 수 없는 민첩성, 엄청난 광채와 따뜻함, 

태양처럼 고귀한 몸에서 발견한 결합과 반대 움직임이 창조주의 놀라운 지혜

와 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숭배하게 됩니다. 1시간 중 단 1분 동안 

우리는 꿈쩍하지 않아도 수 천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가 크게 

달라질 때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합니다. 게다가 제일 작은 별이

라고 할지라도 지구 전체보다 18배 이상 크기가 큽니다. 이는 상당한 사색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창조주를 찬양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에서 아우성을 내

고 있더라도 천체에서 바라보면 조그만 것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겸손하게 하

120) league. 거리 단위. 약 2.4 - 4.6 miles. 즉, 3.9 - 7.4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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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늘에는 12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자리, 황소자

리, 쌍둥이자리, 게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궁수자

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로 모두 다릅니다. 태양과의 결합으로 후

자의 열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다양한 열이 생성되어 사계절이 생기며, 

생명과 보존이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은 무(無), 즉 물질이 없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정수입니다. 우와… 내 펜, 그만! 나는 더 이상 하

나님의 신성한 위험이 있는 성스러운 내각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을 수도, 그

럴 수도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프톨레

마이오스(Ptolemy), 플리니(Pliny),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밀리히우스

(Milichius), 카르다노(Cardan)을 비롯한 여러 천문학자들에 읽어보시길 바랍

니다. 그리고 뒤 바르타스 경과 엠. 세메인(M. Sepmaine)의 <네 번째 날

Fourth Day>에서 이러한 영감을 가지고 박식하고 글을 쓴 해석가의 글을 읽어

보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리고 저는 젊은 외과의에게 천체의 물질에 대해 고민해 볼 시간을 가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위의 내용을 발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하

고 신성한 선지자와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다윗)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8편 3절,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 181 -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더욱이 저는 하늘에서 창조한 괴물 같으면서도 놀라운 것들에 대해 쓰는 것

을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이스투는 <경이로운 것의 역사>에서 헝가리 국

경에 위치한 수골리에(Sugolie)에서 1514년 9월 7일에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 

끔찍한 파열음이 났다고 합니다. 200 파운드 무게로 시민들은 두꺼운 쇠사슬

로 신전 중간에 연결하여 매달아 두었습니다. 공기가 어떻게 그만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보여주는 신비한 물건이 이 지방을 여행하는 사람

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플리니는 킴브리안(Cimbrian) 전쟁 중에 공중에서 트럼펫과 클라리온 소리

가 커다란 무기가 덜거덕 거리는 소리와 함께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마리우스(Marius) 영사관 시절 하늘에 군대가 나타났는데, 한쪽은 

동쪽에서 그리고 다른 한쪽은 서쪽에서 나타나 오랫동안 서로 싸웠습니다. 결

국 동쪽에서 온 군대가 서쪽에서 온 군대를 밀어냈습니다. 이와 동일한 일은 

오후 2시경 주벤(Juben)이라는 도시 가까이에 위치한 루살리아(Lusalia)에서 

1535년에 목격되었습니다. 더구나 1550년 7월 19일에는 비텐베르크

(Wittenberg) 도시에서 멀지 않은 색스니(Saxony)라는 지역에서 서로 큰 소리

를 내며 싸우는 두 군대에게 둘러싸인 큰 수사슴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

다. 머지않아 피가 폭우처럼 땅에 떨어졌고, 태양은 두 조각으로 갈라져서 한

쪽은 땅으로 떨어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Constantinople)이 함락되어 몰락하기 전에 수많은 개와 다른 동물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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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군대가 공중에서 나타났습니다.

  율리우스 옵세퀜스(Julius Obsequens)는 기원전 이탈리아에서 살점이 크고 

작은 덩어리로 솟아올라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 있는 새가 일부를 다 먹

어 버렸습니다. 땅에 떨어진 나머지 살점은 상하거나 색깔이 변해 악취가 나

지 않고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토(Otto) 황제 3세가 재위하

고 있을 때는 하늘에서 밀이 비처럼 내렸습니다. 180년 이탈리아에서는 우유

와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내렸고, 과일 나무에는 밀이 열렸습니다. 리코스테네

스(Lycosthenes)는 색스니에서 많은 물고기가 비처럼 내렸고, 루이스(Louis) 

황제 시기에는 3일 밤낮으로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989년에는 피 

만큼이나 빨간 눈이 베니스에 떨어졌습니다. 1565년의 돌(Dole) 교구에서는 

많은 양의 피가 내렸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같은 해인 6월에 일어난 일입니

다.

  그리고 기괴한 일은 공중 뿐 아니라 태양과 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리코스

테네스는 샤를 5세 시대에 마그데부르크(Magdeburg) 포위 공격을 하는 동안 

아침 7시경에 3개의 태양이 나타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태양이 가

장 밝았고, 나머지 태양은 붉은색과 핏빛을 하고 있었으며 모두 하루 종일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3개의 달이 나타났는데, 이와 똑 같은 일이 1554

년 바이에른(Bavaria)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늘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땅에 놀랍고도 위험한 영향을 미

치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그 이상의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42

년에는 온 땅이 흔들렸고, 심지어 에트나(Etna) 산도 많은 화염과 불꽃을 쏟

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도시와 마을, 재산이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

다.

  게다가 1531년 포르투갈에서는 8일 동안 땅이 하루에도 7~8번 진동하여 리

스본에서만 1,050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는 박살나거나 함몰되어 버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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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채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페라라(Ferrara)시에는 1551년에 발생한 

비슷한 지진으로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플리니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의 시대에 네로 통치하에 있던 바세우스 마르셀루스(Vasseus Marcellus) 로마 

장교는 마르루신(Marrucin) 지역의 도로 양쪽 땅에 한쪽에는 목초지가, 다른 

한쪽은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소의 위치가 바뀌

어 버린 것은 기적적인 힘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목초지에 

가 있고, 목초지는 올리브 나무가 있던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장

소의 위치가 바뀐 것을 보고는 지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9. 자연재해에 대하여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Abraham Ortelius)는 <세계의 무대Tbéatre de 

I’Univers>에서 시칠리아(Sicily)에는 에트나(Etna)라는 불타는 산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철학자와 시인들이 산에 대해 기록한 이유는 이 산

을 매우 자세히 살펴보고 매우 용의주도하다고 기록한 페이스러스(Facellus)

는 높이가 이탈리아 리 30개 이상이고, 그 아래 부분은 100개 이상인 산이 화

염과 연기를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꺼지지 않고 불길이 계속됨

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전체 지역을 완전히 태워버릴 만큼 엄청난 불을 때로 

뿜어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이전 사람들이 기록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작가들이 기록한 것을 토대로 하여 여

기서 페이스러스가 전한 내용을 간략히 여기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 시가 세워진 기원전 350년에 이 산은 불씨와 뜨거운 석탄과 함께 많은 

불을 토해냈기 때문에 많은 밭과 마을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290년이 지나고 

똑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37년 후에도 다시 많은 재를 너무나 많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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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은 탓에 산자락에 있던 카타니아(Catania) 시에 있던 집의 지붕과 덮개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후 칼리굴라(Caligula) 황제

가 집권하던 시기와 254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169년 2월 1일, 

화재가 계속되자 바위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 때문에 큰 지진이 일어나 카타니

아의 대교회가 무너져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 곳에서 사제와 사람들과 

함께 있던 주교는 잔해를 맞고 으스러지고 말았습니다.

  1329년 7월 1일, 새로 지은 산 주위에 있던 여러 교회와 집이 다시 화염과 

이로 인한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샘

이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말라버린 선착장에 있던 배는 바다로 던져졌으며, 

동시에 세 곳이 다시 터져버려 바위와 숲, 계곡을 뒤집어 버려 공중으로 날려 

버렸으며, 시냇물이 포효하는 것처럼 산 아래로 향하는 내부 도관을 통해 불

이 분출하고 토해냈으며, 이로 인해 영향은 받은 곳이나 살 만한 장소는 모두 

망쳐버리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주변 시골도 산의 정상의 불타는 구멍

에서 내뿜은 재로 뒤덮이고 말았고, 많은 사람이 질식하였습니다. 이렇게 유

황 냄새에서 나온 재는 북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을 타고 몰타(Malta) 섬으로 

날아가 산에서 160리그가 떨어진 곳까지 닿았습니다.

  1444년 다시 한 번 불과 작은 돌을 내뿜으며 매우 끔찍하게 다시 피어올랐

습니다. 그 이후로는 불과 연기를 내뿜는 일이 잦아들었고, 이제 분출을 멈춘 

것이 아니라 완전히 휴화산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536년 3월 22일, 다시 뜨거운 화염을 내뿜었고, 만나

는 것이라면 모조리 불태워 버렸습니다. 숲 옆에 위치한 성 레오(St. Leo) 교

회는 산에서 분출된 것들로 파괴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재가 일어나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고, 타버린 돌무더기 외에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537년 5월 1일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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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선 시칠리아 섬이 12일 동안 흔들렸고, 그 다

음에는 큰 대포소리 같은 우렁찬 사격소리와 함께 끔찍한 천둥소리가 들렸습

니다. 이 때문에 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으며, 이 소리는 약 11

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여러 개로 많이 쪼개져서 균열과 틈이 생겼고 이곳으로 

엄청난 양의 화염을 내뿜었습니다. 단 4일 만에 약 15리 인근에 있던 모든 것

들이 파괴되어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마을이 완전히 불타 파괴

되어 버렸습니다.

  카타니아 주민들과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들판으로 도

망쳤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정상에 있던 구멍으로 3일 연속으

로 엄청난 재를 뿜어냈는데, 그 때문에 산 전체가 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재는 섬의 끝단, 심지어 바다를 넘어 칼라브

리아주(Calabria)까지 닿았습니다. 이 섬에서 300리 떨어진 베니스까지 가려

고 메시나에서 출발하여 항해하던 배에까지 재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페이스러스가 라틴어로 남긴 다소 긴 분량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해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 약 3년 전에 산이 화재로 인해 시골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소식이 앤트워프(Antwerp)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시칠리아 섬에는 이

전에 시러큐스(Syracuse), 아그리젠토(Agrigento)와 같은 장엄한 도시들이 있

었으나, 현재는 메시나(Messina)와 팔레르모(Palermo) 같은 주요 도시만 남아 

있습니다.

  베네치아인인 마르코 폴로(Marco Polo)는 동방의 나라에 관해 쓴 책 2권 64

장을 보면 퀸세이(Quinsay)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레가 100 이탈리아 마일로 도시에는 만 2천개의 돌다리가 있고, 그 아래로 

높은 돛대가 있는 선박이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베니스처럼 바다에 있는 도시

였습니다. 그곳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데, 저는 M. 세메인의 <네 번째 날>을 

해석한 살루스테 뒤 바르타스(Saluste Du Bartas)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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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놀라운 일은 바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바다와 심연과 소용돌이 속에서 바

다 전체에서 커다란 불이 퍼져 나가는 정말 기괴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

다. 이는 마치 엄청난 양이 물이라도 불을 끌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불가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물이 너무나 이상하고 기적적으로 범람한 탓에 1530년에 바다가 네덜란

드와 네덜란드의 젤란드주(Zeeland)까지 솟아올라서 전체 섬이 물에 잠겨버려 

모든 도시와 마을을 앞으로 오랫동안 배가 항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

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티베르강(Tiber)이 범람하여 도시의 많은 지역이 맹렬

하게 잠기게 되었고, 심지어 36피트의 높이까지 물이 차서 도로를 집어 삼켰

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론(Rhone)강이 범람하여 리용의 다리 일부

와 라 기요티에르(La Guillautiére)의 여러 개의 집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루

시오 마조(Lucio Maggio)는 <지진에 대한 담화Discourse on earthquakes>에서 

지진으로 바닷물이 가열되면 당시 그 주변에 있던 배 주변의 모든 피치가 녹

는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물속을 헤엄치던 물고기가 완전히 

익어버렸으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과 동물이 극도의 더위로 사망했습

니다. 이와 비슷하게 배 또한 어느 한 순간에 잔잔한 바다에서 내려앉아 버렸

습니다. 바다가 너무나 고요해서 어떤 무게도 지탱할 수 없는 심연을 지나가

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바다의 돌은 자철석이라 배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배에 있는 철 때문에 바다 속으로 삼켜져 심해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

다. 모든 이상하고 기괴한 것들은 바다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위대한 예언자 

다윗은 시편 104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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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유니콘에 대한 담론

  이 부록의 항목은 파레가 수집한 논문의 초기 판의 괴물들에 관한 논문에 

수록되어 있었고, 1582년 라틴어판의 내용은 글이 있던 순서대로 발췌하고 재

구성하여 <유니콘에 대한 담론Discourse on the Unicorn>에 수록되게 되었습

니다. 괄호 안의 챕터 번호는 <Discoursurs de la Lirorne>를 참고하시면 됩

니다. 파레의 <Oeuvres completes> 3권 491~515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파레의 초기 판본에서 변화한 몽스프레(Des Monsfres)의 세아르

(Céard)판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A. (14장) 머리가 야생 멧돼지와 돼지를 닮은 물고기 

  게르네루스(Gesnerus)는 바다에서 “야생 멧돼지와 돼지”의 머리가 있는 

물고기가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큰 크기로 자연

의 대질서를 따라 몸은 비닐로 덮여 있었고, 긴 송곳니 이빨은 야생 멧돼지 

개구리를 닮아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B. (11장) 바다코끼리  

  스코틀랜드를 묘사한 책에서 핵터 보에티우스(Hector Boetius)는 다음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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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설명에 해당하는 동물의 이름의 ‘바다코끼리’이며, 코끼리보다도 더 크

기가 크다고 기록했습니다. 바다와 육지에 사는 바다코끼리는 코끼리와 비슷

한 이빨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이빨로 몸을 부착시키거나 바위에 매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깊이 잠들기 때문에 선원들은 보자마자 해

변으로 가서 여러 곳에서 두꺼운 밧줄로 바다코끼리를 묶어버립니다. 큰 소리

를 내며 돌을 던져서 깨우면 바다코끼리는 평소 하던 대로 힘을 써서 바다에 

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잡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너무나 평화로워지

기 때문에 잡기가 매우 쉽습니다. 사람들은 때린 다음에 지방을 제거합니다. 

껍질을 벗겨서 가죽 끈과 벨트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 너무나 단단하면서도 

상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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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0장] 아라비아의 유니콘, 피라수피 

  홍해의 아라비아 해안을 따라가다 아랍인들은 카데모스(Cademoth)라는 섬 

지역을 따라 흐르는 플레이트(Plate) 강에서 피라수피(Pyrassoupi)라고 불리

는 한 흉포한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머리는 노새만큼이나 크고 생긴 모습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몸 전체는 곰처럼 털이 덥수룩했으며, 색은 약간 밝아서 

황색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사슴처럼 발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라수피는 두 

개의 뿔이 이었는데, 매우 길지만 가지 지지 않았으며, 매우 높이까지 올라가 

있어서 유니콘의 뿔과 비슷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이 있는 동물에게 상처를 

입거나 물렸을 때 이 동물을 사용했는데, 6~7시간 동안 부위를 물속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물을 마셔버렸습니다. (삽입한 삽화는 앙드레 

테베의 <코스모그래피> 5판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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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4장] 양서류 동물인 캠퍼치에 관하여 

  앙드레 테베의 <코스모그래피>에서 뿔이 있는 새로운 종의 동물이 에디오피

아에서 발견되었으며, 악어처럼 물과 땅에서 모두 사는 양서류 동물로 몰루카

(Molucca) 제도에 있는 섬에서는 캠퍼치(Camphurch)라고 불린다고 기록했습니

다. 이 동물은 암사슴만한 크기로 이마에는 뿔 하나가 있고, 사람의 팔만큼이

나 굵어서 3.5피트나 되었습니다. 목에는 털이 많이 나 있으며, 회색빛을 띄

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위처럼 2개의 발이 있어서 수영을 할 때 사

용했으며 다른 2개의 뒷발은 수사슴이나 암사슴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물고

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동물이 유니콘과 같은 종으로 뿔은 독 치료제로 매

우 강력하며 탁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왕의 뒤를 이은 위대한 군주들이 다른 동물, 묽기, 과일의 이름을 차용한 

것처럼 섬의 왕은 예쁘게 이 동물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앙드레 테베는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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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그래피> 1-12권 5장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E. (9장) 플로리다 황소  

  테벳은 2-23권 2장에서 플로리다(Florida)에서 야만인들이 부투롤(Butrol)

이라고 부르는 큰 황소를 발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부투롤은 뿔 길이는 1피

트로, 등에는 낙타 같은 종양이나 혹이 있으며, 털은 등 위쪽으로 길게 나 있

으며, 회갈색으로 꼬리는 사자처럼 생겼습니다. 이 동물은 매우 사나운데, 어

릴 때 어미에게서 빼앗아 훔쳐가지 않으면 절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야만인

은 추위에 대비해 이 동물의 가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뿔은 독에 저항하는 

성질이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만인들은 이 뿔을 가지고 시골을 걷

다 우연히 마주치는 독과 야생동물에 대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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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7장] 코뿔소에 대한 설명

  파우사니아스(Pausanius)는 코뿔소의 뿔은 1개가 아니라 2개라고 기록했습

니다. 하나는 코에 있는 것으로 다소 크기가 큰 검은색으로 물소나 들소의 두

께와 크기입니다. 그러나 속이 비어있거나 꼬여 있지 않고 매우 단단하고 무

겁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깨위에 툭 튀어나와 있는데, 다소 작은 크기지만 매

우 날카롭습니다. 외뿔소자리(Monoceros)라는 이름처럼 뿔이 하나 있다고 해

서 유니콘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코뿔소는 코끼리를 닮았고, 거의 비슷

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더 짧고, 발톱은 갈라져 있으며, 머

리는 돼지와 같고, 몸은 악어처럼 비늘 모양의 질긴 가죽으로 되어 있어 군마

의 화려한 장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스투스(Festus)는 어떤 사람들은 야생 이집트 황소라 생각한다고 기록했

습니다.

  [8장] 코뿔소라고 일컬어지는 동물에는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

다. 그것은 바로 코끼리와 영원한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

울 준비가 되면, 바위에 뿔을 대고 날카롭게 갈고는 항상 등보다 더 연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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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의 배 부분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코뿔소는 코끼리만큼이나 오래 되었

지만, 다리는 낮은 위치에 있으며, 털은 회양목 색으로 여러 부위에 얼룩이 

있습니다. 플리니가 기록한 것처럼 폼페이우스(Pompey)도 8권 20장에 로마에

서 처음 본 코뿔소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부록 2

종양에 관한 책에서 

  다음 구절은 <괴물에 관하여>의 1579년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수록

된 내용는 멀레인의 각주(3권, p. 792)와 텍스트(3권, p. 792 &1권 pp. 

356-57, 353—54)에 따라 재구성되었습니다. 1585년에는 이 내용이 <종양 일반

에 관하여>라는 책에 수록되었습니다.

의사와 외과의 모두 신중히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들 

  제한 본드(Jehan Bond)의 아내 이사보 롤랑트(Isabeau Rolant)는 붉은 장미

가 많은 생 제르베(St. Gervais) 근처 몽소(Monceaux) 거리에 살았습니다. 60

세를 일기로 사망한 후, 1578년 10월 22일에 의학대학 섭정 의사이자 부교수

인 밀로(Milot)씨가 입회한 자리에서 순서에 따라 해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췌

장과 장간막은 10.5 파운드가 나갈 정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컸으

며 외부는 완전히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요추 부위에 척추에만 붙어 있었고, 

앞쪽은 복막에만 붙어 있었고 마찬가지고 매우 거칠어 연골 같았습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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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밀로경의 집에서 다음날 아침 몸을 절개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

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참석했는데, 무엇보다 몸 안에는 많은 종기

가 있었습니다. 각 종기에는 키스티스(kystis)가 있었고, 올리브 오일과 비슷

한 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다른 것에는 꿀, 녹은 쇠기름, 수프, 액체, 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종기가 다양한 것만큼이나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양했습니다.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종양이 8년, 혹은 그 전부터 시작되어 더욱 자랐지

만 전혀 통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간막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

고, 롤란트(Rolant) 여성은 생기롭게 사실상 너무나 자유롭게 행동을 하며 살

았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 2달 동안에는 죽기 직전까지 계속되는 고열로 침대

에 가 있어야 했고,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뿌리가 뽑힐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

다. 실제도로 요추와 복막의 뼈에만 달라붙어 있었고, 정상적으로 붙어있는 

다른 장이나 다른 부위에는 모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광에 떨어져 

있어서 방광을 누르기에 방광을 누르며 소변을 보고, 변을 보는 것은 오직 구

강으로 약을 먹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관장은 들어가지 않았고, 좌약은 전

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횡경막이 압박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겪었습

니다. 여성을 돌보는 일부는 그게 두더지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은 부기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부기가 심해서 물 한 바가지 이상이 몸에서 나왔습

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주로 간이 원인이었는데, 간은 완전히 딱딱하

였으며 내부와 외부 모두 종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장도 완전히 썩어 있

었고 배와 외음부에서는 액체와 얼룩덜룩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배 전체에

도 온전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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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와 관련하여 시어 밀로(sieur Milot)는 시칠리아의 유명 의사로 

<De tumoribus praeter naturam> 1-1권 1자에서 도적질을 해 교수형을 당하게 

된 한 무어인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편집한 장 필립 잉그라시아스(Jean 

Philippe Ingrassias)의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앞서 나온 잉그라

시아스(Ingrassias)가 주재한 자리에서 무어인의 해부가 유명하고 큰 회사에

서 진행되었습니다. 장간막에서 70개의 작은 음낭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각각

은 키스티스(kystis)가 있었으며, 이 종양은 장 외막에 붙어 있었습니다. 일

부는 완전히 딱딱한 물질로 석고와 비슷했고 나머지는 액체와 비슷한 끈적한 

점성이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무어인의 몸의 다른 부분은 너무나 건강하고 온

전하였으며, 책에 따르면 특히 간과 비장이 그러하였습니다. 자연은 장간막과 

주변 장기들이 신체의 모든 배설물을 내보내서 다른 부분을 청소하여 나머지 

부분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결과 무어인은 살아가는 동안 

잘 아프지 않았고, 거의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퍼널(Fernel)씨는 6권 7장에서 장간막과 췌장의 원인과 증상을 보고 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비정상적인 종기와 종양은 자연의 분

비물로 인해 생깁니다. 많은 분비물에 눌리면 마치 전신에 하수도나 배수로가 

있는 것처럼 장간막과 췌장으로 이동합니다. 먹고 마시기를 너무 적게 하거나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은 온갖 가래와 콜레라를 모으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정화되지 않으면, 심실과 간, 비장에서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은 

간문맥에서 삽입되어 장간막과 췌장에서 소실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장간막과 

췌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퍼널씨가 답즙의 유랑이나 이질, 저온성 

우울증, 설사, 위축증, 나른함, 느림, 불규칙한 학질 등에 대한 원인과 발생

되는 위치를 찾았다고 확신한 것은 원인이나 이유, 경험이 모두 충분하지 않

습니다. 

  어서 당면한 주제로 돌아가기 위해 앞서서 나온 잉그라시아시스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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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어스 폴룩스(Julius Pollux)에서 읽었던 이야기에 대해 쓴 것을 확인합니

다. 스크루풀래(scrofulae)는 때때로 장간막에서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입니

다. 이는 딱딱한 섬유질의 굳어진 알맹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갈렌

(Galen)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장간막에는 여러 알맹이가 있다는 사실은 해부학에서 이미 증명이 되

었습니다. 우리는 사망한 여성의 자궁이 딱딱한 섬유질이고 사람의 머리 굵기

라고 생각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한 부분이 딱딱할 수는 있

으나 이런 부분은 모두 치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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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앙브루아즈 파레의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Des monstres et prodiges)’라

는 책은 매우 이단적인 책이다. 이단적이라 함은 파레 자신의 커리어를 볼 

때, 평생을 전장에서 수술과 관련된 의학적 행위와 저술, 그리고 수의, 의족 

같은 보철을 발명하여 활동적 신체성이 거세되어 버려 ‘형체와 기능’이라는 

‘완전성’이 사라져 버린 불완전한 신체의 환자들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평생의 인위적 노력을 했던 파레의 의사·의료기기 발명가적 커리어를 통관

(通觀)해볼 때이다. 기담(奇談)과 박물학적(博物學的) 성격을 지닌 ‘괴물과 

경이에 대하여’라는 책은 과연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일까? 말년에 파레

는 왜 기존의 의학서적과 동떨어져 있는 기이한 이야기들의 모음들을 직접 손

수 모으고 간추려 자신의 전집 ‘Les Oeuvres, Works’ 속에 포함시켰을까? 

전집의 내용은 해부학과 수술, 그리고 수술도구들, 산부인과, 보철 발명품들

이 있으며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괴물성과 경이”라는 주제에 대한 책이 따

로 독립되어 저술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인간과 자연이 (전쟁 등으로) 산출한 불완전한 신체성에 대한 극

복 노력으로 수술과, 수술도구, 그리고 보철발명 등으로 끊임없이 기계적 보

완을 추구하던 파레가 노후에 발견하게 된 자연이 산출하는 ‘불완전한 자

연’에 대한 인정과 관찰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6세기는 인간의 자율

성과 자유의지의 기계적 자연이 신의 의지의 자유의 영역과 교묘히 겹쳐 있는 

시기이다. 파레의 말년 저작은 그러한 당대의 시대 분위기를 잘 반영해 준다. 

통상의 논문이나 저작들의 저술 방향은 그러한 16세기 저술 속에서 피어오르

는 ‘과학성’, ‘근대성’, 그리고 ‘합리성’의 발견을 기술하고 목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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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라면, 본 논문의 통상의 논문 기술의 방향성과는 어쩌면 궤를 달리할 

수 있다. 물론 그 어느 지점도 논문이 맞추는 초점에 따라 방향성이 두 가지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세적 사유 속에서 언뜻 발견되는 인과 추론을 향한 

지성의 능력을 중시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근대성의 발견’을 

주 논지로 삼는 논문일 것이며, 본 논문처럼 신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던 불가

침의 영역을 인간의 의지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합리적 사유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연이 산출하는 비정상성과 불완전성을 ‘다양성의 

증례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년 파레의 의학적 태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의학의 한 시선으로서의 증례적 모음과 다양한 사례의 모음과 

시대적 상을 공유를 추구하려고 노력한 한 늙은 의사의‘의학 증례집’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았다. 전장을 통해 수많은 불완전한 신체를 

고쳐나가고 보완하고자 몰두하던 파레는 “왜 말년에 의학서의 범주를 뛰쳐나

가는 ‘기형과 변이’의 영역에 주목했는가?”였다. 이를 위해 ‘괴물과 경

이’라는 저작의 번역을 통해, 16세기를 살다간 한 프랑스 의사의 기술을 통

해 접근하였다. 당대의 의학적 시선을 엿보고자,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한‘기

형과 괴물 그리고 경이한 일들’에 대한 16세기 프랑스의 의학적 에피스테메

의 다른 지점을 관찰하고자 한 것이 본 논문의 최종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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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nking through completeness and imperfection of 

Ambroise Paré: Translation and Commentary of 

‘Des monstres et prodiges(1573)’

                                                        SEOL, Young Hyeong 

                             Dep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paper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thought 

of the existence of 'monsterity' and 'deformation' produced in the 

nature by the time of Ambroise Paré(1510-1590).

  Through the translation of 'Monstres et Prodiges' by Ambroise Paré 

who was the 'mechanical engineer-doctor' during the 16th, we will 

notice the way of thinking abnormality of naturally born strangers by 

barber-surgeon.

  In ancient times, natural phenomenon was changed in inexplicable 

order. It becomes to change when mechanical explanations of nature 

were possible during the Renaissance after 1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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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t comes to mutations and deformities, mutations were 

previously accepted as something external, not self-contained and 

heterogeneous, but in the Renaissance, attempts to explain 

mechanically with human intelligence with their own rationality occur. 

The Paré era shows a foreground that compressively penetrates the 

change in its natural view.

  Existing sword-and-spear wars are replaced by more lethal and 

destructive guns and bombs. gunpowder transforms the war pattern 

more mechanical and engineering, even Paré's surgical tools are finely 

developed, as they would pick up bullets in the body hit by bullets. 

Invented in line with a modern mechanical war style that has 

completely changed from ancient times warfare and wounds. Paré is 

considered the first person to invent prosthetic and prosthetic limbs as 

well as surgical tools that have evolved more finely. The prosthetic 

and prosthetic legs he invented were also woven with very 

sophisticated cogwheels and mechanical accessories to suit that times.

  Paré is a representative figure of the mechanical natural view of the 

medieval to modern period, and transitions from nature to the 

mechanical world. Various surgical tools he developed, prosthetic and 

prosthetic legs, suggest his engineering view. However, Paré writes a 

rather out-of-the-box book called 'Monstres et Prodiges', which is his 

later work.

  Why on earth did Paré write a book far from his existing career 

(medical books) before he died in his later years? The core of this 

paper is to reveal Paré's fundamental concerns underlying the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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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é has lived his entire life in the belief that he can "complete" the 

human body, which has become "incomplete" due to war and accidents, 

but in his later years, he realizes that there is a world beyond its will 

and has no choice. Paré eventually admits that the world was a world 

of diversity full of 'specificity' of all individuals. Paré's gaze is similar 

to that of a modern clinical casebook, and it is argued in this paper 

that the world that Paré wanted to see can be more pronounced.

  In the book 'Monstres et Prodiges', it may be a kind of "modernity" 

discovery by focusing only on the point where rational guesses and 

cause exploration of monsters and wonders are revealed, but if you 

look at the entire life of Paré. It may reveal a variety of collection of 

‘events’ of all lives.

  This paper reveals the process of epistemological changes in Paré's 

view of nature from young Paré to old Paré. This revealed through 

translation of Paré's book. surgical instruments, and his writings give 

clues of changes in his perception of nature of ‘monsters and marvels’. 

It can be said that Paré's 'Monstres et Prodiges' book establishes Paré 

as the leader of making sourcebook of medical cas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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