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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울리지의 죄의식과 도덕: 고통의 근원 탐색

황 병 훈

[국문초록]

이 논문은 코울리지가 느끼는 죄의식이 질병의 증세인지 혹은 기독교에 대한 그의 믿

음에 근거하여 유추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의 시의 핵심은 죄의식의 본질에 대

한 정신적 고뇌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양심의 가책과 같은 낯선 감정들을 설명하는 것

이 난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도덕과도 연관된 문제이다. 그는 자신이 알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도록 만드는 도덕적 원인들을 알아내기 위한 심리적 압박

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가령, ｢노수부의 노래｣에서 노수부는 정
신 질환자로 투영된다. 그가 자신의 비참한 상태가 악령에 홀린 결과라고 믿는 것은 

미신적 망상이나 다름없다. 그의 양심의 가책은 알바트로스를 살해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의 과오를 뉘우친다는 것을 보

여주는 표식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의 정확한 원인을 추적해 볼 수는 없지

만, 그는 불합리한 세상에 대한 상상을 통해 자신의 치유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이 초자연적인 동인들의 증거가 된다는 전통

적 믿음에 대해 코울리지는 회의적이다. ｢노수부의 노래｣는 자연적 재앙과 도덕적 재
앙을 구분하는 계몽주의 이후의 시기를 반영하는 작품이다. 그의 작품은 인간이 나무

랄 데 없다는 논리에 토대를 둔 계몽주의의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주제어: 사무엘 테일러 코울리지, 죄의식, 의지, 도덕,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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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글

코울리지(S. T. Coleridge)가 가진 죄의식의 상당 부분은 거의 우울증의 증세와 관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우울증과 양심의 가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그가 고통을 겪었던 우울증보다도 건

강에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었다. 왜냐하면 그는 나쁜 건강으로 

인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도덕적 가치 판단에 대한 의심이 더욱 깊어간다고 느꼈

기 때문이다.  

코울리지에 대한 논제의 핵심은 죄의식이라는 것이 질병의 증상인지 혹은 그가 기

독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인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죄의식의 본질

에 대한 고민을 담아 놓은 것이 그의 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노수부의 노래｣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에서 노수부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 대한 감정

들을 입증하려고 시도하고, 특히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들에 대해 자신의 도덕적 생각

을 투영하는 차원에서 죄와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코울리지는 열정적으로 의학 서적들을 읽었다. 그의 상상력이 의학과 질병에 관한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심리학과 18세기 후반부의 의학에 확고하게 토대를 

두었기”(Ford 183)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가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몸소 경험했던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상력과 정신적 무질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

신을 갖지 못했다. 

그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야기되는 우울증과 구분되는 임상적 우울증은 받아들이려

고 하지 않았다. 특히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우울증과 관련된 의학적 원인들만

이 아니었다. 악마적인 것이든 혹은 신성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는 비정상적 상황을 

초자연적이라고 간주했다(Porter 123). 포터는 “인간사에 초자연적인 존재가 개입한다

는 일종의 과한 믿음은 정신병리학의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31)고 보았다. 계몽주의 

시기 동안이나 혹은 그 이전 작가들이 “전통적으로 악이나 죄, 혹은 범죄라고 칭했던 

행동들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정신 질환과 관련이 있었다(119). 코울리지가 살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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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지 3세의 착란증세에 대해서 “정신 이상이라는 주제를 논의할 때, 도덕적 비난은 

배제시키고”(Scull 185) 논의되기도 했다. 

코울리지가 성장하면서 직면해야 했던 상황은 죄의식이나 자기 비난의 감정들이 

정신장애나 혹은 신체장애의 증상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고가 점점 더 부

각되어 가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울리지는 정신 질환은 누군

가가 사악하다고 알려주는 진정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도덕적인 비난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코울리지가 당시의 의학과 심리학의 사고들과 맞서가면서 자신이 믿었던 죄의식과 도

덕적 사고 개념을 정신 질환과 어떻게 연관 지어 보려고 애썼는지를 그의 대표작  

｢노수부의 노래｣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정신 이상과 인간 의지

코울리지는 1805년에 고드윈(William Godwin)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몸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로 방해받고 있다”(Collected Letters 2: 782)1)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그가 의학적 질환을 겪었다는 증거를 반영한다. 그는 자주 “영혼들과 음울함,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증세, 낙심, 한밤중에 느끼는 공포, 그리고 우울증” 등으로 고통

을 겪었다(3.319). 그에게 그것들은 “불안을 야기하며 그의 몸을 휘감기도 했다가 다

시 풀리기를 반복하는 뱀들처럼 그를 괴롭히는 형언하기 힘들 정도의 공포”였다

(3.489). ｢노수부의 노래｣와 ｢잠의 고통｣(“Pains and Sleep”)에서 그가 묘사했던 공포

와 두려운 감정의 불안심리가 그의 정신적 질환의 증세들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는 

“항상 무시무시한 것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느끼고”(CL 2:239) 또한 “맥박이 동요하

기 시작하고 심장은 고동치며 온몸이 처참하게 찢겨 나가고 견딜 수 없이 불안하

다”(3.477)고 기록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공포심 때문에 아편을 복용한 것으로

도 알려져 있다. 때로 그가 수다를 떠는 듯한 모습은 조울증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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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478). 이러한 그의 이러한 행동은 결혼식 하객들이 극구 말리는데도 불구하

고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노수부의 행동과 흡사한 측면이 있다.  

코울리지의 죄의식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나 혹은 그가 묘사

한 노수부의 증세를 토대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질병이 과거의 잘못된 행동

들에 대한 징벌이라는 생각과 그것에 이어지는 자기 비난과 죄의식, 자신이 가치 없다

고 느끼는 감정들”(Williams 82)은 우울증과 관련이 깊다. 버튼(Richard Burton)은 “지

나치게 세심한데 신경 쓰는 양심은 선천적인 결함이나 우울한 기질로부터 야기된

다”(396)고 본다. 포터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의 환상은 그들의 죄의식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한다. 어떤 것에서든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을 느끼

지 못하며 스스로에게 기분 나빠한다.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다. 그러다가 미

신에 탐닉하는 단계까지 나간다”(301)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것을 죄의식으로 상처

받은 양심과 신체장애로부터 비롯된 상처받은 영혼 사이를 구분하는 담론과 관련짓는

다. 

비커스(Neil Vickers)는 “18세기 첫 50여 년 동안은 신체 기능에 대해 정신이 어떠

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 때 신경 질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

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질병이 신체적 원인인지 혹은 정신적 원인인지에 대해서 의

견이 갈리기 시작했다”(62-3)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코울리지가 태어나기 전의 담론 분

위기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질병이 신체적 원인이라는 개념은 “신분이 높고 낮든, 

혹은 문외한의 의견이든 아니면 의학계의 의견이든 근대에 들어와서 아주 흔한 개

념”(Porter 39)이었다. 그리고 정신 이상도 통풍이나 천식과 같은 신체 전염병과 흡사

한 것으로 여겨겼다. 쇼터(Edward Shorter)는 “육체적 질병과 관련된 주제가 19세기 

정신 의학을 관통하는 주제였다”(88)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신 이상은 엄밀하게 말하

자면 신체적 질병이며, 그것은 두뇌와 뇌수막 질병과도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Scull 218). 그래서 코울리지는 자신에게 악마가 씌였다고 느끼는 생각들을 “두뇌에 

열이 많이 나서 신체적으로 절제력이 떨어진 것, 즉 병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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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질환과 연관 지은 적도 있었다(CL 1:123). 

코울리지는 “어떠한 망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항상 초자연적 작용에 눌려 있

다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고, 이러한 식견을 가지고 그는 ｢노수부의 노
래｣를 썼다”(BL 14)2)고 고백한 적이 있다.  ｢노수부의 노래｣에서 초자연적 현상은 노
수부의 정신적 혼돈에서부터 야기된 단순한 망상으로만 볼 수 없다. 코울리지는 초자

연적 근원이 어떠한 악(惡)과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인간

이 그것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신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싶어 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능한 신의 분노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부과된 저주 중의 하나

가 바로 정신 이상”(Scull 1)라는 견해가 180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어왔다. 코울리지

는 노수부와 같은 사람들이 공포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이 그들을 저버렸다고 믿는 

당시의 도덕적 판단에 주목한다. 코울리지 당시에는 한편으로 신이 그들에게 벌을 내

린다고 믿고, 망상 속에서 자신들의 질병이 악마의 악의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라고 믿

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해 누군가가 

비난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정신적 고통은 언제나 고통 받는 사람들의 실수 탓이지 

신이나 악마가 개입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Scull 1).  

코울리지는 정신 이상을 신체 질환만큼이나 정신 질환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해

서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는 인간이 도덕적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질병은 

영혼에 위협이 된다”(Wallen 7)고 보았다. 그는 질병만으로는 모든 정신적 혼란을 설

명할 수 없으며, 심지어 식별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고통들에 대해서도 설명

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오히려 그는 정신 이상은 영적인 원인으로부터 야기된 것이

며, 인간의 의지가 영적인 힘이 되고 인간의 영혼이 힘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합리적 

사고를 하고 책임력을 갖춘 존재의 마음이 바로 영혼이라고 생각했다(CL 1:212). 그

는 “정신 이상은 단순한 신체적 질병이 아니다. 그것은 확실히 깨어있는 상황에서 영

혼이 잠자는 것이다.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감각들에 끊임없이 유혹되는 끔찍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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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 사람의 이성이 굴복당하면 그 사람은 영원이 미친 상태가 된다”(CW 124)고 

피력한 바 있다. 그의 논의는 그가 인간의 의지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코울리지가 잘 알던 의사인 베도스(Thomas Beddoes)는 투철한 마음과 두뇌에 관

심을 둔 이원론자였다(Vickers 7). 베도스는 “우리는 인간 정신의 법칙에 대해 통찰해 

보지 않고는 신경과민 질환을 설명할 수 없다”(70)고 주장한다. 코울리지는 정신이 건

강하지 못하여 곤경에 처한 사람들조차도 베도스와 같은 의사들이 쓴 글들을 통해서 

정신과 영혼이 독립되어 있다는 믿음을 유지해 간다고 보았다(98). 한편으로 코울리지

는 정신 이상에 대해 의학적인 설명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영적 존

재라는 도덕적 견해 혹은 종교적인 견해에 반대되는 견해는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정신 이상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혹은 도덕적 감정들이 멋대로인 상황을 말한

다”(Scull 236)는 당시의 의학 교과서의 지침을 잘 숙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양심

의 가책과 같은 낯선 감정들을 설명하고 구분 짓는 것은 심리학에서도 난제에 속하는

데, 이것들이 도덕과 맥락이 닿는 논제”(CL 3:404)라고 보았다. 그는 “자기 비난을 통

해 우울증을 겪게 되고 자기 책망을 통해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는 엄청난 낙담”(1:65)

으로 이어지는 회고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과 후회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1:64)고 본다. 일반적으로 재난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는 후회의 감정들은 도덕적 죄의식의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인간의 의지

에서 비롯되지 않는 “재앙과 기형, 질병, 피해 등은 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

다”(Aids 127). 

코울리지는 정신과 신체에 항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방해 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

는 영적 법칙이 인간의 의지라고 정의를 내린다(Richardson 44). 즉 인간 의지가 소멸

되고 자발적인 통제를 잃게 되는 것이 정신 이상의 요건이 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정

신 이상이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인간은 자신의 정신적 혼란스러움에 대해 도덕적으

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혼란과 고통의 상당한 

부분은 인간 자신의 의식적 통제의 권한 내에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CL 3:123). 

그는 정신 이상이 지속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력이 부족해서 스스로 고통을 제거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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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자 하는 노력이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좌절된 결과라고 간주한다(Harding 163). 

그는 수많은 경우에 정신 이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주장은 낭만주의 시대의 의사들이 갖고 있

던 생각인 “건강과 질병에는 폭넓은 도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Wallen 4-5)는 견

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동기가 정신 질환을 겪는 사람들에

게 희망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노수부의 노래｣에서 노수부의 경우처럼, 상황이 개

선될 것 같은 희망이 전혀 없을 때는, 그들이 겪는 좌절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도덕적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에

게는 더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예전의 어떤 행위에 대해, 악의 근원은 내 의지에 들어있다”(Barth 117)고 코울리

지가 주장한 것은 그가 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전적으로 인간의 내부에 놓여있다고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치료든 치유든 어느 것도 외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낙담: 송시｣ (“Dejection: An Ode”)에서, “내 가슴에서 숨 막히게 

하는 짐을 덜어내는데 구름과 달, 별이 도움이 되겠는가?”(What can these avail[the 

clouds, moon, and stars], / To lift the smoth’ing weight from off my breast?)(695-6)

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 내에 들어 있는 질환을 치유하기 위

해서 자연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노수부가 물뱀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난 이후, 그가 경험하게 된 변화는 성자가 자신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독자는 노수부가 처한 실제 상황이나 자연 환경 보다는, 그의 긍정적 마음 

상태가 변화를 주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코울리지는 자신의 불가해한 고

통에 대해 스스로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를 찾아내어야하는 심리적 압박

을 느낀 듯하다. 그리고 그 압박감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은 듯 보인다. 그는 『문학
전기』(Biographia Literaria)에서 인간들이 고통의 여러 가지 이유를 어떻게 찾아 가

는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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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벌을 받는다. 그런데 우

리의 잘못과 사건들이 일어난 원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나는 항상 이것이 너

무도 가혹한 벌이라고 느낀다. 인과 관계에 대한 느낌에는 항상 위로의 감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현상들 속에서 스스로 모습을 보여주는 

영원이다. 현재와 과거의 비율이 적절하여 서로 어울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

할 수 있는 것은 고통 받는 영혼이 아직까지 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

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며, 아버지가 실제 존재함을 여전히 인식할 수 있다

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틀이 잡혀 있어서 모든 혼돈

은 고통스럽다. 이상하고 흔치 않은 질병 증세를 가진 환자는 질병의 고통과 위

험 자체보다는 그것들이 알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 초라함을 느끼고 더욱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환자는 자신이 불만으로 느끼는 것이 분명한 원인과 결

과가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면 위안을 느끼게 된다. 

It sometimes happens that we are punished for our faults by incidents, in the 

causation of which these faults had no share: and this I have always felt the 

severest punishment. For there is always a consolatory feeling that accompanies 

the sense of a proportion between antecedents and consequents. It is Eternity 

revealing itself in the phaenomena of Time.: and the perception and 

acknowledgment of the proportional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Present to the 

Past, prove to the afflicted Soul, that it has not yet been deprived of the sight 

of God, that it can still recognize the effective presence of a Father. We are so 

framed in mind that all confusion is painful. A patient, with strange and 

unusual symptoms of disease, has been more distressed in mind, more 

wretched, from the fact of being unintelligible than from the pain or danger of 

the disease. He receives comfort knowing that his complaint is an intelligible 

effect of an intelligible cause. (BL 2: 234-5) 

상기 문단의 첫 문장에서 “우리의 잘못으로”를 빼버리면 “원인도 모르며 관련성도 전

혀 없는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의미가 달라진다. 코울리지는 

“우리의 잘못으로”라는 문구를 삽입시켜서 사람들이 왜 이러한 비난을 생각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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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의 죄의식이 정신 이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무엇인

가 알 수는 없지만 선재(先在)하는 잘못이 있고 그 결과로 야기된 죄의 감정이라고 해

석하기를 원한다. 그는 사람들이 세상에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안

을 삼기를 바란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신 의학 질환들은 그 원인이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증세에 따라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다. 코울리지는 이렇듯 지속되어온 문

제점을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시도했다. 그는 혼령에 대한 두려움이나 악마에 사로잡

힌 정신 이상에 대해 당시의 의사들이 행하는 방식대로 접근했다. 그는 자신에게서 불

안한 감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편도 복용하고 망상을 통해서 공포의 감정과 그에 따

르는 이미지들을 설명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신이 인식했던 이러한 감정들이 혼

령과 관련되어 있다던가 혹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다. 그가 갖는 죄의식

과 우울함 혹은 공포와 걱정 등은 그의 만성적인 정신 질환에 잘 부합하는 것들이기

는 했지만, 이러한 감정들 중에서 어느 것도 도덕적 악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증

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는 혼령에 대한 두려움으로 끔찍한 망상을 느끼는 사람

은 스스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느끼는 죄의식을 

도덕적 악과 관련지었다. 1798년에 출판된 ｢노수부의 노래｣를 통해서 그는 정신 이상
과 죄의식과의 연관성이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혼

란스럽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죄의식과 인간이 저지른 죄의 연관성이 자신이 과

거에 믿었던 것만큼 분명하지 않음을 통감한 듯 보인다.

III. 불안과 망상  

｢노수부의 노래｣는 코울리지가 겪었던 우울증 증상들에 극적 형식을 가미한 작품이
다. 그 증상들은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 증상과 지루함, 애정 결핍, 외로움, 자기혐

오, 자신이 없다고 느끼는 감정, 피해망상, 불면증, 공포, 불안 등과 같은 감정들과 연



88  영미연구 제40집

관이 있다. 이 시에서는 발생한 사건이 얼마나 우연적이었으며, 그 사건으로부터 주인

공이 위안을 찾을 수 있는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그 사건이 얼마나 또 갑작스럽

게 재현될 것인지 등의 불확실성이 극화되어 있다.  

피상적으로 볼 때, 이 시에서는 노수부가 알바트로스를 쏘아 죽인 것에 합당한 만

큼의 벌을 받은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된 듯 보인다. 온전한 정신(처럼 보이

는)의 노수부가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과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 그가 이해했다고 언급하는 것들은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에서 착각에 빠져 정신 나간 상태의 사람이 내뱉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다. 거의 재앙의 수준이나 다름없는 노수부의 여행은 그의 정신 질환 고통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노수부의 노래｣에서 제기된 불안과 도덕 문제는 노수부의 정
신과 감정상에 큰 상처를 입힌 질환을 비롯하여, 그가 온전하게 자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는지의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이 시의 첫 장면의 결혼식 배경은 독자가 노수

부의 여행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면은 

노수부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정신 이상과 양심의 가책이 끔찍하게 재현되는 

무대 장면이 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노수부는 악마에 홀린 듯한 정신 이상자로 투영

된다. 그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악마에게 사로잡힌 결과라고 믿는 것은 그의 정신 

이상 증상이 미신적 망상임을 보여준다. 그가 심각하게 느끼는 죄의식은 자신이 질병

에 걸려있는 상황이 증세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수부가 바다에서 

겪은 어떠한 사건도 그가 겪는 끊임없는 고통에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독자는 노수부가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이 시가 “죄와 벌의 이야기”이

면서도, “심각한 방식으로 벌 받아야만 하는” 죄스러운 행동에 관한 이야기이며, “도

덕적 실수와 고통을 통한 훈련을 담아 놓은 플롯”(Abrams 272)이라고 간주하기 쉽다. 

그렇게 되면, 독자는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꾼의 시각으로 바라본 관점이라는 코울리

지의 문학적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 시에 따르면, 노수부가 여행에 대해 들

려준 이야기들이 사실인지를 확인시켜줄 생존 목격자도 없다. 이 시에서 내레이터는 

노수부이다. 그는 항해에 대해 아주 세세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코울리지는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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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러티브는 “일찍이 젊었을 적에 자신이 실제로 한 여행”(CW 274)에 근거하고 있

다고 밝힌 바 있다. 노수부는 알바트로스를 쏘아 죽이고 난 이후 발생한 바다의 재앙

에서 자신이 유일한 생존자임을 이야기로 들려준다. 동료 선원들은 자신들의 불행이 

노수부 때문에 빚어졌다고 그를 비난한다. 노수부가 이 사건들에 대해 설명을 하긴 하

지만, 그의 이야기에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독자가 그의 이야기를 수용할 때, 쉽게는 

‘인과의 오류’(앞선 사건이 원인이 되어 뒤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오류)에 빠

지기 쉽다. 노수부는 우연의 일치로 일어났을 수도 있는 사건 관계를 인과 관계가 있

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는 바다에서의 재앙이 자신이 알바트로스를 쏘아 죽이고 난 

이후에 일어났다고 추론한다. 증거가 될 만한 사실들이 일어났지만, 그가 그 사실들로

부터 도출해낸 결론에는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지 혹은 무엇이 미풍을 불게끔 했는지, 

생중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은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났는지 등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이 미신적 믿음만이 들어 있을 뿐이다.  

노수부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코울리지는 

노수부의 이야기에 대해 누구든 확실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어 놓음으

로써 그의 이야기를 고딕풍의 이야기 수준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시적 효과를 얻고 있

다. 바다 한 가운데에서 노수부가 접한 특별한 사건들과 알바트로스를 죽이고, 끔찍한 

고통과 죽음이 따라온 사건들은 서로 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순전히 하나의 사건

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연이어 다른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

면, 배와 선원에게 닥친 불행은 노수부의 도덕적 실수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독자

는 노수부의 동료들이 죽게 된 원인과 그가 겪는 끔찍한 고통이 어떠한 도덕적 과오

로 인해서 빚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노수부가 자신의 고통을 이전에 알바트로스

를 쏘아 죽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가 새를 쏘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어

야 한다는 것은 그다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노부수의 정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독자는 알바트로스 살해 사건과 이어진 

사건들 사이에 연관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독자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선원들이 

노수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단서 이외에는 없다. 노수부의 이야기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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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볼 때, 독자가 가정해 볼 수 있는 사건의 원인은 이 시가 극적으로 보여주는 노

수부의 정신 착란 증세(노수부가 자기를 병적으로 비난하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 코

울리지는 “애초의 죄의식이란 추정된 원인보다 앞선다”(Bloom 263)고 생각한다. 재난

과 무풍지대, 가뭄과 기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노수부는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그렇지만 항해 여행 동안의 사건들은 노수부의 해석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그 한 예로 그가 결혼식 하객에게 자신이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항해 여행 초반에 알바트로스를 쏘았던 사

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자신의 현재 비참한 처지와 연관이 있음을 확립하려고 애쓴

다. 그러나 알바트로스를 향해 화살을 쏘아 올렸던 것으로 인해 곧바로 죄의식을 경험

했다고 이야기한 바는 없다. 활을 쏘고 난 다음 날, 태양이 떠오르고 배가 태평양 적

도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어떠한 슬픔이나 죄의식을 느낀 바

가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선원들은 노수부가 알바트로스를 죽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불길한 것이 일어날 것

이라는 미신적인 두려움을 갖게 된다. 독자는 노수부가 당시에 새를 죽인 것이 선행이

었다고 생각했는지 혹은 악행이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다. 독자

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의 선원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노수

부가 죄의식을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가 자기를 책망하는 

선원들의 판단을 수용하게 된 시점이 바로 그때이다. 동료들 모두가 죽고 난 이후에,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 빠진 노수부는 영혼들이 “그의 잔인한 활로 무해한 알바트로스

를/ 쏘아 떨어뜨렸기”(his cruel bow he laid full low/ The harmless Albatross)(400- 1) 

때문에 그에게 “속죄하라”(489)고 강요한다고 믿게 된다.        

독자는 알바트로스를 쏜 이야기를 노수부의 말만을 통해듣게 될 따름이다. 만약 노

수부의 동료들이 느끼는 공포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면 노수부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

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알바트로스를 쏜 것은 “모든 생명의 혼에 맞서는 침해적 행

위이며 혹독한 방식으로 벌을 받아야만 하는 죄”(Wilson 35)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

다면 동료 선원들이 노수부에 대해 내린 판단과 노수부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은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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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스를 죽인 것과 그다지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대신에 비난과 죄의식은 배에 

승선한 모든 이가 살해의 결과라고 인식한 것으로 인해 초래되었다. 노수부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를 회고하면서 모든 것이 비통하게 보였다고 믿게 된 것이다. 노수부가 느

끼는 죄의식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생존자로써 느끼는 감정과 같은 것

으로서, 그를 괴롭힌 고통이 사실은 그가 범한 행위의 결과였다고 가정하는 것에서 비

롯된다. 노수부는 자신이 만성적으로 느끼던 죄의식에 대해 외적 원인을 찾은 것이라

고 믿게 된 것이다. 어쩌면 아무런 이유 없이 순전히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일

어난 일일 수도 있는 것을 재앙에 관한 독특한 이야기로 바꾸어 놓은 것일 수도 있다. 

그는 어느 선원들에게나 일어 날 수 있는 끔찍한 죽음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노수부가 과도한 도덕적 좌절감과 자신의 동료의 죽음에 대해 극도의 책임을 느낀

다고 믿는 것은 분명 다소 과장된 생각이라고 여겨진다. 그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코울리지는 “우연히 

벌어진 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사

건들과 우리의 잘못은 연관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CW 274)라고 밝힌 바 있다. 노

수부는 50여 년 전에 끝난 일에 대해서 50년 동안 일 년에 몇 백번씩 똑같은 이야기

를 반복하는데, 이것은 그가 일종의 강박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

신을 괴롭혔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진정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

다. 운(韻)을 가미시키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은 아편의 기능에 편승하는 것이

나 마찬 가지였던 셈이다. ｢노수부의 노래｣는 왜 노수부가 새를 쏘았는지의 동기에 
대해 전혀 밝혀 놓지 않았다. 동기는 실제 결과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왜냐하면 

노수부가 알바트로스를 쏜 사건과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끔찍한 고통 사이에 어떠

한 도덕적 연결고리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코울리지는 “시의 여백에다가 주석을 첨가시켜놓고 작품이 전하는 의미에 대해 거

짓말을 한”(SP 215) 작가가 된 셈이다. 어찌 보면, 그와 노수부는 바다에서의 사건들

의 배후에 도덕적 감정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처럼 유도함으로써 항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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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인물들이 된 것이다. 워즈워스는 『서정담시집』
(Lyrical Ballads)에서 ｢노수부의 노래｣를 빼내려고 한 바 있다(Tee 64). 코울리지는 

나름대로 자신의 혁명적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많은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노수부가 “그 고통이 생겨나서 나에게 / 섬뜩한 모험을 이야기하게끔 

한다”(That anguish comes and makes me tell / My ghastly adeventure)(SP 582-3)고 

말한 것처럼, 노수부에게 정신적 외상을 겪게 만든 사건들에 대해 코울리지는 상상적 

생명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죄와 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수부를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는 “바이런적 영웅”(Byronic hero)처럼 자신

이 겪은 비참한 삶으로부터 의미를 창조한 인물이기도 하다. 노수부는 죄의식으로 인

해 우울한 기질을 소유하고 있고, 소외된 자이기는 하지만 그가 가진 정열에 있어서는 

화자보다도 앞서 있는 인물이다. 자신을 파국으로 몰아간 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

억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며 확고부동하게 자신의 길을 타개해 나간다는 점에서 더

욱 바이런적 영웅에 가까운 인물이기도 하다. 노수부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이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공포감과 거부감을 느낀다고 해도, 그는 꼿꼿이 자신의 이야기 전달

에 매진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노수부는 결혼식 하객에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 망상에 사로잡

혔던 정신 상태에서부터 후반부로 넘어 가면서는 합리적인 해설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 노수부는 자신의 질병이 과거의 사악한 행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고, 원인 

없는 고통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즉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대해 자

신이 느끼는 고통을 그럭저럭 치유해 나간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적절한 혹은 

마땅한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는 부당한 세상을 상상함으로써 오히려 

치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코울리지는 “기독교는 인간 정신에서 무절제한 감정들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된

다”(Aides 191)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지만 기독교 교리가 용서에 관대하지 않다고 

믿는 그의 생각은 어두운 감정들을 완화시켜주기 보다는 더 악화시킨다. ｢노수부의 
노래｣에 나오는 속죄나 양심의 가책, 고해성사, 교회에 가지 않는 행위 등의 어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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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수부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 시는 

자연상의 재앙과 도덕적 재앙을 구분하는 계몽주의 이후의 경향을 반영한 작품이다. 

이 시에 나오는 항해 사건들은 과거의 사건들이지만, 내러티브에서 다루어진 정신적 

논제들은 이 시가 쓰여진 시기의 문제들을 대변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18세기 후

반부에 정신 병원이 도입되기 전 시점에는, 거리의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거지들이 대부

분 (악마에 홀린) 정신 이상 증세를 겪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질병과 죽음 및 

다른 큰 피해를 인간들에게 야기한다고 믿어지는 악마의 힘에 대한 공포는 18세기까지 

온 유럽에 퍼져 있었다. 사악한 영들이 악마로부터 생겨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시

기에,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들을 두려워했고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Porter 89). 

노수부가 육지에 발을 딛고 나서 만난 수로 안내인이나 그의 사환 혹은 은둔자에게 

그는 축복받은 인물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50년의 세월이 지난 후의 결혼식 

하객의 눈에는 기괴한 미치광이 혹은 정신 이상자처럼 보인다. 50여 년 동안 고통이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로 추론해 보건데, 결혼식 하객이 “신이시여. 노수부를 / 그토록 

괴롭힌 악마로부터 구원하소서!”(God save thee, ancient Mariner! / From the fiends, 

that plague thee thus!)(SP 79-80)라고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질 희

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노수부는 수로 안내원을 쓰러지게 하고 그의 사환을 미쳐 날뛰게 할 만큼의 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손 놓으라고. 백발의 부랑자야!”(Hold off! unhand me, grey- 

beard loon!)(11)라고 놀라 소리치는 결혼식 하객은 노수부를 괴롭힌 악마들에 의해 

사로잡히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듯 보인다. 노수부가 정신 나갔다고 판단한 

결혼식 하객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맥너슨은 지적한 바 있다(Magnuson 83). 오히려 

결혼식 하객이 범한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노부수가 악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미쳤

을 것이라고 믿는 그의 마음가짐이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혼식 하객은 뭔가

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도, 그것이 악마로 인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공포

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결혼식 하객이 노수부를 만난 것은 1750년 정도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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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노수부가 들려주는 항해 여행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 시점은 그보다 50여 

년 앞선 시기, 즉 계몽주의가 막 시작되려던 시점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이 시가 쓰

여진 시점은 “정신 이상이 여타 다른 전염병만큼이나 감당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으

며,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널리 통용되던 때”(Shorter 10), 

즉 계몽주의가 끝나는 시점이었다. 

이 시의 후반부에서, 노수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던 결혼식 하객은 처음에 

그를 두려워했던 것만큼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노수부

의 미신적 믿음이 항해 여행 이후로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신 이상자

들이 실제로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의식이 정신 이상

자의 치료책이 될 수 없었다면, ｢노수부의 노래｣가 쓰여진 시기를 고려해 볼 때, 모든 

인간이 완벽하다는 개념을 토대로 하는 계몽주의적 사고가 아무 근거 없음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노수부의 노래｣는 아름다운 자연이든 좋은 동료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식 하객은 두려움에 떠는 인

간에서부터 외롭고 슬픈 인간으로 변모된다. 마지막 부분에서 결혼식 하객은 정신 이

상이 인간의 결함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결혼식 하객이 각성하여 

현자가 된다면, 어쩌면 그의 지혜 속에는 코울리지가 고통스러운 삶에서 이끌어 내

었던 진실, 즉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온전한 정신을 갖추고 활력적인 사람도 정신 

나갈 수가 있다”(CL 3:489)는 사실이 담겨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식 하객은 비참한 

삶을 도덕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사람에게 경

건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을 베풀 용기를 갖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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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코울리지는 “여러 해 동안 내 영혼이 받는 고통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죄의식으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더 처절했다”(3.477)고 밝히면서 심한 

우울증과 죄의식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경험했음을 밝힌 바 있다. 그가 겪는 고통은 더 

이상 반환점이 없는 듯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내 정신의 비참한 상태가 그 정도여서 

내 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 가능한 모든 도구를 찾아보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영혼이 고통 받을 때 나의 기도들은 너무나도 간절했고 열렬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악 자체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리. 내가 악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리라!”(3.491)고 외쳐댄 적도 있다.  

정신적 혼란을 신체적 문제와 결부시켜 이해하는 것이 코울리지 시대에 지배적인 

견해였다. 코울리지 시대에 정신 이상자들에 대한 견해는 18세기 중엽과 19세기 중엽 

사이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 기간에 현대의 정신의학이 탄생되고 정신 이상을 신

체 질환보다는 정신 질환으로 다루려는 견해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영국에서는 

“도덕적 치료”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성 기능을 개발시키고 강화시킬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심리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도덕적 치료는 정신 이상과 신체를 분리시

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게 되었다”(Shorter 12). 개략적으로 보자면, 

코울리지 시대는 정신 이상이 의학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체 질병인 것이지 아니면 

도덕적 조언이나 혹은 정신적 조언을 필요로 하는 정신 질환인 것인지의 문제가 갈팡

질팡하던 시기였다.   

｢노수부의 노래｣는 코울리지의 메시지를 담아 놓은 심리학 관찰서로 읽어 볼만한 
작품이다. 그는 악몽, 망상, 도덕적 감각의 혼란, 위험, 불안 등의 복잡한 감정들 가운

데에서도, “죄의식”(CL 3: 406)을 가장 으뜸으로 꼽았다. 그는 ｢노수부의 노래｣는 불
합리한 공포에 대한 악몽 같은 경험과 그 결과로 도덕적인 혼돈과 이성적이지 못했던 

양심의 가책 같은 정신적 그리고 병리학적 문제들을 묘사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밝힌 

바 있고, 더 나아가 1800년 판본의 시의 부제로 “한 시인의 몽상”(A Poet’s Reverie)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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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제목을 붙여 놓기도 했다.  

코울리지는 “사랑 받는 것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

는 참으로 사랑한다.”(to be loved is all I need, / And whom I love, I love indeed) 

(SP 51-2)라고 밝힌 바 있다. ｢노수부의 노래｣에서 노수부도 이와 흡사하게 모든 창조
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 보

다는 공포와 반감을 불어넣어 준다는 생각으로 인해 그의 고뇌는 더 깊어만 갈 수밖

에 없었다. 결혼식이 있는 날 고통과 외로움에 관해 처참하면서도 잔인한 이야기를 하

는 것을 시의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노수부는 신과 모든 것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신이 신의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벌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징벌을 가하는 신이 아닌 사랑을 베푸는 신을 제시한다. 이러한 태도는 고통의 

진정한 원인이 자신의 정신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노수부가 사

랑을 베푸는 신을 자신의 행동 원리로 상상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것이 

어쩌면 그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러티브에 나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도덕적 설명을 

하지 않고 주춤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다. 

Notes

1) 본문에서 Collected Letters of Samuel Taylor Coleridge. Ed. Earl Leslie Griggs. 6 vols. 
(Oxford: Oxford UP, 1956-71)로부터의 인용은, 이후 CL로 표기하고 각 권 표시와 페
이지 표시만 하겠다.  

2) 본문에서 Biographia Literaria, Or, Biographical Sketches of My Literary Life and 
Opinions. Eds. James Engell and W. Jackson Bate, (Princeton, NJ: Princeton UP, 1983)로
부터의 인용은, 이후 BL로 표기하고 페이지 표시만 하겠다. 

3) 스컬(Andrew Scull)에 따르면, 윌리스(Francis Willis)는 “정신 이상은 정신 질환이면서도 기
원상으로 볼 때도 신체적 질환이 확실하다”(Scull 218)고 보았고, 유윈스(David Uwins)도 
“정신 이상은 정신적 상황에 의해서 즉시 자극되기도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장애는 신체적
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218)고 주장한다. 스컬에 따르면, 로렌스(William Lawrence)는 정
신 이상을 “보이지 않는 미묘한 문제”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보고,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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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현상을 설명하게끔 유도된 것”(191)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로렌스는 정신 이상이 종
교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나 혹은 그것이 정신적 질환으로써 적당한 의식적 과

정을 통해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 “[두뇌와는 구분되는] 정신 질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정신적 치료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한다. 논쟁과 삼단 논법, 담
론, 설교 등 어느 것도 환자를 회복시키지 못한다. 도덕적으로 처방이 될 만한 어떠한 법전
도 효과가 없다”(219). 스컬이 밝혀준 “정신 이상은 영적인 질병이고 영혼이 무질서하게 된 
것이다”(240)라는 윈슬로우(Forbes Winslow)의 견해는 정신 이상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의
사보다는 성직자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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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eridge’s Guilt and Morality: Tracing the Cause of Pain

Hwang, Byeong Hoon (Keimyung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upon the probability that Coleridge’s guilt can be an evidence of 

disease symptoms or that it should be derived from his belief of Christianity. The 

crux of his poetry can be regarded as his mental agony about the nature of guilt. He 

notes that to explain the unfamiliar sensations like remorse is a tantalizing problem, 

which is closely related to morality. He seems to be distressed from the 

psychological pressure to figure out moral causes to make him think of his 

incomprehensible afflictions. Particularly in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the 

mariner is represented as a person with mental illness. His belief that his misery is 

the consequence of being possessed by a demon is no more than a superstitious 

delusion. His remorse can be a sign to demonstrate that he repents his faults out of 

his misjudgments. Although the cause for his affiliations cannot be traced out, he 

tries to figure out his remedy by imagining the unreasonable world. True cause of his 

suffering is in his mind. Coleridge is sceptical of the traditional belief that all 

calamities falling upon human beings can be a sign of supernatural agents.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is a work of the post-Enlightenment which distinguishes 

moral disaster from natural one. His work proves that the faith of the Enlightenment 

in the human flawlessness is false or groundless. 

Key Words: Samuel Taylor Coleridge, Guilt, Will, Morality, De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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