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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식과 권력’의 문제는 이야기 구조를 가진 모든 문화콘텐츠장르에서 쓰일 수 있는 매력 인 소재다. 지

식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않은 자는 서로 립과 갈등의 구도를 가지면서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

한 서사 략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화<장미의 이름>에 나타난 지식과 권력의 속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소쉬르와 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방법론을 활용해 지식과 권력을 심으로 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 간 이항 립의 계를 심으로 풀어봤다. 분석 상은 ‘장소(수도원과 장서 )’, ‘웃음논

쟁’, ‘이단논쟁’으로 세 가지이다. 연구결과 분석 상으로 삼은 이 세 가지 소재가 이항 립구조에 충실한 

서사 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화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토 로 이야기가 개 는데, 세 가지 

소재의 심층  의미를 추 하는 과정에서 진리가 은폐 던 당시의 실이 역설  서사 략으로 폭로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한 서사 과정에서 지식과 권력의 속성이 매우 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중심어 :∣장미의 이름∣지식과 권력∣이항적 대립구조∣서사적 보편소∣추리서사∣역설∣

Abstract

The Power and Knowledge are attractive materials that could be used in all of cultural content 

genre with storytelling. Because he, whether or not own knowledge, could be an important tool 

of narrative strategy for popularity keeping with a confrontation and confli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ower and knowledge appearing in <The Name of the Rose>. For this purpose, 

it used the structuralistic methodologies of Saussure and Levi-Strauss, analyzing binary 

oppositions between the characters mainly connected with the knowledge and power. Three 

categories was analytic object, ‘Place(abbey, book repository)’ ‘Debate on laughter’, ‘The 

argument for heresy.’ As a result, we found the three materials had narrative strategy fully 

following binary oppositional structure. In that movie, which was deployed in a basis with 

knowledge and power, we eventually found that contemporary reality veiled the truth was 

paradoxically revealed with these narrative strategy. And we confirmed that it was very 

important the attribute of knowledge and power in narrativ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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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식과 권력’의 문제는 스토리가 있는 문화콘텐츠에

서 주제나 주요 소재로 많이 쓰인다. 인간 사회의 보편

인 경험에서 나온, 인지  구조와 과정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스토리에 문화와 시 , 장

소를 월해 모든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  구조

가 있다는 주장을 토 로, 화 <장미의 이름>에 주목

했다. 이 화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추리서사’ 장

르에 목시켜 성과 서사성을 확보한 작품으로, 인

간의 보편 인 서사  욕망을 잘 반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화 <장미의 이름>에 나타난 지식과 권력의 

속성이 살인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몇몇 소재에 어

떻게 반  는지, 서사의 심층  의미를 통해 살펴보

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세라는 특수한 시  배경 

안에서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화의 메시지와 가치를 효과 으로 달하기 

해 사용한 서사 략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콘텐츠  

함의를 찾고자 한다.

화 <장미의 이름>(장 자크 아노 감독, 1986년 개

)은 움베르토 에코의 역사추리소설 <장미의 이

름>(1980년 발표)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강 안(1995)

에 의하면 원작<장미의 이름>은 사상소설이기도 하고 

탐정소설이면서 역사소설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본고

는 특히 역사소설이라는 에 주목했다. 에코는 세 

문 연구가답게 세 사회와 문화, 종교 문제를 매우 

정확하고 흥미롭게 그려주고 있다. 세를 체 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지만, 교회와 정치, 사

랑, 삶과 죽음, 수도원 생활, 그들의 세계 에 한 지  

호기심을 만족시켜 다[1]. 이러한 소설을 원작으로 

<장미의 이름>은 상 문법을 거쳐 화로 재탄생했

다. 이 화는 여 히 원작에서 보여  다양한 장르  

특징과 지식콘텐츠로서의 요소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

기 때문에 30년이 다 돼 가는데도 꾸 히 연구돼 왔다. 

그럼에도 본고에서 다시 이 화를 연구의 텍스트

로 삼은 이유는 2가지이다. 먼  시 와 장소를 월해 

인간사회의 보편 인 경험에서 나온 ‘지식과 권력’의 문

제를 화가 잘 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존

의 낡은 지식과 권력이 시  퇴장의 요구 앞에 서 있

는’[2] 재 한국사회에도  동떨어지지 않는 메시지

를 분명히 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문자 텍스트

에서 상 텍스트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 시간이라는 한계와 특정 객을 상으로 하

는 화의 특성1)상 보다 인 서사구조를 차용해

야 하는 만큼 문화콘텐츠  에서 제공하는 함의가 

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역사라는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객의 의식 속에 각인시켜 오랜 시간동

안 회자 되고 있는지, 역사 콘텐츠의 한 표  략

을 밝  상 포지셔닝의 원리[3]를 제공 하고자 한다.

화 <장미의 이름>은 표면 으로는 간단한 거리

로 이루어져 있다. 세 말엽(AD 1327년)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살인 사건들을 

한 란체스코회 수도사와 그의 제자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4].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서사 략이 동원되면서 화의 이야기가 개

된다. 화는 세 기독교가 과도기  형태에서부터 서

양의 종교로 완성된 형태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모습

을 보여 다. 세 기는 게르만 문화에 깊이 뿌리내

린 형태 지만 시 가 흐르면서 신학 , 교리  정통성

을 고수하기 해 끊임없는 논쟁에 휩싸이는 기독교 

심의 철 한 종교  시 로 변해간다. 이런 세기독교

의 특징이 작품 속에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나면서, 그 

시 를 살아가는 수도사의 삶이 기독교신앙에 어느 정

도 향을 받는지를 보여 다[7].

이 과정에서 화는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내놓기 해 지식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간의 립구조를 극 사용한다. 그 과정에서 

1) 소설을 각색해 콘텐츠화 한 화나 드라마와 같은 상물은 원작소

설보다 더욱 인 서사구조를 차용하게 된다. 길이(상 시간)라

는 심각한 한계와 그것으로 다룰 수 있는 한정된 소재의 양 때문에 

화는 소설이 심도 깊게 표 할 수 있는 다량의 요소들을 상으로 

암시[5]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성을 해하는 요소는 

삭제되고 성을 해 필요한 부분들은 새롭게 부연 첨가된다[6]. 

따라서 보다 이고 친 한 성격을 띠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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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배경으로 ‘진리’라는 특정 담론이 구에 의해 

형성되고,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는지, 그 게 

안착한 진리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지배체제를 어

떻게 유지시켜 주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쉬르의 기호학 이론 , 의미는 차이들의 

체계에서 생산된다는 반 와 조의 체계(a system of 

contrasts and opposites)에 근거해 화에서 보여지는 

이항 립의 계에 주목했다. 당시, 진리라는 것이 결국

은 지식과 권력의 문제와 결부 돼 있었기 때문에, 화

에 나타난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인물들간의 이항 립

구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권력과 지식의 계를 조명해온 푸코에 따르면, “권

력의 행사는 끊임없이 지식을 창조하고, 반 로 지식은 

끊임없이 권력의 효과를 강화한다. 지식 없이 권력 행

사는 불가능하며, 지식은 반드시 권력을 창출해낸다”고 

반복해서 설명한다[8]. 지식과 권력은 불가분의 계라

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지식은 사회 인 메커니즘에 

의해 생산된다. “지식의 경 , 지식의 정치학, 지식을 

통해 달되는 권력 계”[9]가 존재하며, 어떤 지식은 

합법 이고 어떤 지식은 믿을 만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

된다고 본다. 지식 생산의 이 같은 메커니즘들은 효과

인 제어장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장치를 최

한 활용하여 진리의 체제와 지배  담론을 만들어 간

다. 지배 인 담론은 어떤 것들이 다른 것보다 선천

으로 더 옳고 요하다는 특정 세계 과 특별한 언어를 

구성한다. 지배 인 담론은 불가피하게 기존의 권력  

사회 구조를 반 할 뿐 아니라 그 구조를 지탱하고 유

지하는 데 요한 역할[10]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식과 

권력의 계가 화<장미의 이름>에서 이항 립의 구

조를 갖춰 잘 나타나고 있다. 각각 상징성을 담고 있는 

기호(인물)들이 립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은 화의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 으로 보여  수 있는 서

사 략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미의 이름>이 ‘장소’, 

‘웃음논쟁’, ‘이단논쟁’을 통해 하고자 하는 지식과 권

력의 계를 이항  립 구조 속에서 탐색하고, 화

의 메시지를 효과 으로 달하기 해 사용한 서사

략을 밝  콘텐츠  함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1. 기호학과 이항적 대립(binary oppositions)
구조

1968년 직후, 화연구를 구성하던 여러 가지 흐름 

에서 기존 화비평계를 가장 자극한 것은 다름 아닌 

기호학이었다. 소쉬르에게서 시작된 기호학의 흐름은 

메츠(C. Metz)와 움베르토 에코(U. Eco)에 이르러 정

에 달한다[11]. 기호학을 태동시킨 구조주의는 하나의 

이론  방법[12]으로 20세기 에 등장한 스 스의 언

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언어이론에서 발견되는 구조 언어학(linguistique 

structurale)에 기 를 두고 있다. 소쉬르의 언어이론은 

기호학자인 롤랑 바르트(R. Barthes)의 『신화 

Mythologies』[13]를 통해 으로 리 알려졌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학  구조주의는 1950년 와 1960

년 를 통해 다른 분야에까지 폭넓게 소개 다[14]. 그

의 이론은 비스트로스(C. Levi-Strauss)의 구조인류

학에서부터 라캉(J. Lacan)의 정신분석, 롤랑 바르트로 

변되는 구조주의 문학 비평, 그리고 그 마스(A. J. 

Greimas)가 선도한 리 학 의 기호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결정 인 향을 끼쳤다[15]. 화이론과 

직 으로 련된 세 역, 즉 인류학, 철학, 정신분석

학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향의 형 인 가 바

로 1960년  비스트로스의 인류학  구조주의 다. 

특히 내러티 의 구조에 한 그의 연구는 화이론의 

맥락에서 매우 요했다[16]. 이 듯 구조언어학의 시

조로 불리는 소쉬르가 세운 언어 이론 체계의 체 인 

면모를 살펴보자면 상당한 지면이 필요[17]하기에 여기

에서는 논문의 연구방법으로 삼은 서사의 이항 립구

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쉬르는 언어가 ‘기표(記表, signifiant)’와 ‘기의(記

意, signifie)’로 이루어져있으며, 이 둘이 합해져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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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를 만들어내고, 기표와 기의 사이의 계는 완

히 자의 이라고 설명한다. 이 둘의 계는 순 히 

습의 산물이자 문화  동의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의미라는 것은 기표와 기의 사이의 

본질 인 일치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차이와 계의 

소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8]. 언어에는 뚜렷

한 의미가 없는 차이만이 존재한다[19]고 본 것이다. 

(......) 만약 당신이 추한 것을 제거하면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이다. 밤이란 념은 낮이란 념을 부른다. 왕

의 존엄성이란 념은 복종이란 념을 부른다. 한 사람

의 힘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 덕분에만 존재한다. 모든 

들어감은 나감이며, 능동 인 것과 수동 인 것, 이 두 

가지 상반된 것은 하나의 동사 속에서 결합된다. 당신이 

마리우스를 언 할 때 이 낱말은 나에게 포에니 쟁이

란 념(......)이 아니라, 실라 즉 마리우스의 이자 반

명제를 떠올리게 만든다[20].

다시 말해 기표의 가치는 미리 주어진 기의와의 계

가 아니라 다른 기표들과의 계 속에서 생겨나고, 의

미는 차이들의 체계에서 생산된다는 것이다[21]. 를 

들면 사과라는 기표는 귤이나 배가 아니기 때문에 사과

라는 기의를 가리킨다고 봤다. 소쉬르에게 있어서 언어

는 하나의 반 와 조의 체계(a system of contrasts 

and opposites)이다. 언어가 만들어내는 의미는 결국 조

합과 선택의 계, 유사성과 차이의 계 속에서 그물

망처럼 짜여진 상호작용의 결과이다[22].

문화 분석의 한 양식으로서 구조주의는 소쉬르의 연

구에서 두 가지 기본 인 생각을 받아들인다. 첫째는 

문화 텍스트나 실천행 의 내재  계들, 즉 의미를 

만드는 ‘문법’에 한 심이고, 두 번째는 의미란 항상 

내재 인 구조가 만들어낸 선택과 조합의 계들이 상

호 교류한 결과라는 시각이다. 그러므로 구조주의의 과

제는 의미의 생산을 지배하는 규칙과 습들(‘랑그’)을 

밝 내는 것이다[23].

1975년에 구조주의와 화에 해서 요한 공헌을 

한 출 물이 나왔는데 그  하나가  라이트(Will 

Wright)의『권총과 사회 Sixguns and Society』이다. 

라이트[24]는『권총과 사회』에서 헐리우드의 서부극을 

신화의 차원에서 분석하기 해 소쉬르와 비스트로

스의 구조주의  방법론을 활용한다. 그는 특히 “서부

극이 미국사회의 믿음에 해 단순하지만 상당히 깊은 

개념화를 상징 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다.

표 1. 고전적인 서부극의 대립구조
내부사회

선
강
문명

외부사회
악
약
황야

표 2. 전문적인 서부극의 대립구조
영웅

외부사회
선
약
황야

사회
내부사회

악
강
문명

라이트에 따르면 고  서부극(1930~50년 )에서는 

내부사회에 속하는 웅과 사회가 그 사회의 외부자인 

악당에 항하면서 동맹한다[표 1]. 그러나 1960, 70년

를 지배한 문  서부극에서는 이항 립의 치가 

바 어 웅은 외부 사회에서 강력하고 부패한, 혹은 

부패해 가는 문명에 맞서 싸운다. 서사작용들도 많이 

역 되는데 웅은 그 사회의 국외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그 사회의 유익한 구성원으로 

등장한다. 기야는 사회가 웅이나 그 사회 문명권 

바깥에 있는 국외자들과 조되는 진짜 ‘악당’임이 밝

진다. 웅은 그 사회 문명권 바깥에 있는 이들을 지지

하고, 궁극 으로 연 하기 해 스스로 사회 내부에서 

외부로, 그리고 문명에서 황야로 이동한다[25][표 1][표 

2].  

이와 같이 내･외부사회에서 선악의 치가 바  서부

극의 역 된 립구조는 화 <장미의 이름>의 분석방

식에 시사 을 제공한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진리인지 

그 메시지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데 있어서 두 가지의 

립구조가 화의 서사에 동시에 반 되면서 역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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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사회의 인물

인 수도원의 성직자, 장서  책임자(호르헤), 이단 조사

은 내부사회의 인물이면서 선을 상징하는 듯하지만, 

결국엔 악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는 역설 인 메시지

를 발견하게 된다(이단 조사 은 견된 사람이지만, 

엄 히 말하면 정통인지 이단인지 여부로 믿음을 가려

내기 해 교황의 사 단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교황

을 신하는 내부인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본, 라이트[26]가 『권총과 사회 Sixguns and 

Society』를 신화의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토 로 삼은 

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방법론을 살펴보자. 소쉬

르의 향을 받은 랑스의 인류학  구조주의자 비

스트로스[27]는 원시 신화분석에서 신화의 범 한 이

질성 속에 잠재하는 동질 인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신화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작용한다는 것

이다. 이런 에서 볼 때 인류학자의 과제는 그 속에 

잠재하는 문법, 즉 신화를 의미 있게 만드는 규칙과 규

정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는 신화가 ‘이항 립(binary 

oppositions)’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요컨

, 의미는 세계를 서로 배타 인 범주, 즉 문화/자연, 

남성/여성, 흑/백, 선/악, 우리/그들 등으로 나눔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술했듯, 내러티 의 구조에 

한 그의 연구는 특히 화이론의 맥락에서 매우 요

[28]한 역할을 했다. 원시 신화 내 이항 립 구조는 

 사회의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많은 

 화는 선과 악의 립을 심축으로 하고 있으며, 

소설, 텔 비  드라마도 이항 립 간 갈등 혹은 해소

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 구체

인 수 (표층구조)에서는 등장인물이 범죄를 지르고, 

범죄자를 쫓고, 용서하는 행  등으로 구체화되지만 그

것이 추상  수 (심층구조)에 이르면 선과 악, 죄와 벌 

등으로 승화되는 모습을 보여 다[29].

여기서 비스트로스가 심을 가진 것은 이야기체

가 조직되고 구조화되는 방식과 그 조직이 의미를 어떻

게 발생시키는가 다. 요한 것은 등장인물들 사이의 

구조화된 계와 그것이 뜻하는 바[30]이다. 여기서 

립 과 이것의 등장인물들  사건들과의 연 성은 필

수 이다[31]. 이 때 이야기의 의미가 구체  수 의 내

용에서 추상  수 의 내용으로 오를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이항 립  요소가 도움을 다[32]. 서사이론가

들은 텔 비  드라마와 화의 서사구조를 분석

하면서, 상 텍스트에 담겨있는 서사구조의 핵심  가

치를 추출해 낼 수 있는 유용한 이론 틀  하나로 비

스트로스의 이항 립구조를 활용[33]한다.

                                     선 : 악
  추상 수준                   문명 : 자연
  (심층구조)              보통 학력 : 과소(잉) 학력
                            수사대 : 범인(들)

             

                           장조 음악 : 단조 음악
   구체 수준              밝은 조명 : 어두운 조명
   (표층구조)            평범한 의상 : 남루한 의상  
                                  (혹은 화려한 의상)
                          표준어 사용 : 은어 사용

  

그림 1. 현대 대중영화의 이항대립 구조[29] 

2. '지식'과 '권력', 서사의 보편적 구조
‘지식과 권력’의 문제는 이야기 구조를 가진 모든 문

화콘텐츠장르에서 쓰일 수 있는 매력 인 소재다. 지식

(혹은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않

은 자, 혹은 지식을 분배하려는 자와 독 하려는 자의 

이야기 구조는 립과 갈등의 구도를 갖는다[34]. 립

의 계를 통해 발생한 자와의 다양한 갈등 상황은 

주인공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고 구체 으로 

보여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구조에서 주인공과 그것

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상  항이 되는 것은 필수 이다

[35]. 이러한 립과 갈등 스토리는 수용자들의 길을 

사로잡으면서 작품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달할 수 있

는 요한 요인이 된다[36]. 구조주의가 말하는 로 놀

랍게도 인간이 가진 부분의 이야기는 공통  내러티

를 가지고 있다. 동서고 을 막론하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인간은 비슷한 사고 체계와 뇌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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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음[37]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인지주의 가

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인지주의 서사학자 호건(P. C. 

Hogan)[38]에 따르면 세계문학 속에는 공통의 요소들

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보편 인 이유는 이들이 인간의 

보편 인 인지  구조와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호

건은 이처럼 시 와 장소를 월하여 등장하는 문학  

요소를 ‘문학  보편소’라고 부른다. 문학  보편소는 

경험  연구를 통해 귀납 으로 검증된 ‘경험  보편소’

이기도 하고, 감정2)이 개입 돼 있는 ‘감성  보편소’이

기도 하다. 나아가 호건은 “서정시와 형  서사 그리

고 감성  형 사이의 계는  보편소”[39] 라

고 주장한다. 즉, 시 와 장소를 월해 등장하는 ‘문학

 보편소’에 들어있는 감정과 형성의 계는 

인 보편소라는 것[40]이다. 

이처럼 스토리(신화)에는 모든 문화, 모든 시 , 모든 

개인이 보편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과 스토리 패턴

이 담겨 있다. 이야기의 창작자들은 흔히 인류의 문화

유산으로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에서 추출해 낸 일

정한 패턴을 모방하려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서사학자

들 역시 스토리의 보편  구조에 한 이론을 발 시켜 

왔다[41]. 특히 추리서사3)는 한국 추리서사의 서사성과 

성에 한 연구를 진행한 김 성[44]에 따르면, 인

간의 보편 인 이야기에의 욕망이 수용된 결과물이라

는 에서 요한 서사학  의미를 지닌다. 독자들의 

능동 인 참여를 제하는 추리서사는 문제에 한 탐

색이라는 인간의 본원 인 욕망을 서사학  차원에서 

수용함으로써 다른 서사체들에 비해 월등한 가독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가독성은 에의 흡인력을 

확보하기 한 서사  략으로 이용되는데, 이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가 바로 화이다. 이러한 내

용에 근거해 김 성[45]은 추리서사가 인류의 보편  

2) 인간의 감정은 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

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서 발된다. 사연 없는 감정은 있을 수 없다. 

오틀리(Oatley)와 존슨- 어드(Jonshon-Laird)에 따르면 “감정이란 

서사  구조 속에서 특정한 목 을 성취하는 데 성공 혹은 실패 한 

것에 해 주인공 자신이 내린 평가의 산물”이다[42].

3) 추리서사는 ‘추리소설  서사구조’를 수용하거나 변용하고 있는 모

든 서사물을 총칭한다[43].

양식이라고 주장한다. 화 <장미의 이름>은 추리서사

의 구조를 지녔으면서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

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  양식’이면서 ‘  호소력

이 있는 주제’가 유기 으로 결합된 작품이라 할 수 있

다.4) 따라서 이 작품에서 지식과 권력의 문제와 그것이 

생시킨 사건들을 추 하면서 콘텐츠  함의를 이끌

어내려는 작업은 서사의 보편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분야에 시사 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작

업이 될 것이다.

술했듯이 지식과 권력의 문제는 수용자의 보편

인 경험에 의거, 이야기 구조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켜 

보다 선명한 메시지를 달할 수 있는 주제이자 소재

다. 지식과 권력의 계를 조명해온 푸코는 권력을 지

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일방향 인 계로 보지 않았

고, 권력자가 독 할 수 있는 소유의 상으로 보지도 

않았다. 그는 권력을 한 사회 안에서 도처에 존재하며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게 작동하는 인간 지배의 기술과 

략으로 인식했다[49]. “권력은 개인의 모든 생각과 신

체에 깊숙이 침투하여 행동, 태도, 말, 학습 과정, 일상

생활 모두에 반 된다.”[50]고 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권력을 가진 주체(지배계층, 엘리트 권력 등)가 

하  계층을 계속 종속시키고자 그것을 사용한다는 

통  비 이론과 다른 근방식이다. 한 지배 인 담

론은 불가피하게 기존의 권력  사회 구조를 반 할 뿐 

아니라 그 구조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푸코[51]는 “권력 계는 스스로 형성되거나 통합

되지 않고  다른 담론의 생산, 축 , 순환작용 없이는 

창출될 수 없다. 특정 담론이 없는 상태에서 권력의 행

사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권력이 지배담론을 만

4) 서사를 표하는 장르는 소설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매체가 통용되

고 있는 에서 소설은 더 이상 서사를 표하는 장르가 아니다. 

실제로 문자 언어의 한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소설에 비해, 

서사는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다.[46] “오늘날 이야기는 

연극, 화, 애니메이션, 고, 게임, 강연,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47]는 최혜실의 언 은  사회에서 서사가 놓인 

맥락을 상징 으로 보여 다[48]. 화<장미의 이름>은 1980년 이탈

리아에서 출 된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스

토리 개과정에서 보다 선명한 서사 략은 소설보다 화에서 두드

러질 것으로 보고 화를 본고의 텍스트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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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그 지배담론은 권력  사회구조를 지탱하고 유지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푸코는 권력이 사회체제안

에서 자발  동의를 얻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

았다. 이미 푸코는 사회에서 주권  권력

(sovereign power: 군주나 통령과 같은 명확한 권

 주체가 에서 아래로 행사하는 힘)이 규율  권력

(disciplinary power)으로 체 다고 주장했다. 규율  

권력이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행

사하는 자율  권력을 뜻한다[52]. 그러나 이 규율  권

력은 다시 주권  권력으로 환된 것으로 보여 진

다. 왜냐하면, 규율  권력이 자연스럽게 피지배계 의 

의식을 지배하면서, 문화로 자리 잡아 강력한 통치수단

이 됨으로써 주권  권력 이상의 강제성을 띄게 기 

때문이다. 자발  동의하에 행사되는 권력은 그 무엇보

다 강력할 것이라는 상은 무나도 당연하다. 이같이 

일상에서 권력이 어떻게 지배집단의 특권을 유지하게 

해주는지, 그 덕에 권력이 어떻게 극 화 되어 행사되

는지 등등 우리의 실제 생활과 매우 닮아있는 지식과 

권력의 속성을 화 <장미의 이름>의 서사에서 탐색해

볼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논의의 틀

화 <장미의 이름>은 선악의 이항 립구조에 충실

한 작품이다. ‘수도원’이라는 장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인물들 간의 계는 성직자와 빈민가, 호의호식하는 자

와 굶주리는 자, 기도하는 자와 노동하는 자가 내부인

과 외부인으로 구별되면서 선과 악의 립구조를 보인

다. ‘장서 ’이라는 장소 역시 마찬가지다. 장서 과 돼

지우리,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 산 자와 죽은 자가 

선과 악의 뚜렷한 립구조를 보인다. 리엄과 호르헤

의 ‘웃음’ 논쟁에서도 진리를 지키기 해서 수도승이 

웃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웃게 되면 멸의 길에 이

른다고 주장하는 호르헤와 이를 반 하는 리엄간의 

논쟁에서 선악의 이분법  립구조가 선명하게 드러

난다. 이 과정에서 아리스토텔 스의 『희극』의 존재

가 드러나게 된다. 결국 지식과 권력의 독 은 만행이

라는 것을 달하기 한 감독의 의도 으리라 짐작된

다. 이단논쟁은  어떤가? 가짜 즉 이단을 가려내고 화

형에 처함으로써 그 일을 행하는 주체의 정통성이 상

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 듯 지식과 권력을 심으로 

이것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간의 이항 립

구조를 통해서 화가 궁극 으로 하고자 했던 메시

지는 뭐 는지 실제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다.

이 연구는 앞서 살펴본 소쉬르와 비스트로스의 구

조주의  방법론을 활용해 지식과 권력을 심으로 한 

인물들 간 이항 립(binary oppositions)의 계를 풀어

나가면서 화에서 보여주고자 한 메시지를 찾아내고

자 한다. 분석 상은 화의 상징  내용에 근거해 크

게 세 가지 즉, ‘장소’, ‘웃음논쟁’, ‘이단논쟁’을 그 상

으로 삼았다. 세 가지 내용은 당시 세라는 시  배

경과 그러한 시  배경이 갖고 있는 장소의 상징성, 

진리라는 담론을 지배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권력을 행

사하는 성직자의 폭력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식

과 권력의 문제가 화 주제와 결부되어 어떤 방식으로 

상징화되어 나타나는지, 궁극 으로 화는 뭘 말하려 

했던건지, 나아가 화의 메시지를 달하기 해 선택

된 이항 립의 구조는 서사 략에 있어 얼마만큼의 설

득력을 갖고 있는지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함의를 이

끌어 내고자 한다.   

Ⅳ. 작품분석 : 영화<장미의 이름> 

1. 장소  
수도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수사를 의뢰받은 

리엄이 사건의 진실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 요한 장

소인 수도원과 수도원내의 장서 은 지식과 권력이라

는 주제와 다양한 소재들이 어우러져 화의 메시지를 

달하는데 매우 상징 이면서 효과 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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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철[53]에 의하면, 공간을 나타내는 형상들은 단

지 외 인 지시의 상으로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지각 능력에 따라 만들어내고 각각의 경

계를 확정 짓는 주체의 인식 역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주체( 리엄)는 자신의 지각 능

력의 범  안에서 상들을 선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상들을 강조함으로써 공간, 즉 장소를 투사하고 

생산한다는 것이다. 주체가 공간의 지주 역할을 한다는 

에서 주체는 공간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거꾸로 

공간을 나타내는 형상들은 주체의 쾌/불쾌의 기질  상

태를 통해 악되고  이를 형상화한다는 에서,  

나아가서 공간에 정 이거나 부정 인 가치를 부여

함으로써 쾌나 불쾌의 상태에 있는 주체, 나아가서 그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를 지시한다고 할 수 있

다. 즉, 주체는 공간을 자신의 지각 능력에 따라 만들어

내고, 공간은 주체의 상태를 형상화하기 때문에 주체와 

공간은 상호 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주

체와 공간, 즉 장소와의 계가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다룬 화의 메시지를 달하는데 있어 어떤 방식으로 

활용 는지, ‘수도원’과 ‘장서 ’을 심으로 살펴보겠

다.

1.1 수도원
화 반부에서 수도원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밖으

로 내다버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마을 사람들이 이를 앞 

다투어 주워가는 장면이 나온다. 내부사회와 외부사회

로 철 히 구분되어 나타나는 이 장면은 지배계 과 피

지배계 간의 이항 립구조를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내부인인 성직자는 호의호식하는 자이면서 기도하는 

자를 상징하며, 외부인인 노동자는 굶주리는 자이면서 

노동하는 자를 상징한다. 각각 내부사회와 외부사회에 

속한 이들은 화 반, 고  서부극의 립구조인 

선 vs 악의 립구조를 따른다( 화는 후반부로 갈수록 

선악의 치가 바 는 ‘역설’의 략을 사용한다).

표 3. 수도원(장소1)의 이항대립구조
내부(선) 외부(악)
성직자

호의호식 하는 자
기도하는 자

노동자
굶주리는 자
노동하는 자

술했듯, 장소(공간)는 주체의 상태를 형상화 한다. 

수도원 내부인과 외부인을 각각 해당 주체라고 한다면. 

수도원 내부에는 정 인 가치를 수도원 외부에는 부

정 인 가치를 부여해 성직자와 노동자를 각각 ‘ 정

인’ 상태와 ‘부정 인’ 상태로 형상화 한다. 철 한 이항

립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성직자는 늘 공부를 

하고 깔끔한 음식을 부족하지 않게 먹으며 그들의 신에

게 기도를 한다. 노동자는 늘 노동을 하지만, 늘 굶주리

는 모순  상황에 놓여있다. 수도원이라는 장소를 심

으로 한 내부와 외부의 형상들이 이처럼 각 주체의 상

태를 통해 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항 립의 구조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와 어

떻게 연결이 될까?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자. 알튀세

[54]에 따르면, “궁극 인 생산조건은 생산조건의 재생

산”이며, 생산이 가능하기 해서는 생산력과 생산 계

를 재생산해야 한다. 여기서 생산력의 재생산의 핵심은 

바로 노동력의 재생산이며, 이는 노동자의 의식주 비용

에다 자녀양육비  교육비를 합산한 비용이다. 쉽게 

말해서, 지배계 이 피지배계 에 한 착취를 지속하

기 해서는 어도 피지배계 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

한의 재화는 지속 으로 공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

러나 <장미의 이름>의 세계는 이러한 최소한의 공 마

도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이고, 따라서 이런 사회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지 못한다[55]. 열심히 노동

해서 수확을 하는 농민들은 수도원과 성직자의 배를 불

려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신은 생산물을 취하

지 못하는 모순 인 사회구조 속에 놓여있는 것이다. 

생존하는데 필수 인 노동력, 그것을 아무런 가 없이 

제공하는 피지배계 은 겨우 수도원에서 먹고 남은 음

식물 꺼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성직자와 노동자

의 이러한 불평등한 계는 어디에서 비롯 는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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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식의 소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

식의 용 로’ 던 수도원, 그 안에서 사는 사제들은 지

식을 소유한 자들이었고, 수도원 밖에서 사는 마을 사

람들은 지식을 소유하지 못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굶주린 자들이었던 것이다. 지식이 곧 권력이었던 

시 에,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 

휘두르는 ‘폭력(갈취)’에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던 사회

구조 던 것이다. 

수도원이 수도원장을 정 으로 하는 계 체계와 기

독교라는 이데올로기  의식주 등의 기본 물품을 갖춘 

하나의 “소우주”로 묘사되는 을 감안[56]할 때, 그곳

에 노동력과 생산물을 제공하는 자들은 그  평생 생산

력만 제공하다가 끝나는 기계같은 존재로 머무르고 있

는 것이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분노 등 인간이라면 느

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 이러

한 사실은 리엄의 “청빈논쟁”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기도하는 자’(사제), ‘싸우는 자’(기사), ‘노동하는 자’(농

부)라는 삼분법에 근거하여 유지되던 세사회에서 기

도하는 자와 노동하는 자를 구별짓기하는 모습이 화

에서 그려지고 있다.

1.2 장서관
장서 을 심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에서도 

이항  립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진리가 담겨있다고 

‘믿어진’(암묵  지배담론이었을지도 모르는...) 서책을 

찾기 해 찾으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 간 숨 막히는 

이 벌어진다. 찾으려는 자는 돼지우리에서 죽은 자로 

발견이 되고, 숨기려는 자는 찾으려는 자를 죽이는 자

이기도 하며 장서 에서 그의 존재가 행 과 함께 발각

된다. 이처럼 수도원의 장서 은 탐욕이 응축되어 나타

나는 곳이기도 하다.

표 4. 장서관(장소2)의 이항대립구조
내부(선) 외부(악)

숨기려는 자
죽이려는 자

장서관

찾으려는 자
죽임 당한 자
돼지우리

장서 이라는 장소 역시 내부와 외부 각각의 주체에 

선악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장서 과 돼지우

리라는 이항 립  장소에 이르러서는 그 략이 정

에 이름을 알 수 있다. 진리가 담겨있는 서책을 찾으려

는 자들의 최후를 돼지우리에서 맞게 함으로써 그들을 

‘불쾌’의 상태로 형상화 시킨 것이다. 서책을 찾으려는 

자, 즉 ‘그 책’을 보지 못해 외부인에 머물러야 하는(더 

정확하게는 ‘외부인’이므로 그 책을 찾을 수 없는) 그들

은 돼지우리라는 장소를 통해 악 일 수밖에 없는 부정

인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 이항 립 구조 역시 지식

과 권력의 문제와 매우 하게 련 돼 있다. 서책을 

찾으려는 자들은 그 책을 통해 지식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지식을 통한 권력의 재분배)을 원치 않는 지식을 

독 한 군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리엄은 “서책의 선은 읽 지는데 있”지만 장서

이 “이제는 그 서책을 묻어버리고 있”음을 지 한다. 읽

지기 해 존재하는 책을 읽고자 하는 이들이 모두 

살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만이 진리를 알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이 한번 거른 진리만을 알려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57]. 이 게 장서

은 지식을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 간의 갈등이 일

어나는 장소이다. 지식을 찾은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며, 

죽은 후 발견된 장소가 돼지우리가 되기도 한다. 때문

에 ‘장서 ’이라는 장소는 지식과 권력의 장고로서 숨

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 산 자와 죽은 자 등 이항  

립구조를 통해 주체가 지각한 장소의 가치와 상태가 

잘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이 장서 의 ‘그 책’을 보고자 했던 건 단순

히 지식에 한 탐욕이 아니었다. “제 삶을 가꾸는 수단

으로서, 제 비천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다른 

인간을 믿음의 사나 이단의 첨병을 만드는 수단으로

서의 지식을 구한다”고 장서  보조사서 자리에 넘어간 

베노를 두고 리엄이 한[58] 말은 당시에 정통과 이단 

혹은 진짜와 가짜를 별하는 최고의 권력을 소유하고

자 했던 사제들의 욕망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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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독 하고 있었기에 권력을 소유･행사할 수 있었

고 진실에의 근도 가능했던 장서 장 호르헤에게 사

제 자신들의 욕망을 투  시켰던 게 아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목이다.

2. '웃음' 논쟁
세 시 에 ‘진리’는 오직 신만이 도달할 수 있는 

역이었다. 인간이 신과 동일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건 르네상스 이

후,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제에서 

비롯된다. 인간 주체, 인간 이성에 의해 역사가 개된

다는 데카르트의 인식론은 서양 근 철학의 사상을 지

배했다. 진리가 오직 신의 역이었던 세를 시  

배경으로 하고 있는 화 <장미의 이름>은 진리와 웃

음을 둘러싼 호르헤와 리엄의 결이 심축을 이루

면서 작품의 주제를 형성한다. 

표 5. '웃음' 논쟁의 이항대립구조
내부(선) 외부(악)

진리 파멸

호르헤와 리엄이 벌이는 웃음논쟁도 진리  멸

이라는 이항 립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 구조도 

거슬러 올라가보면 지식과 권력의 문제에서 비롯 음

을 알 수 있다. 화의 체를 통하는 ‘진리란 무엇인

가’에 한 질문에 이 둘은 답을 찾아가는 논쟁을 벌인

다. 호르헤 자신을 심으로 놓고 보면, 진리를 수호하

려는 자신은 내부인이고, 책을 통해 웃음을 알게 되어 

결국 멸을 부르는 자는 외부인이다. 웃음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어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여

기기 때문에 멸을 부른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진리라는 선을 지키기 해 웃음을 막아야 하는 것이

다. 그 다면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진리’. 그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호르헤가 얘기 했듯, 하나님이 심

이 되는 진리일까? 가 어떻게 만든 것일까? 푸코[59]

는 진리가 진실이 되도록 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음을 

주장한다. 바로 그 사람의 ‘지 ’이다. 그 다면 그 당시 

진리를 결정하는 사람의 ‘지 ’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이 목에서 ‘진리’의 문제가 지식과 권력의 문제

와 결부됨을 알 수 있다.

푸코는 ‘진리의 체제’에 해 “사회가 수용하고 진실

로 여기는 담론”[60]이라 정의했다. 실제 진실이 아니라 

진실로 여기는(혹은 ‘여겨지는’) 담론이라는 것이다. 특

정 담론들이 서로 복되거나 일치할 때 그것들은 푸코

가 말한 진리의 체제가 된다[61]. 나아가 푸코는 “각 사

회가 은연 에 받아들이는 담론의 방식, 참된 진술과 

거짓 진술을 구분하는 메커니즘과 사례들, 진리임을 인

정받기 한 기술과 차들, 무엇이 진리인지를 결정하

는 사람들의 지  등이 일반  정치 체계를 구성 한다”

고 주장한다[62] 담론의 방식이나 진리를 결정하는 사

람들이 결국 정치체계 구성에 까지 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화로 돌아가면, 권력을 독 한 ‘ 군가’의 의도로 

설정된 담론(혹은 상)이 자연스럽게 고착화 된 것에

서 푸코의 정의가 증명된다. 이를테면, 지식의 확산이 

야기할 권력의 분배를 반 하는데서 비롯된 호르헤의 

살인 행각이다(진리를 알고자 하면 죽는 것으로 여겨지

게 만드는...). 아리스토텔 스의 시학 2권인 『희극』

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호르헤

가 이 책의 각 페이지마다 독을 발라놓은 것을 모르고 

호기심에 책을 읽던 은 수도승들이 잇달아 독살된 것

이라는 사건의 진상이 리엄의 입을 통해 밝 진다. 

도 체 살인까지 불사하면서 『희극』의 존재를 은폐

하려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리엄에게 호르헤는 

그 책이 웃음의 가치를 칭송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63].

“웃음이 왜 그리 두려운 겁니까?”

“웃음은 두려움을 없애니까, 두려움이 없이는 신앙도 있

을 수 없소. 악마에 한 두려움이 없다면 하느님은 필

요하지 않으니까.”

“그 서책을 없앤다고 해서 웃음이 없어집니까?”

“물론 아니지. 천박한 자들은 계속 웃겠지만 만약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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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본 학자들이 모든 것에 해 웃을 수 있다고 주장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느님까지도 비웃을 건가?”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될 걸세.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 

말해져선 안 되는 것을 인하는 무덤이 될 것이네.“

의 목은 진리니 심이니 하는 개념을 설정해 놓

고 그에 배되는 다른 견해, 다른 해석은 모두 이단

인 것, 혹은 비이성 인 것, 반인륜 인 것이라고 비난

하면서, 삶이라는 풍부한 가능성을 지닌 실체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 혹은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진리 속에 

가두어 두려는 닫힌 마음세계를 드러내 다. 이는 호

르헤 개인의 닫힌 사고에 한 비 을 넘어서, 인생을 

이성/감성, 정신/육체, 의식/무의식, 남성/여성, 진리/이

단, 사실/허구, 심/주변으로 이분화 시킨 상태에서 

자를 치켜세우면서 후자를 억압해 온 서구 형이상학 

체를 류하는 이성 심  사고에 한 통렬한 비 이

다[64]. 

해당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호르헤는 “웃음은 두려

움을 없애고, 두려움 없이는 신앙도 없으며 하느님도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결국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겉으로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기표) 같지만, 실은 지식을 가짐으로 소유할 수 있었

던 권력이 약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기의)이다. 

즉, 당시 ‘지혜의 보고요, 지식의 용 로[65]’ 던 세 

수도원, 그 안에서도 이미 지식의 독 으로 기득권을 

가진 수사 호르헤는 지식의 확산이 야기할 권력의 분

배, 나아가 권력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지식에 한 욕망을 멈추지 않았던 신진 수사들

을 독살시키는 국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3. '이단' 논쟁
앞서 살펴보았듯, 세라는 시  배경은 곳곳에 장

치 된 화의 상징성과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매우 요

한 부분이다. 신의 역이었던 진리를 별하는 건 신

의 역할을 리하는, 당시에 권력을 독 했던 소수의 

성직자 뿐 이었다. 화의 체 흐름을 주 하는 이단

논쟁은 세를 배경으로 진리를 별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의 행 와 련된 담론을 통해 지식과 권력의 

속성을 볼 수 있는 요한 부분이다. 이단을 가려내어 

고문하는 일은 지식을 가져 권력을 독 하던 자들이 내

리던 형벌로, 이들이 이끌어가는 담론이 곧 진리가 되

는 시 음을 통찰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표 6. ‘이단’논쟁의 이항대립구조
내부(선) 외부(악)

정통
진짜

이단
가짜

화에서 이단논쟁은 정통  이단, 진짜  가짜의 

이항 립구조를 보인다. 선과 악으로 극명히 립하는 

이 구조 역시 지식과 권력의 문제와 결부된다. 이단을 

별하는 거는 교황이 견한 이단 조사  베르나르

도 귀의 논증에 으로 달려있었다. 베르나르도 귀는 

미지오와 살바토 , 그리고 소녀를 살인범으로, 이단

으로, 마녀로 정하지만, 미신과 신의 묘한 결합으

로 이루어진 그의 논증을 들으면서, 아드소는 그나 호

르헤같은 자가 바로 이단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66]. 정통이 이단으로, 진짜가 가짜로 이행

하면서 ‘인물들의 역할 도’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사

회의 통 인 가치체계[67]에 부합하지 않는 략(인

물들의 역할 도)을 통해 당시 사회의 가치체계를 

복시키고자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교황이 견한 

이단 조사 이 ‘정통이 아닐 수’ 있으며, 살인범이나 이

단 혹은 마녀로 정받은 사람이 ‘이단이 아닐 수’ 있다

는 역설의 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당 를 지배

하던 담론과 모두가 진실이라 믿고 있던 가치체계에 

해 근본 인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단

논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화의 메시지와 그것을 

달하기 한 모든 서사 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이행, 

역설). 이것은 결국 화의 체를 통하는 메시지이

자 주제라 할 수 있다.

진리를 사수한다는 명목으로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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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베르나르도와 호르헤는 역설 이게도 당  진리로 

여겨졌던 인물을 상징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별하는 인물로,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려는 인

물로 그려진다. 이들이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휘

두른 폭력과 살인은 철 히 지식과 권력을 독 함으로

써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리와 련된 정치하고 집요한 논쟁과 토

론을 통해서 가려질 일이지, 상 방에게 지독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받아낸 자백으로 정할 일이 아니다. 그

다면 고문과 폭력이라는 방법으로 이들을 이단으로 몰

아가는 베르나르도 귀 자신이 바로 이단일 수 있는 것

이다[68]. 이단조사 인 베르나르도 귀가 행한 ‘이단몰

이’ 행 는 일상생활의 의식과 교류에서 권력이 어떻게 

극 화되어 행사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주권  권력이 규율  권력으로, 규율  권력이 강력한 

통치수단이 되는 주권  권력으로의 이행 과정이 이미 

있었음을 짐작  하는 것이다. 화형에 처하기에 앞서 

본인이 이단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

라고 권유하는 베르나르도에게 미지오가 “베르나르

도, 악마는 바로 당신이야!”라고 내뱉는 장면은 이런 추

측을 뒷받침해 다.

본 화는 이단 재 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통과 이단

으로 구분해 놓고 후자를 억압하고 탄압함으로써 자

의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던 행에 해서 근본 인 

문제제기를 시도한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비굴하게 자

비를 구걸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털어놓는 

미지오의 모습이야말로 십자가 앞에서도 축되지 

않고 자신이 구세주임을 밝힌 수의 모습을 상기시키

는 정통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 게 보면 이단으로 

선고되고 사형당하는 이들이야말로 “정통” 기독교인일 

수 있음[69]을 역설  화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선악을 분별해 다는 그들, 하늘 높은  모르던 그들

의 권세는 불길 앞에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도망가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극악무도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

면서 분노한 민 (농노)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탐

욕으로 가득한 지식과 가짜 진리는 ‘진짜 진리’앞에서 

이 게 헛것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화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 

Ⅴ. 결론 및 함의

이 논문은 화 <장미의 이름>에 나타난 지식과 권

력의 문제에 주목했다. 인간의 보편  경험에서 나온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화는 어떤방식으로 풀어나가

고 있는지, 화의 메시지와 가치를 효과 으로 달하

기 해 사용한 서사 략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콘텐츠  함의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연구를 해 본고는 ‘장소(수도원과 장서 )’, ‘웃음논

쟁’, ‘이단논쟁’을 분석 상으로 삼아, 지식과 권력을 

심으로 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 간 이항 립구조를 

심으로 풀어봤다.

연구결과 이 4가지 분석 상은 ‘이행’과 ‘역설’이라는 

동일한 서사 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테

면 선악의 이항  립구조 속에서 선이 악으로, 악이 

선으로 ‘이행’하는 상황을 목격했고, 정통이 이단이었고 

이단이라 생각했던 상이 이단이 아니었다는 ‘역설’의 

상황도 확인했다. 화는 내부인과 외부인 혹은 지식과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선과 악으로 뚜렷

하게 구분되어 립구조를 보이지만, 궁극 으로는 선

과 악의 치가 바 는 ‘역설’의 서사 략을 통해 진리

가 은폐되고 있는 실을 폭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인

생은 끊임없는 역설과 모순의 연속이고, 모호함과 불일

치로 특징 지워지며, 진리는 결코 일 수 없는” 인

간경험의 복잡성이나 불확실성[70]을 역설  기법을 통

해 보여주고자 했던 건 아닌지 반추해본다.

이러한 ‘이행’과 ‘역설’의 서사 략은 더 나아가 ‘지식

과 권력’이라는 보편  소재와 수용자의 극  참여를 

이끄는 ‘추리서사’라는 형식과 만나 객들이 자신의 삶

을 화에 투 하도록 만든다. 이 같은 략은 화의 

서사구조로의 몰입을 쉽게 하고 동일시를 통해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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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소

재를 실을 투 할 수 있는 형으로 변형[71] 시켜내

는 상콘텐츠 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략은 보

편  서사와 공감, 동일시가 핵심이 된다.

‘역사  경험을 화에서 어떻게 보편화 할 것인가’를 

묻는 최민성[72]의 표 을 그 로 빌려오자면 화 <장

미의 이름>은 “ 재, 21세기 한국에서 그 로 재 되고 

있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독 , 재분배 거부)와 그로 

인한 갈등에 한 화  표 ”이라 할 수 있다. <장미

의 이름>은 14세기 서양 세를 배경으로 그 당시의 문

제를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

게 여 히 같은 문제제기를 하며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

는 것이다. 화 <장미의 이름>이 최  상  후 30년이 

다 돼 감에도 불구하고 꾸 히 연구되고, 회자되고 있

는 이유를 짐작하게 해주는 목이다.

화는 세를 배경으로 ‘진리’라는 특정 담론이 구

에 의해 형성되고,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는지, 

그 게 안착한 진리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지배체

제를 어떻게 유지시켜 주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이 진리의 선포이자 보존자임을 

자임하고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거나 기존의 진리에 의

심을 품는 자들을 이단시하고 단죄한다. 그들이 그 게 

할 때 사용하는 수단은 독해와 쟁의에 근거한 참된 권

가 아니다. 죽음으로써 하는 것이다[73]. 이 게 

지식과 권력, 탐욕으로 철돼 수십 년간 역으로 지

켜 내려오던 장서 도 등잔불 하나에 완 히 무 지고 

만다. 이는 스스로가 정한 진리의 테두리 안에 갇힌 채 

생명의 기본 원리인 생성과 변화를 부인하며 자신의 교

리만을 고집하는 닫힌 체계는 필연 으로 멸망할 수밖

에 없다는 엄한 경고이다[74]. 결국 ‘진리란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 화가 내놓은 답변은 마지막 장면이 

암시하듯, 불에 타다 남은 조각처럼 의미 없는 잿더미

에 불과[75]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미의 이

름>은 세라는 역사  배경과 지식을 토 로 실  

감각을 목시켜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기호학  함의는 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 많은 시사 을 제공한다.

지식과 권력의 문제는 스토리가 있는 문화콘텐츠에

서 주제나 주요 소재로 많이 쓰인다. 스토리에는 모든 

문화, 모든 시 , 모든 개인이 보편 으로 이해할 수 있

는 상징과 패턴이 담겨있는데, 특히 화 <장미의 이

름>에서 지식과 권력의 문제는 추리서사라는 구조와 

결합해 인간의 보편 인 서사  욕망을 잘 반 하고 있

다. 이는 스토리를 창작해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문화콘

텐츠 분야에 시사 을 제공하는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 로 역사를 소재로 한 

상콘텐츠의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표  

략을 발견하여, 보다 많은 수용자들과 그 가치를 공유

할 수 있는 향유의 략을 제시하는 등 콘텐츠  함의

를 이끌어 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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