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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문학평전』(Biographia Literaria)에서 밝힌 바 있듯이, 코울리지(Samuel 
Taylor Coleridge)가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와 함께 편찬한 『서정담
시집』(Lyrical Ballads)에 기여한 바는 자연의 경계선을 초자연적 영역의 범
위로 확대시켜 놓았다는 점이다. 

사건들과 동인(動因)들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초자연적이
어야 한다. 그리고 목표로 삼아야 할 탁월성에는 진짜라고 여
겨져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상황에 자연스레 
수반되는 감정의 극적 진실성을 통해 흥미어린 감동이 들어 있
어야 한다.(Coleridge, Biographia 2, 6)   

그렇지만 초자연적 공포가 배경이 된 「노수부의 노래」(“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에서 “극적 진실성”을 찾는다는 것으로 참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시에서는 낯선 사건들이 합리적 혹은 이성적 질서를 압
도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시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해석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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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과 해석의 불가능성 사이에 중지되어 있는 하나의 환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독자들은 이 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시 전
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방해를 받는다. 사우디(Robert Southey) 또한 처음
에는 이 시를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었고, 이 시의 불명확성에 대해 지적하기
도 했다(Jackson 53). 그러나 1819년에는 이전의 생각을 수정하여 비합리성
과 불명확성이야말로 이 시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라고 주장한다(Jackson 
439).1) 이런 점에서 이 시가 가지는 비합리성과 불명확성은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울리지가 관심을 가진 이러한 초자연적 공상과 그것의 불가사의한 특성은 
이 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이 시의 주인
공이 보여주는 불가사의한 행위들은 독자가 이 시를 불가지론적 측면에서 바
라보는 원인이 되곤 하였다. 이런 측면은 독자에게 한편으로는 흥미를, 다른 
한편으로는 혼돈을 야기시키면서 운하임리히(Unheimliche)2)에 관한 해석에 
초점을 두게끔 유도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이 시에 담긴 애매모호한 행위와 악마적 특성, 그리고 노수부가 저지른 죄
에 대해 딱히 보상받거나 죄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은 충분히 흥미로운 
요소가 된다. 나이트(Knight)는 이 시에 기독교적 윤리가 암시되어 있다고 주
장(87)3)하는 반면, 이와는 다른 반대적 입장에서는 기독교적 도덕 질서와 연

1) “이 시는 느껴보고 명상해볼만한 시이기는 하지만, 인구에 회자되어 설명되거나 분
석되고 비평될 그런 시가 아니다. 이 시는 천재성이 가미된 모든 창작물 중에서도 
가장 자연 그대로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시의 이미지들은 아름답고 장엄할 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어떤 강력한 비전을 담아낸다”(Jackson 439).

2) 프로이드는 공간을 “하임리히(Heimlich)”와 “운하임리히(Unheimlich)”라는 대립적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여기에서 전자는 “친숙한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낯선 
두려움”을 의미한다. 프로이드는 불가사의한 경험에 대해 쉘링(Schelling)으로부터 
이 정의를 빌려온다. 비 로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은 운하임리히적 특성을 보이는 
것들이다(SE 17, 225). 이로 인해 인간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감정들을 갖게 된다.

3) 이 시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적 접근 방식 중에서 킷슨(Kitson)은 코울리지의 「노수
부의 노래」는 그의 내적 그리고 도덕적 혁명의 표현물이고 “개인 지복 천년”(206)
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87). 그리고 딜워스(Dilworth)는 노수부가 물뱀들
을 축복하는 기도에 초점을 두고 이 시의 도덕적 진지성에 대해 변론한 바 있다
(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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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된 접근 방식으로는 이 시의 암흑적 힘들을 설명하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본
다. 그 가운데에서도 보스테터(Bostetter)는 우주의 힘이 엄격하게 징벌적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기독교적 내러티브와 관련된 해석 방법들은 그 힘들
이 가변적이고 불가사의하며 비이성적으로 그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43). 그리고 “노수부가 기독교적 제례와 
신념들에 의지한 듯 보이지만, 기독교적 해석은 그의 과도한 고통과 불가사의
하며 비이성적인 사건들의 세계를 설명하지 못한다”(41)고 본다. 윌리엄스
(Williams)는 “죄와 벌의 개념은 우주의 질서를 확보하는 한 방편”(1125)이라
고 주장하며, 이 시의 윤리적 측면을 하나의 상징적 질서로 간주한다(1124). 
리챠드 피셔(Fisher)는 “우주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신의 섭리
의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움”(63)을 자신의 논쟁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여
러 주장들이 접근 방식과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모
든 주장들은 세상에 대한 암울한 이해에서 비롯된 불가사의한 힘들로 인해 합
리적 도덕 질서가 압도되어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기독교적 특성과 운하임리히의 특성을 서로 상반된 견해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이 시가 시종일관
된 어떠한 도덕적 질서를 제시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 시의 운하임리히는 그
러한 질서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 시의 운하임리히적 특
성에 대해 도덕적 질서가 붕괴된 것으로 보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이 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기독교적 특성 내에서 이 운
하임리히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노수부의 운하임리히 체험

인간이 만든 교회와 등대 아래로 선박이 지나가는 순간부터 선원들은 감각을 
잃는 영역으로 진입한다. 마치 악마가 거주하는 공간과도 같은 이 얼음 들판에
서는 그 어느 누구도 갈피를 잡지 못한다. 배경 설정부터가 환상적인 공간이고 
운하임리히의 특성을 보이는 공간이다. 알바트로스가 죽는 바로 이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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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방향 감각을 느낄 수 없다. 이 시의 제반 문제는 이 새가 살해당하는 
것으로 야기된다. 분명한 동기 없이 이 새가 살해된다는 점과 즐거워야 할 결혼
식 하객이 노수부의 얼굴 표정으로부터 공포를 느끼게 되고 충격을 받는다는 
점은 운하임리히의 특성을 보여준다. 첫 연에서 노수부가 달빛 속에서 저녁 기
도를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러한 분위기는 조장되고 있었다. 단순히 
보자면, 처음부터 뭔가에 대한 살해가 이미 계획되고 있었던 듯하다. 

코울리지는 이 시를 쓰기 이전에는 아담의 원죄에 대해 인간이 죄의식을 느
낄 필요는 없고 어느 사건이든 그 계기가 중요한 것이라는 유니테리언 믿음을 
갖고 있었다(Brice 136). 알바트로스가 죽고 난 바로 그 순간에는 뭔가 바뀐 
것이라곤 전혀 없는 듯 보인다. “이로운 남풍이 조용히 뒤에서 불어오는”(8
5)4) 동안 기계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태양의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을 뿐이
었다. 자연에 맞서는 하나의 범죄에 대해 자연 자체도 이상하게 요지부동인 듯 
보인다. 선원들은 처음에 알바트로스가 바람을 몰고 왔다고 믿었다. 따라서 행
운을 몰고 온 바로 그 창조물을 죽인 것에 대해 노수부를 책망하며 그에게 대
들기까지 했지만, 안개가 걷히고 나서 선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어 “안개
와 농무를 유발한/ 그런 새를 죽인 것은 옳은 일이지”(97-98)라는 믿음을 갖
게 된다. 선원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표식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미신
적 성향까지 보여주었다. 코울리지는 독자에게 결혼식 하객의 반응을 통해 그 
살해 사건이 끔찍한 범죄라는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었다고는 하지만, 알바트
로스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밝혀주지 않는다. 알바트로스가 
나타나자마자 환영받고 또 그 즉시 살해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분명한 것이라
고는 아무것도 없다.

알바트로스의 죽음은 처음부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왜 노수부가 그 새를 죽였는지 그리고 그 살해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
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노수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아! 슬프도다! 얼마나 증오하는 눈총을 
나는 늙은이와 젊은이로부터 받았는가!

4) 이 논문에 인용된 코울리지의 시는 The Complete Poems (Ed. by William Keach. 
Harmondsworth: Penguin, 1997)를 참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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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대신에 알바트로스가
내 목에 걸리게 되었다네. 
   
Ah wel-a-day! what evil looks
Had I from old and young;
Instead of the Cross the Albatross
About my neck was hung.(139-42)
  

이 이미지는 독자에게 노수부는 예수와 흡사한 인물인가라는 문제와 더불
어, 십자가 처형 장면 대신에 노수부와 알바트로스가 사용된 것인가라는 의문
이 들게 해준다. 또한 십자가(“cross”)와 알바트로스(“albatross”)의 영어 발음
상의 유사함에도 뭔가 중요한 신비성이 들어 있는 듯 보인다. 노수부는 예수와 
십자가 그리고 마리아에게 호소하며, 로마가톨릭에 관한 믿음으로 사건들을 
해석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성모 마리아를 향해 찬양이 있을 지어라”(293)라
는 고풍스런 노수부의 말투는 그가 순박한 내레이터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노
수부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해석을 내리기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님을 
암시한다(Prickett 34-5). 

이 시의 여러 사건들이 기독교적 구성 및 특성을 띄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노수부가 겪은 시련들 가운데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
통은 그의 기도를 통해 치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명히 친절한 수호성
인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셨도다”(285)라는 노수부의 말에 의문이 들기는 하지
만, 노수부에게 내린 저주가 기도를 통해 사라진다는 점은 기독교적 특징을 보
여주는 예라고도 볼 수 있겠다. 또한 두 개의 정령이 나타난 것을 단순히 환각
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노수부가 경험한 이 현상 또한 그가 겪은 참회의 과
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께 맹세코”(399)라
고 말하는 정령의 이야기는 이 시의 기독교적 맥락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효과
가 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세요”(576-7)라고 기독교 은둔자가 
제기한 요청에 화답되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묘한 카타르시스를 설정해주는 듯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대목들은 기독교적 교리나 특성들이 이 시에서 뭔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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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노수부가 겪은 여러 가지 역경은 기독교적 맥락의 틀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그 세부적 내용들은 낯익음과 낯섦 사이에서 팽
팽한 긴장감을 조성한다. 운하임리히의 불가사의적 특성으로 야기된 애매모호
성은 이 시의 해석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 준다. 무시무시한 태양은 신의 섭리
의 표식일 수 있겠지만, 달리 보자면 굳이 기독교의 신이 아니라, “신의 머리처
럼, 흐리지도 붉지도 않은/ 찬란한 해가 떠올랐다오”(97-8)에서처럼, 유일신
의 힘을 대체하는 그저 하나의 신과 같은 대안적 신성(神性)을 띤 어떤 한 존
재로도 볼 수 있다. 위협적으로 파도가 일자 선원들은 기독교의 맹세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교도적 신화의 모습과
도 흡사하다. 

무리를 지어 비틀거리며 빙글빙글,
도깨비불들이 밤에 춤을 추었고;
바닷물은 마녀의 기름처럼,
녹색과 청색, 백색으로 불났다오. 

About, about, in reel and rout
The Death-fires danc'd at night;
The water, like a witch's oils,
Burnt green and blue and white.(127-30)

이 시의 후반부에서 커다란 유령선이 출현하는 것과 이러한 비기독교적 세
계의 징후들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징후들은 장차 일어날 무언가의 출현에 대
비한 준비 과정으로 보이기도 한다. 신의 머리에 비유되던 태양이 소름 끼치는 
얼굴로 변모되기도 한다. 

즉시 태양에 막대기 무늬가 지워졌고
(하늘의 성모가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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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사 감옥의 쇠창살을 통해
넓고 불타는 얼굴로 내다보기라도 하듯 말이오.

And strait the Sun was fleck’d with bars
(Heaven’s mother send us grace)
As if thro’ a dungeon grate he peer’d
With broad and burning face.(177-80)

코울리지가 그려내는 고딕 이미지와 더불어, 지하 동굴에 관한 이야기들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난파선의 효과는 인간에게 가해진 징벌적 효과로 보인다. 
유령선의 등장은 판결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듯 하기도 하지만, 갑판 
위에서 벌어지는 주사위 게임은 기독교적 신의 섭리를 나타내고자하는 장치로
써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형체가 적나라한 난파선이 옆에 와서,
그 둘이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었소;
“게임이 끝났다! 내가 이겼네! 내가 이겼어!”라고
그녀는 말했고, 휘파람을 세 번 불었소.

The naked Hulk alongside came
And the Twain were playing dice;
"The Game is done! I've won, I've won!"
Quoth she, and whistled thrice.(195-8)

“죽음”(193)으로 묘사된 “초승달”(210) 아래에서 여성이 승리하는 이 게임
에는 신비스러움이 담겨 있다. 주사위 게임이 끝나고 그 게임의 결과인 듯 보
이는 저주가 내린다. 저녁 기도 예배 때(76)와 노수부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464-79)의 달빛에는 마치 범상치 않은 존재가 담겨 있는 듯 보인다. 이 대목
에서 유추되는 악마적 속성과 괴상한 세력들은 기독교 신과의 관련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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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야기한다.
기독교적 해석으로 이 시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노수부가 저지

른 범죄에 대해 무엇이라고 규정지어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놓여있다. 상황
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노수부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징벌의 대상이 될 
조건을 갖춘 인물이다. 노수부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기독교적 특징으로
는 그가 물뱀들(water-snakes)에게 축복 기도를 한다는 점이다. 그가 한 순간 
아름다움에 대해 극찬하며 인식한 것만으로도 그가 저질렀던 사건이 마치 용
서되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는 이 순간을 해방의 순간으로 해석한다. 

오 행복한 생명들이여! 어떠한 혀도
이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의 샘이 내 마음 속에서 용솟음쳤도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축복했었다.

Oh happy living things! no tongue
Their beauty might declare:
A spring of love gusht from my heart,
And I bless'd them unaware!(274-77)

이 대목은 전일한 생명(One Life)과 연관된 해석에 빈번히 인용되는 문단이
다. 그 해석에서는 축복 기도를 행하는 것은 자연과 화해를 하는 행위이고 알
바트로스를 살해한 것은 자연에 대한 적대적 행위라고 규정짓는다(Holmes 
184). 위 문단은 339행에서 361행까지의 목가적 음악들, 그리고 457행에서부
터 480행까지 노수부의 귀향에서의 아름다움에 관한 다른 문단들처럼, 잠시나
마 노수부가 안심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후 그는 곧 “내 
목소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도/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떨리더군
요”(337-38)라고 말하며 자신이 공포에 압도되었음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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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한 악마가 
바짝 따라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외로운 노상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걸어가며
한번 뒤를 돌아보고는 계속해서 걷고
다시는 머리를 돌리지 않는 사람

one, that on a lonely road
Doth walk in fear and dread,
And having once turn'd round, walks on
And turns no more his head:
Because he knows, a frightful fiend
Doth close behind him tread. (451-56)

위 문단에서 노수부는 죄의식과 마음의 빚에 압도된 듯한 사람에 자신을 비
유한다. 그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서도 “미풍은 이상하게
도 나의 공포심과 섞여있었지요”(463)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항상 공포심
을 느끼고 있었다. 시 전체적으로 볼 때도 그는 공포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 시의 처음부터 핏빛 태양을 연상시키는 붉은 빛은 죄의식과 
공포의 이미지로써 시 전체에서 여러 차례 묘사된 바 있다. 배가 항구에 돌아 
올 때쯤 그토록 아름답던 달빛 바다의 전경은 붉은색 화염들로 인해 붉게 바뀐
다. 코울리지는 노수부가 자신의 피부 위의 핏빛 광채로 인해 더욱 공포심을 
느끼게끔 그 효과를 추가시킨다. 

   
뱃머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짙은 빨간색 그림자들이 있었어요;
나는 내 살이 섬광을 받은 것처럼
빨갛게 된 것을 곧 알게 되었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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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ttle distance from the prow
Those dark-red shadows were;
But soon I saw that my own flesh
Was red as in a glare. (485-88)

짙은 빨간색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선원들의 죽은 눈동자에는 “그들이 
죽을 때 겪은 고통과 저주”(443)가 노수부의 기도를 방해하며 계속해서 반복
된다. 불길한 붉은 빛이 감도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죄책감을 떨쳐 버리지 못했
음을 암시한다. 이 시가 마무리될 때까지도 노수부는 어떠한 면죄의 표식도 받
지 못한다. 노수부가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 중재자이자 고백자 역할의 은둔자
가 등장하는데, 그는 노수부의 고해를 듣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대에
게 명하노니,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609-10)라고 덧붙이며, 오히려 그에게 
스스로를 되새겨 보게끔 유도하며 고행을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고행을 통해 
고향에 도착한 한 사람을 묘사하는 시라는 해석이 가능할 만도 한 이 시의 내
러티브 자체가 오히려 고행의 연속임을 암시하는 기법을 코울리지는 사용하였
던 것이다.  

노수부는 면죄를 통해 화합을 이룩하는 어떤 종교적 인물로서가 아니라, 과
할 정도로 애매모호한 인물, 특히 악마적 특징들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다는 결
론으로 이 시는 끝난다. 애매모호한 인물이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내러티브 중
간 중간에 결혼식 하객은 이 노수부가 죽은 자들 중의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생
각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은 더욱 커져간다. 달
리 말하자면, 노수부와 그가 겪은 낯선 경험은 그가 기독교 공동체에 합류되지 
못함을 은연중에 보여준다. 한편으로 그는 추방자로서 방랑하는 유대인을 연
상시키기도 한다. 그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밤처럼”(619) 지나가며, 구원의 
새벽에는 이르지도 못하고, 속죄도 못하며 그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죄를 또 
다시 생생하게 만들어 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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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죄와 참회의 문학  투

코울리지는 “논리적 정확성의 잣대로 볼 때, 목적이 수단을 결정짓기 때문에 
목적이 좋지 않은 것을 찾아 볼 수 없는 한, 어떠한 악의 존재도 있을 수 없
다”(Coleridge, Collected Letters 1, 105)고 밝힌 바 있다. 행복이란 인간이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해 가는 것이며 인간의 이성은 신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세상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피력한 그는 1796년
에 텔월(Thelwall)에게 고백했듯이, “죄의식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1, 213)
고 보았다. 코울리지는 인간 주체에 관해 낙관적 모델상을 염두에 두었다. 최
종적으로 영국 성공회를 지향하는 그의 사고에는 인간의 악은 신성한 자비의 
일부라는 견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죄의 개념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변화들이 담겨 있다(McFarland 170-75). 

1796년의 ｢종교 명상｣(“Religious Musings”)과 ｢열방의 운명｣(“The 
Destiny of Nations”), ｢저무는 해에 부치는 송시｣(“Ode to the Departing 
Year”)와 같은 정치 예언시들에서는 그의 급진주의적 사고가 담겨 있다. 이 시
들에서는 프랑스 혁명 차원에서 무너져가는 희망들을 지켜보며 유니테리언의 
강령들을 간직한 모습을 보여준다(Brice 116-17). 그가 유니테리언에 관한 
믿음이 끝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노수부의 노래」를 쓰기 시작할 때쯤이다. 
1798년까지 2년 동안에는 그의 낙관론은 시들었던 반면에, 신학적 믿음은 커
져갔다(121). 「노수부의 노래」가 완성되고 나서 프랑스가 스위스를 침공한 
바로 1798년 3월에 코울리지는 자신의 형 조지(George)에게 다음과 같이 편
지를 썼다. 

   
원죄에 대한 나의 믿음은 확고부동해요. 모체의 자궁에서부터 우리

의 식별력은 어두워진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식별력이 빛을 받는 곳
에서도 우리 생물체는 타락했고 우리 의지력도 불완전하지요
(Coleridge, Collected Letters 1, 396).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코울리지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내재된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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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같은 편지에서 그는 “죄의식에 
관해서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래요”(Coleridge, Collected Letters 1, 397)
라고 말한 바 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그는 인간
의 유죄성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다. 이것은 코울리지가 편지에서 죄의
식과 원죄라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인간의 불완전성
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Brice 135-36). 그렇지만 
죄의식에 관한 개념 없이 원죄의 원리를 논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방
식으로 죄의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죄와 대조되는 논평은 삼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코울리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될 것이다. 

코울리지가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죄의식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노수부의 노래」는 죄의식에 몰입된 시가 분명하다. 이 시는 
살해 사건은 범죄 행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축복 기도와 속죄의 고행, 
고백과 간청 등과 같은 종교적 모티브를 보여준다. 이러한 모티브들은 노수부
가 앞으로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이미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노수부가 저지른 행위가 선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부지불식중에 저지른 
우연한 죄인 듯하지만, 여기에는 원죄와 속죄, 즉 타락과 정죄라는 개념이 암
시되어 있다. 원죄와 속죄라는 의례는 인간들이 과오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
의 불가피성을 암시한다. “그가 내 영혼을 용서하고, 알바트로서의 피를/ 씻겨 
줄 것이요”(545-46)라는 속죄의 내용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죄의식으로부터
의 해방 혹은 구원의 성취라는 것을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시 
짚어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 시는 원죄 개념과 더불어 인간의 유죄성에 대해 
코울리지가 느끼는 암담함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코울리지는 원죄는 미신이라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부터 결국에 가서는 자신이 수용하는 입장으로 바뀐다. 즉 “그의 신념
은 인간 본성에는 원초적 타락이 들어 있는데 ... 결국에 가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Coleridge, Collected Letters 1, 807)는 방향으로 선
회한다. 그가 「노수부의 노래」를 쓸 당시 미신에 대한 태도와 구원에 관한 
태도, 이 두 가지 차원에 대해 고민했다는 점은 이 시가 바로 신학적 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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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그 따르는 공포를 반영한 작품이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해 볼 때, 합리적 질서에는 위배되는 무의식적 특성

이나 고딕적 특성, 혹은 불가사의적 특성들에 관한 해석 및 읽기 방식이 도움
이 될 것이다. 코울리지는 원죄와 연관된 도덕적 내러티브에 분명히 마음이 끌
려 있었다(Barth 173). 이러한 계기는 코울리지가 타락한 인간성 혹은 인간의 
유죄성을 탐구함에 따라 그에게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독자는 노수부의 범죄 
행위가 크나큰 도덕적 사건이 아닌 것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다. 그의 범죄 행
위에 어떠한 사악한 동기는 없었고, 알바트로스의 생명이 어떠한 도덕적 중요
성을 띠고 있었는지도 처음부터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만약 도덕적 규범이 있
었다고 한다면, 노수부는 아무런 인식 없이 그 규칙을 위반한 것이 될 것인데, 
제시된 규범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죄의식이 있을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 어렵다. 원죄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배제하고 노수부
에게 주어진 벌이 그 자신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면, 노수부에게 가해
진 일종의 박해나 다름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코울리지는 “인
간이 개인적으로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이 지옥
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게끔 되어있는 것은 정당하다”(Brice 116)라고 말한
바 있는 프리스틀리(Joseph Priestley)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참으로 흥미
롭다. 원죄란 실제적 동기와 동인에 대한 도덕적 계산으로부터는 벗어나 있는 
개념이다.  

유신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시의 이미저리는 명쾌한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악마적 특성을 보여준다. 「노수부의 노래」를 쓰기 이전인 1795년에 
코울리지는 벌에 관한 정통 기독교적 관점을 “끔찍한 법, 지옥의 처
벌”(Coleridge, Collected Letters 1, 205)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서 주
목할 단어는 지옥이라는 용어이다. 코울리지는 지옥과 같은 무시무시한 지하
세계에 대한 이교도적 믿음과 기독교를 분리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코
울리지는 기독교 내러티브의 상당 부분이 너무 잔인하며 합리적인 도덕 종교
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었다(Brice 12-13).5) 그렇지만 코울리지
5) 코울리지에게 유니테리언의 믿음을 갖게끔 영향을 주었던 프리스틀리는 원죄의 원

리에 대해 “이것은 자의적이며 비합리적인 편파적 원리이며 인간들이 죄스러움을 느
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조차 끊임없는 고통으로 저주를 안겨주며 신마저도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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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죄를 인간의 본성의 일부로 수용하게 되면서부터, 선을 따르도록 요구하
는 제반 도덕적 요구 조건들에 반응해야하는 인간은 본래 무능력하다는 사실
을 인정하게 된다. 속죄할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한 코울리지에게는 인
간은 외부로부터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원죄를 도저히 극복
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 직면한 것이 바로 죄의식이고, 바로 그것이 이 시에서 
도덕적 공포로 표현되었던 것이다(Miall 638). 노수부가 말하고자 시도하면서 
자신의 팔을 물어뜯는 순간은 인간의 무기력한 상황에 대한 처절함을 보여주
는 대목이다.

「노수부의 노래」가 인간에게 내재된 죄의식을 포함한 도덕 질서를 표현한 
시라면, 이 시가 보여주는 공포는 그 도덕 질서가 무시무시해 보인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불가사의한 그 무언가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한 사람에 관한 
시인 것이다. 프리스틀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한동안 코울리지도 원죄라는 개
념이 난폭할 정도의 잔인성이 담긴 원리라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Brice 
136). 그렇지만 1802년 쯤 코울리지가 영국 성공회로 개종하면서, 그는 만약 
기독교가 원죄와 구원, 은총과 신앙적 의(義)를 부정한다면, 공허한 것에 지나
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Coleridge, Collected Letters 1, 
821). 1798년에 하나의 가정이자 가능성으로써 코울리지의 생각을 지배했던 
바로 그 죄의식은 이제 그의 신념의 일부가 된다. 

코울리지가 「노수부의 노래」의 텍스트를 수정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들이 영국 성공회의 틀 
안에서 정신적으로 확고한 신념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1817년 『예언 시편』(Sibylline Leaves)에 수정한 내용과 1834년 판본의 것
과 비교해보면 코울리지의 생각에서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그 넓고 넓은 바다 위에서 홀로이;
예수는 고통에 처해있는 내 영혼에 
어떠한 연민도 주지 않았소

에게 행하게끔 시킬 수 없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으로써 인간에게는 가장 잔인하
면서 혹독함을 강요하는 원리”(Priestley 60)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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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e on the wide wide Sea;
And Christ would take no pity on
My soul in agony (225-27)

넓고 넓은 한 바다 위에서 홀로이!
고통에 처해있는 내 영혼에 
연민을 주는 어떠한 성인도 없었다오
   
Alone on a wide wide sea!
And never a saint took pity on
My soul in agony. (1834, 233-35)

정관사 “the”에서 “a”로의 변화는 이 문단의 어두운 느낌을 덜어준다. 그리
고 고독한 장소로써의 특별한 바다라는 상징적 울림이 많이 축소된 느낌을 준
다. 또한 수정된 부분은 무자비한 예수라는 이교도적 느낌을 많이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구원이 결여된 것이 절대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독자를 유도한
다. 1798년 판본에서는 예수가 단호하게 노수부를 외면했던 반면에, 1834년 
판본에서는 단지 연민을 베풀어 줄 그 누군가가 없음을 한탄하는 것으로 순화
되었다. 이성적 판단의 범위를 넘어선 힘들에 대한 상징을 담고 있는 유령선 
장면을 수정한 작업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두 유령
은 죽음과 사중생(life-in-death)의 알레고리를 통해 그려지는데, 특히 사중
생은 1834년 판본에서는 “악몽”(Nightmare)으로 등장한다. 꿈 속 세계의 정신
적 투영물을 암시하는 이 알레고리에는 노수부에게 부과된 벌에 대한 단서가 
들어있다. 노수부는 죽음을 통해서나 혹은 참회를 통해 벌을 받게 될 것이 분
명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참회라는 방법이 선택된 듯 보인다. 1817년 판의 주
사위 던지는 “게임”(playing)(192행)은 1834년 판본의 196행에서는 주사위를 
“던지는 것”(casting)(196행)으로 대체되었는데, 이 대목은 임의적 느낌보다는 
신의 섭리에 관한 의미를 암시하게 해주는 효과를 증가시켜 준다. 1834년 판
본에서는 저주받은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파도에서부터 붉은 화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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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아오르는 장면들이 삭제된다. 대신에 달빛과 천사 무리가 귀향 장면에 등장
하는 것으로 바뀐다. 코울리지의 이러한 노력은 노수부가 속죄할 수 없는 죄의
식을 통해 위협과 고통을 받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구원의 과
정을 겪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내러티브가 끝나게끔 유도하였다는 주
장에 힘을 실어 준다.   

여러 수정 작업 중에서도 주목을 끄는 것은 주변 텍스트, 즉 주석을 첨가시
켜놓았다는 점이다. 이 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건의 발생과 원인 등에 관
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함을 담고 있다. 주석을 첨가시키는 작업은 
이러한 애매모호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코울리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휠러(Wheeler)가 지적하였듯이, 주석을 달아 놓은 것은 지리적으로 구체
적 사항들을 세 하게 설명하면서도 내러티브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주는 효과
가 있다. 또한 연속된 사건과 그 사건들의 원인들을 연결 짓는 작업을 더욱 명
확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Wheeler 52). 주석은 텍스트와 그 설명에 경제적 
효과를 부여하면서 독자가 의미적 해석에 큰 혼돈 없이 이 시에 몰입할 수 있
게끔 해준다(McGann 220). 

코울리지가 첨가한 주석은 좀 더 확고한 기독교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해주는 
효과도 있다. 1798년 텍스트에서는 배를 뒤쫓는 한 영혼의 꿈을 묘사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에 반해, 첨가된 주석에서는 독자에게 “박식한 유대인인 요세푸
스(Josephus)와 콘스탄티노플의 플라톤 철학자인 미카엘 프셀로스 (Michael 
Psellus)라는 인물 중에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기 위
해 한 영혼이 그 선원들의 뒤를 뒤쫓는(주석 131-34) 것을 이야기한다. 이러
한 방식의 주석은 이 시의 불가사의한 장면들이 종교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
음을 암시한다. 성모 마리아가 노수부에게 개입하는 것과 천사 무리의 존재, 
그들의 임무, 그리고 극지방의 정령이 기독교의 참회적 상황에 투입되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 사건들이 종교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물론 이 주석들은 노수부가 믿을 수 없는 내레이터임을 입증해주는 효과도 담
고 있다. 

노수부가 알바트로스를 죽인 것으로 벌을 받고 물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며 죽은 선원들의 저주와 함께 속죄하며 참회를 하는 것(주석 547-7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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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진행 과정들을 통해 코울리지가 참회와 관련된 모티브를 첨가시킨 주석
들은 구원적 영역에 대한 그의 관심을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기
도도 없고 저주만이 가득한 순간, “먼지처럼 건조한 마음”(1834, 247)과 구원
의 비전으로 “무시무시한 붉은 빛”으로 타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말해주는 주
석을 통해 이 시는 더욱 종교적 맥락의 힘을 얻게 된다. 특히 성경적 암시를 
띤 주석에서는 노수부의 여행 마지막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도 있다6). 주석들은 불가사의에 관한 언급이 주를 이루지만, 이를 통해서 
죄와 벌의 내러티브가 더욱 긴 성을 보이게끔 해주는 효과를 낸다. 그리고 악
마적 요소의 많은 부분들이 기독교적 맥락에서 이해될 가능성을 열어 주면서, 
노수부가 저지른 죄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듯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시는 애매모호한 시가 아니라, 기독교적 특성을 담고 있는 시임이 분명해진
다. 이 시의 불가사의적 특성은 이 시의 고딕적 경향만을 강조해서 보여준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 시의 숭고성을 증가시켜 주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맥간은 기독교적 이데올로기를 상징적 질서를 만들고자 시도하는 한편의 해
석학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이는 기독교적 접근 방식에서 독자가 접하게 되는 
불가사의와 독해 불가능성(unreadability)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파스칼(Pascal)은 “그 어느 것도 [원죄의] 이론보다 더 심오하
게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것은 없다. 모든 신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해
할 수 없는 바로 이것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인
간 상황의 우여곡절은 이 비뚤어진 과오 안에 들어있다”(Pascal 43)고 보았다. 
코울리지가 애착을 갖는 신학자인 루터(Luther)는 “대물림되는 죄는 인간 본
질의 차원에서 볼 때, 가장 깊숙한 타락이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만 믿어질 뿐이다”(Brice 157-58)라고 했
다. 원죄는 인간 존재의 바탕이자 근거로써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신비스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브라이스(Brice)는 코울리지에게 캘빈

6) 주석 263에서 266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하다: “쓸쓸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는 여
행하는 달과 가만히 있으면서도 항상 나아가는 별들을 동경한다. 그리고 사방의 푸
른 하늘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의 정해진 휴식처, 그들의 고향, 그들 자신이 미래에 
머물 집이며, 그곳에 그들은 확실히 예견되는 주인처럼 통지도 없이 들어가며, 또한 
도착하면 조용한 기쁨이 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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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vin)이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면서, 타락한 인간 지성으로는 신을 헤아릴 
수 없을뿐더러 신이 잔악해 보이기까지 함을 지적한 바 있다(26-7).  

코울리지는 바로 이 원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1802년에 그는 원
죄와 속죄에 대해 “원죄는 내 본질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하다는 것
을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느끼기 때문에”(Coleridge, 
Collected Letters 2, 807)믿는다고 천명한 바 있다. 「성찰을 위한 조언」
(“Aids to Reflection”)에서 코울리지는 신념을 통해 그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성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밝힌다
(Brice 188-89). 그는 아담이 저지른 대물림의 형벌로써의 원죄에 대해 “인간
의 법령과 정의의 심판대의 불완전성으로 야기된 박약한 유추에 기반을 둔 인
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정의내리는 것을 거부한다(Coleridge, Aids 274). 인
간의 모든 의지가 사악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
도, 악의 보편성은 널리 인정되고 수용된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기반이 되는 바이기도하다. 

도덕적 사악함이란 의지에 그 근원이 있는 사악함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사악함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하나의 기반이 있어야 한다. 그 사악한 근거가 신의 의
지에서 시작되었을 리는 없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관련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악한 근거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른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실, 그러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이다. 이 원리는 우리가 육감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로써,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하고 전달
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Coleridge, Aids 288) 

코울리지는 「성찰을 위한 조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의 대속을 
통해 원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궤변”(318)과도 같은 그런 해석을 
배제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코울리지가 원죄와 구원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죄의식과 면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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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성직자를 통한 속죄가 당신의 이름에서 속인의 오점
를 씻겨주고, 당신을 특권 속으로 복귀시켜주면 기쁘겠는가? 
... 여기에는 더 심오한 그리고 더 그릇된 자국인, 당신의 심장
을 좀먹는 궤양 자국을 떼어버리는 보상이 들어 있는 것이
다.(324)

“속인의 오점”에 관한 코울리지의 수사학적 질문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는 
구원을 묘사하기 위한 은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은유들을 원
죄의 불가사의와 짝을 이루는 듯 보이게 만들어 놓은 “영적이며 초경험적인 신
비”(332)에 적용시켜보기에는 다소 어색한 듯 보인다. 코울리지는 불가사의에 
의지하여 혹은 그 불가사의를 이용하여 신학적 사실을 투영하고자 했던 것이
다. 

IV. 맺음말

인간이 불가사의함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다. 그
리고 인간은 내재한 죄의식에 대한 느낌을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은 죄의식으로 
야기된 두려움을 겪는다. 그러한 불가사의로 인한 충격이 「노수부의 노래」
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시는 원죄라는 불가사의하면서도 잔혹한 하나의 사실이 
코울리지의 비전으로 투영된 것이다. 코울리지에게 원죄의 논리는 주체의 문
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7) 이것은 바로 그 주체의 경험적 행위나 동기와는 직
접적 연결이 되지 않는, 그렇지만 주체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으로써 주체에
게 요구되는 죄의식과 의무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어두운 주체는 애초

7) 「성찰을 위한 조언」에서 코울리지는 분열된 주체에 대해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언
급하였다: “인간이 정신을 내부로 향하게끔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이 그곳
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인간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공허함, 심장에 시커멓고 냉담한 얼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불길한 느낌을 갖는
다. 인간이 쫓아낼 수도 없고 혹은 보유할 수도 없는 어떤 은 한 세입자가 들어 있
는 것이다”(Coleridge, Aids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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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죄의식을 가진다. 
「노수부의 노래」가 보여주는 운하임리히의 특성은 당시 코울리지가 원죄

의 원리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원리에 대해 그가 느끼는 두려움 
때문 만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원죄는 인간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하나의 원리가 
된다고 그가 생각했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겠다. 이 시에서 볼 수 있듯이, 윤리
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과도하게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원죄에 관한 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 시에서 불가사의하게 그려 놓은 모
든 것은 그에게 일종의 기독교적 자백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는 이 시에서 
윤리적 주체성의 핵심에 있는 죄를 탐험하는데 공포와 숭고미가 있음을 그럴 
듯하게 보여주었다.

원죄의 개념을 다룬 이 하나의 꿈 이야기 같은 「노수부의 노래」에서 논의
된 죄의식은 공허함과 더불어 괴기스러운 느낌을 독자에게 전해 준다. 달리 말
하자면, 코울리지의 무의식적 사고에 도덕적 인식의 중요성이 들어 있음을 보
여준 작품인 것이다. 다양하고 모순적이며 비합리적이기까지 한 단면들을 통
해 그의 정신 속에 수렴되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식이었
다. 그가 체험했던 것은 주체의 완전성이 아닌, 주체의 가슴 속에 있는 얼룩이
자, 하나의 공허함이었던 것이다. 이 시에 나오는 불길한 이미지들과 최면적 
특성을 부여하는 민요(ballad)형식은 독자를 마치 꿈같은 세계로 유인한다. 무
시무시하며 불가사의적 특성을 보이는 세계는 합리적 사고와는 대치되지만, 
오히려 이것은 인간 조건에 관해 무언가를 보여주는 숭고한 진리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다.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시는 노수부가 전하는 말 속에 거주하게 된 영혼
들의 불가사의한 체험 이야기일 수 있다. 이 시의 애매모호함이 흔히 지적되는 
문제이었듯이, 코울리지는 기독교의 원죄라는 개념을 불가사의한 특성들을 가
미시켜 보여주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로 말을 명쾌하게 전한다는 것의 
어려움에 직면한 듯 보인다. 그가 그려놓은 노수부가 전하는 말과 그의 윤리적 
부담, 이 두 가지 모두는 운하임리히를 체험한 그의 기독교적 경험이었던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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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eridgian Vision of “Guilt and die Unheimliche”

Hwang, Byeonghoon 

This article focuses on what Coleridge demonstrates in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It strongly evinces that what he adopts through his faith 
cannot be totally explained with clarity through human reason. He has a 
deep faith in original sin. In 1795 before he started to write The Rime, he 
held fast to his optimistic view of the world, not admitting any sense of 
guilt. Toward the end of this optimistic faith, his interest begins to shift 
towards the subject matter of The Rime. He elaborates upon the exploration 
of the depraved humanity and represents a mariner reflecting guilty 
humanity and affected by original sin. 

Depending upon the traits of the Unheimliche and his invocation to the 
uncanny, he reflects theological truths. Even though he includes a significant 
moral narrative, he never presents any evil motive of the mariner to take 
the life of the albatross. Not being able to expiate his crime, the mariner 
as his hero only restore to life his sin in his telling. To describe the uncanny 
of his theological faith, he unfolds the mysterious Albatross, ambiguous 
actions of the mariner and daemonic background images. He also creates 
scholarly notes to expatiate upon the mysterious forces. Consequently, he 
demonstrates his Christian ideology through The Rime. An immutable truth 
into which he hopes to converge contradictory and weird visions is guilt. 

Key words: S. T. Coleridge, Guilt, Original Sin, die Unheimliche, Vision 
           사뮤엘 테일러 코울리지, 죄의식, 원죄, 운하임리헤,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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