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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나쁨에 관한 정당화

A Justification on the Evil of Death

권수현*

Su-Hyeon Kwon*

요 약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는 죽음이 산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나쁘지 않음을 피력한다. 이에 반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태도는 죽음을 나쁜 것으로 믿는다. 이 일상의 믿음은 일견 맹목적이며 성찰이 결여된 것으로 보

이지만, 우리의 생활세계와 생활형식은 이 믿음을 견고하고 받쳐주고 있다. 본 논문은 죽음을 나쁘다고 믿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토마스 네이글의 ‘박탈이론’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옹호한다. 박탈이론의 주장의 요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박탈이론의 주요 주장을 재구성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힌다. 즉 우리는 죽을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며 동시에 미래를 향한 존재이자

주체적 개인으로서 무한한 삶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죽음은 인류라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사태

이지만, 주체적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가능한 삶과 미래를 박탈하는 사태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세계와 생활형식에

서 조우하는 죽음은 나쁘다. 인류로서 우리는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지만, 주체적 개인으

로서 우리는 이들과 견해를 함께 할 수 없다.

주요어 : 죽음, 삶, 토마스 네이글, 조지 피처, 박탈이론

Abstract Epicurus and Lucretius expressed that death is neither evil to the living nor the dead. On the contrary, 
our everyday perception of death is that death is evil. Such everyday perception might seem in lack of 
introspection and blind but our living environment and form of life are strongly supporting this percep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is reasonable cause for believing death is evil. In order to justify this argue, this paper 
critically supports Thomas Nagel’s ‘Deprivation Theory’, which identifies the cause of death being in evil in the 
deprivation of lif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in substances of ‘Deprivation Theory, suggests the related 
problems and therefore reconstitutes the main arguments of ‘Deprivation Theory, resulting in the investigation of 
the following facts; that we cannot avoid the fate of death, but that our existence is headed towards the future, 
and that as independent individuals we have infinite possibilities of life. Death is natural to humanity as 
species, but as independent individuals death deprives us from possible life and future. Therefore, death we 
encounter in our living environment and form of life is evil. As species, we can agree with Epicurus and 
Lecretius’ view, but as independent individuals we cannot shar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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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는 죽음을 두려워 할 필

요가 없음을 이야기 한다. 에피쿠로스에게 누군가 살아

있을 동안 그에게 닥칠 죽음을 불운이라고 말하는 것

은 어리석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는 아직 죽지 않았

고 죽음은 아직 그에게서 아무 것도 빼앗지 않았기 때

문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죽은 후에 죽음이 그에게 불

운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병 중 가장 끔직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이 도래할 때, 우리는 존재하

지 않는다. 그러면 죽음은 산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전자에게는 그것이 아직 존재하

지 않고, 후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1].”

루크레티우스에게 있어서 죽음으로 인해 박탈당할

선들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좀 더 일찍

태어났으면 누렸을 좋은 것들을 박탈당한 것에 아쉬워

하는 것과 매한가지이다. 우리의 늦은 탄생이 우리에게

좋은 무언가를 박탈하기 때문에 늦은 탄생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른 죽음이 우리에게 좋은 무

언가를 박탈하기 때문에 죽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

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기 전의 시간에 대한 미련이

없으며,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한 이와 같아야 하

는 것이 맞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영원성의 시간에 지나간 유물

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무 것도 아닌지를 생각해보라.

그러므로 자연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죽은 후 이

르게 될 시간의 거울로서 내세운다. 여기에 간담을 서

늘하게 해 보이는 어떤 것이, 우울해 보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은 어떤 잠만큼이나 고요하지 않는가?[2]”

이들이 말하는 죽음의 철학은 우리를 진리에 한 걸

음 가깝게 다가가도록 만드는 듯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에 머리를 끄덕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 마음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설사 불로장생의 꿈

을 꾸지는 않더라도, 기꺼이 죽으려하지 않는 것은 우

리의 인지상정이다. 경복궁의 구경거리 중 하나는 흥선

대원군이 신정왕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지은 자경

전 십장생 굴뚝이다. 십장생은 불로장생을 의미하는 열

가지 사물로서 장수를 비는 마음을 담은 십장생 그림

이나 문양은 조선시대에 궁전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널

리 퍼져 있었다. 에피쿠로스나 루크레티우스가 옳다면

십장생이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풍속은 이해하

기 어려울 것이다. 이해하더라도 어리석은 풍속으로 여

겨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십장생에 담긴 의미와 소

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에 동감한다. 도대체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려는 노력이나 행위를 왜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

는 것일까? 죽음을 철학적 삶의 완성으로 보았던 고대

그리스의 전통에 서서 생각해 본다면 죽음에 대한 우

리의 태도는 너무 맹목적이어서 차라리 불안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죽음을 나쁜 것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일상적

태도를 단순히 어리석은 믿음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러

한 태도를 둘러싼 우리의 생활세계(Lebenswelt)와 생

활형식(Lebensform)이 너무도 단단하게 이를 뒷받침하

고 있다. 이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논문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태도는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주장을 정당

화하기 위해 토마스 네이글(Thomas Nagel)의 ‘박탈이

론’(deprivation theory)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옹호한다.

본 논문은 먼저 박탈이론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점을

살피고 그 다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를 통

해 박탈이론의 주요 주장을 재구성한다.

Ⅱ. 네이글의 박탈이론

토마스 네이글은 죽음이 나쁘다고 주장한다. 죽음이

나쁜 이유는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죽음

이 이 삶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삶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며, 삶을 박탈당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손실이다. 죽음과 함께 우리는 삶으로

부터 영원히 이별하는 가장 큰 손실을 경험하고 죽음

은 우리에게 삶이 포함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끝났음

을 의미하기에 나쁘다.

이와 같은 박탈이론의 논지는 한편으로 죽음이 나쁘

다는 사람들의 직관적인 생각을 잘 대변하고 있어 우

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지만, 다른 한편으로 첫 인상과

달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단 죽음

이 삶을 박탈하기에 나쁘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3, No. 4, pp.27-33, November 30, 2017.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9 -

입장에서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살아있는 사람들

은 미래에 다가 올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겪으며 그의 박탈당한 삶을 애도하며 괴

로워한다. 그런데 문제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나쁜가? 비존재

가 어떻게 나쁠 수 있단 말인가?

네이글은 비존재에게 나쁨을 귀속시켜야 하는 어려

움과 관련하여, 박탈이론이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세

가지 유형의 의문을 던진다[3]. 첫째는 어떤 것이 어떤

사람에게 분명한 불쾌감을 동반하지 않고서 나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다. 단지 가능할 수 있었던 좋음

의 박탈이나 부재로 이루어진 어떤 악이 있다는 것, 그

리고 누군가가 그 박탈에 고통을 받는다는 그러한 사

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는 악에 대한 의심이다.

둘째는 죽음이 발생했을 때 그 불행을 누구에게 특정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누가 불행의 주체이고 또 불행

을 겪는 때는 언제인지에 관한 의문이다. 죽음의 당사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운한 주체에게 속하는

죽음이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죽음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게 된 시간과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

은 시간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탄생 이전의 비존재

가 나쁘지 않다면 어떻게 죽음 이후의 비존재를 나쁘

다고 말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다.

위의 의문들에 대한 답변의 열쇠는 ‘시간’이다. 네이

글은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이유가 “불운의 주체와 불

운을 구성하는 환경 사이의 시간 관계에 대한 잘못된

가정”이 놓여있기 때문이며, 문제로서 “한 사람에게 닥

치는 선과 악을 특정시간에 그에게 귀속할 수 있는 비

관계적 속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주장한

다[3].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문과 관련하여 선과 악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사

건발생을 통하여 당사자가 바로 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 단순한 종류의 해악도 있지만, 그 해악이 발생했

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서야 그 사실이 밝혀지는 그런

종류도 있다. 심지어 해악을 입은 당사자나 주변인이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해악도 있을 수 있다. 말하

자면 해악을 당하는 것이 나쁜 이유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가 불행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 대신에 해

악을 당한 것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불

행해지는 것이다. 죽음은 발생 자체가 당사자에게 해를

입히는 사건이지, 자신의 죽음을 안다는 사실이 비로소

당사자에게 해를 입히는 사건은 아니다.

둘째 의문과 관련해서 네이글은 뇌수술의 결과로 유

아 정도의 지적상태로 떨어진 사람을 예로 든다[3]. 그

는 현재 석 달된 아이와 같은 상태로 그의 행복을 결정

하는 것은 든든한 위와 보송한 기저귀이다. 이러한 사

실은 그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불운이다. 그런데 현재 그의 위는 채워졌고 기저귀는

보송보송하여 그는 매우 만족한 상태이다. 그는 행복하

고 이제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한탄해야 할 지적으로

성숙한 어른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불운에 빠진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은 사라진 지난날의 그인가 아니면 현

재의 그인가? 네이글은 “과거의 그를 고려하고, 가능할

수 있었던 현재의 그를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성인으

로의 발달이 멈춘 그의 상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참사를 구성”한다고 말하며, “한 사람의 삶은 그의 심

신의 현재적 경계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 많은 것을 포

함할 수 있고”, “그에게 발생하는 것은 그의 삶의 경계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3]. 이로써 우리가 네이글의 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란 현재 일어난 사건과 그 결과로

만 한정해서 규정될 수 없는 존재이고 또 그렇게 규정

해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한 사람은 여러 가능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을

현재의 삶에서 위치지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를 현재

적 심신의 경계 안에 가두어서 특정화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성인이면서도 유아상태에 놓여있는 그 사람

은 현재의 모습만이 다가 아니다. 그에게는 현재의 쾌

락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과 관계가 있으며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존재는 현재 생리적으로 만족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박탈당한 삶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이로 인해 해를 입을 수 있는 존재이다.

설사 그가 뇌수술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할

지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것은 셋째 의문

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삶의 여러 가능성을 지닌 존

재는 죽음으로 인하여 그 가능성을 박탈당하므로 해를

입게 되지만, 이와 달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존

재한 적도 없고 삶의 가능성을 가진 적도 없어 아예 존

재의 흔적조차 없다. 그러므로 탄생 전의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사람과 달리 어떤 것도 박탈당할 수 없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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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방향이 다른 사태를 만든 것이다.

III. 박탈이론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인간 삶에는 일상적으로 욕망이 따르

며, 욕망은 우연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인간 삶의 구성적

요소라고도 할만하다. ‘욕망’이란 쾌락의 추구를 부르고,

쾌락의 추구는 만족을 불러올 수 있으며 삶의 행복으

로 이어질 수 있다. 어쩌면 욕망이 없는 인생은 권태,

무료함 그리고 지루함 따위로 점철될지도 모른다. 욕망

없는 삶은 행복 없는 삶과 같아서 욕망은 행복의 전제

조건과 같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욕망은

불행과 불운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죽음이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하다. 만약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그럴 것이다. 죽

음은 삶을 박탈하고 그 삶에 따르는 선 또한 박탈한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성립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도 성립함을 인정해야만 한다. 즉 죽음은 삶을 박

탈하고 삶에 따르는 고통도 함께 박탈한다. 고통이 없

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며, 따라서 죽음은 나쁘지

않은 일이 된다. 그러나 죽음을 둘러싼 사정은 그리 간

단하지가 않다. 죽지 않는다면 삶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러한 삶에 고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필연적 이유

는 없다. 마찬가지로 삶에 선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보

장도 없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으로 인한

손실은 실제의 손실이라기보다 추정된 손실이며, 시공

간을 특정할 수 있는 주체로부터 무언가를 박탈하는

손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견해는 죽음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무런 가치와도 연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

장할 수 있게끔 한다.

우리가 석연치 않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는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가 주장했던 살아있는 한

죽음이라는 사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죽음이라는

사태가 발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는 생각에서 비롯한다. 이들에 따르면 불운한 주체에

게 속하는 죽음은 존재한 적이 없다. 이런 죽음은 논리

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죽음이 삶을 박탈한다는

생각은 실체가 있는 박탈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에 의한 박탈감과 관계하는 것일 수 있다. 게다가

누군가 죽음으로 인해 삶을 박탈당했다는 생각이란 죽

은 당사자와는 관계없는 주변인의 생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죽은 당사자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으니 그

죽음을 바라보는 타인이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럴

것이다’라고 공감적 상상을 더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죽음으로 인해 무엇인가를

박탈당한 당사자가 있기는 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죽음을 박탈로 바라보는 견해는 일종의

범주의 오류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말하

자면 죽음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여 죽음에 저항하는

사람은 자신이 죽어있는 상태나 그 상태에서 느낄 박

탈감을 상상하며 오류를 범하는데, 그것은 상상을 상상

이라 여기지 않고 미래에 다가올 사태로 간주하는 것

이다.

네이글의 박탈이론은 죽음이 나쁜 이유가 삶의 부재

에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죽음이 나쁜 이유가 죽음 자

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악을 하나

의 실체로 보기보다 다만 선의 부재로 보는 아우구스

티누스의 견해와 유사한 것으로, 악이 실체가 아니듯이

죽음 또한 실체가 아닌 것이 된다.[4] 죽음은 삶이라는

선의 부재로서만 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다. 죽음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부여될 수 없으며, 삶과 관련해

서만 그 의미 내용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

워하는 이유도 죽음 자체가 가져오는 새롭고 낮선 무

엇인가에 있지 않고, 죽음이 곧 삶의 소멸에 대한 표식

이기 때문이다. 즉 죽음은 스스로 존재하는 적극적 실

체가 아니라 삶의 부재로서 비로소 드러나는 사태이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네이글이 에피쿠로스와 함께 견해

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해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이율배

반적이게도 죽음을 부정할 이유가 마땅히 없다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죽음에 저항하거나 강하게 부정할 필

요가 없으며 다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

럽지 않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죽음에 대한

저항이 없다는 것이 곧 죽음에 대한 결심을 젊은 나이

에 너무 빨리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죽음 자체를 나쁜 것으

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적절한 죽음과 적절하지 않

은 죽음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3, No. 4, pp.27-33, November 30, 2017.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1 -

IV. 박탈이론의 옹호

죽음에 대한 조지 피처(George Pitcher)의 견해는 네

이글의 박탈이론을 개념적 분석을 통하여 강화시킨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해를 입을 수 있

으며 부당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

면 누군가가 죽고 나면 그 죽은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

로 주변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간다. 하나는 ‘죽음 이후

에 사후 사람’(a post-mortem pereson)과 다른 하나는

‘죽음 이후에 생전 사람’(an ante-mortem person)이다

[5]. 먼저 죽음 이후에 사후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언급

한 것에 따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 자연으로

돌아가 한 줌의 흙이 되거나 아니면 신들의 세계로 가

버린다. 이 두 가지 존재양식 모두 속세의 현실에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왜냐

하면 먼지로 변한 육신은 이미 자연이 되어버려 더 이

상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신들의 세계로 떠난 존

재나 그에 대한 물음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답할 수 없

는 형이상학적 세계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의

미를 지니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생전 사람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계실

때 잘 해 드리지 못한 데 대해 가슴 아파하고 후회한

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회한은 형체도 없이 먼지가

되어버린 육신을 향한 것도 아니고 저 세상으로 가버

린 영혼을 향한 것도 아니다. 방향은 죽음이후에 사후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생전 사람인 부모님에 대

해서이다. 따라서 피처가 죽음으로 인해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죽음 이후의 사후의 사람이 아

니라 죽음 이후의 생전 사람이다.

죽음이 적극적 실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박탈이론은

죽음을 부정하고 나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삶은 계

산의 영역이 아니며 설사 계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영역에 속한다. 삶으

로부터 삶의 질을 높이는 선한 요소만큼 그와 똑같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나쁜 요소들을 추가한다 할지라

도, 그 결과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삶은 아니다. 삶에

서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 모두를 없애 버린다고 해도

그 삶이 중립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삶은 그 자체로 긍

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삶에 나

쁜 것이 가득 차 있고 좋은 것이 빈약하다 할지라도,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삶의 긍정적

가치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어떤 특정한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 그 자체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삶을 끝내는 죽음은 여전히 나쁜

것으로 드러난다.

네이글이 확실히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의도했

던 진실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로서 삶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만일 삶을 둘러싼 주체적

경험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러한 삶은 삶으로서의 가치

를 잃으며 죽음과 다를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

다. 네이글은 ‘코마’ 상태와 ‘동결’의 상태의 차이를 예

시로 드는데 이를 통해 위와 같은 견해를 잘 설명할 수

있다[3]. 코마와 동결에 대한 우리의 가치판단은 확연

히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

서 즉사하거나, 아니면 코마에 빠져 20년간을 식물인간

으로 지내다 결국 깨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경

우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코마상태를 죽음보다 더 선호

할 이유는 없다. 이 두 경우 모두 우리에게 결코 의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히

잠드는 죽음과 깨어나지 못하는 코마상태의 차이는 거

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엔 동면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우리

는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어 치료될 가망성이 없

으며 유일한 방도는 300년간 동결되었다가 다시 깨어

나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의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할지라

도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

어 있음을 경험하며, 세상은 우리에게 매우 낮선 곳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매우 급격한

불연속성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단점을 상쇄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비록

불연속적이기는 하나 연속적인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

이다. 즉 우리는 300년 후에도 여전히 삶을 주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의학수준에서 해

결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단명하기보다는, 300년의 동결

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후에 삶으로 이어질 동결상태

보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단시 숨만 쉴 수 있게 해주며 종국에는 죽음

으로 끝이 날 코마상태를 더 선호할 사람은 드물다.

이로써 확실해지는 것은 우리가 좋다고 간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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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살아있는 것이며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고 어

떤 경험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죽음에 저

항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죽음이

나쁜 이유는 주체적 경험의 장인 삶을 박탈하기 때문

이다. 삶의 박탈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와 달리 우리는 잠정적인 비존재를 그것이 아무리

장기간을 요한다고 해도 죽음과 같이 그 자체로 나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태어나기 이전의 우리

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탄생 전의 시간은 우리가 주체로서 존재하기

이전의 시간으로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릴 어

떤 것도 없기 때문이다.

박탈이론의 주장이 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

지만 박탈이론에 토대해야만 우리는 죽음의 나쁨을 가

장 설득력있게 정당화할 수 있다[6]. 에피쿠로스와 함

께 죽음이라는 사건에 불운의 주체가 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현재

만을 살아가는 존재일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우

리는 미래를 예견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존재이다. 특히

우리는 과거를 신경 쓰기보다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으

로 특화된 존재이다[7]. 우리가 미래를 예견하고 그에

맞추어 행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회적 질서와 역사적 제도 속에서 살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사르트르의 말을 빌리자면,

주체로서 미래를 향해 자유롭게 자신을 기투하면서 즉

실존하면서 각자의 본질을 만들어간다. 이와 달리 동물

은 현재만을 살아간다. 다람쥐가 겨울을 나기 위해 도

토리를 묻는 행위는 우리가 추운 겨울을 예상하고 땔

감을 구하는 등 겨울을 나기위한 준비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묻는 행위는 일조량의 변화

에 따른 조건반사적 행동에 속한다[8]. 현재에 살면서

도 그 현재에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인간에게 불운

의 주체와 불운을 구성하는 환경 사이의 시간관계가

언제나 동시간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현재에 한정된

일에만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벌어질 일을 예

상함으로써 현재에 고통 받을 수 있다. 쾌락이나 행복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서는 불운의 주체가

그 사실을 꼭 알아야만 할 필요도 없다. 부모님을 잃은

어린 아이를 불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불행을 모를 경우에 그 아이에 대한 우리의 연민은 더

깊어진다.

사람들은 탄생이전의 시간과 죽음 이후 시간 사이에

암묵적인 시간의 비대칭을 가정하고, 루크레티우스는

비대칭 논제의 어리석음을 말한다. 시간의 물리적 차원

에서는 옳은 지적이며, 탄생 이전의 시간과 죽음 이후

의 시간은 둘 다 비존재의 시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

이다. 그리고 더 일찍 태어난다는 것은 삶의 연장을 의

미하지 않으며 단지 그 출발점만을 앞당기는 것도 맞

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은 우리에게 탄생 이

전의 시간은 없지만 죽음 이후의 시간은 있다는 것이

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을 박탈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을 잃는다는 것과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어

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 즉

박탈로부터 해를 입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

다. 이와 달리 탄생 이전의 시간은 손실의 주체가 없다.

그가 더 일찍 태어날 수는 없다. 만약에 먼저 태어났더

라면 그는 지금의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은 삶을

빼앗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탄생은 그

에게서 아무런 삶의 손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시간의 방향이 다르다.

확정할 수 있는 개인이 있다면, 그의 연속된 존재의

셀 수 없는 가능성과 그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그에

게 무엇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

상이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탄생 이전

의 삶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

리의 일상 언어의 용법에 깊이 뿌리박혀있으며, “아무

개가 살았다면 오늘 얼마나 기뻤을까!”와 같은 언명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가정

적 용법은 죽음 이후에만 해당되고 탄생 이전의 삶에

는 쓰지 않는 용법이다[9].

V. 결론

우리는 죽을 운명에 익숙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이다. 우리에게 살고자 하는 바람은 삶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아닌 그

자체로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언제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죽음은 우리에게 살고자 하는 바람을 저버리

기에 나쁜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젊은 우리에게도 노

년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쁘다. 인류로서 우리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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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탄생만이 인류의 존재가 지속가능한 방식임이 자명

하기에, 죽을 운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우리는 죽을 운명과 화해할 수 없다. 삶이

많은 선을 제공하기에 죽음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선한 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삶 자체가 의미를 지니기에 죽음이 언제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죽음은 우리로부터 지속적인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다. 우리는 자연적인 생애기간을 갖는 죽을 운명

의 존재이나, 우리는 주체로서 고유한 경험의 세계에서

이러한 자연적 제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다

[10].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필연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순응해야 함을 확신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 있는 삶의 가능성과 선들을 무

효화시키는 죽음의 폭력으로부터 달아나고자 한다. 그

리고 이것은 죽음의 기묘한 특징이다. 종으로서 우리는

물리적 세계를 살아가지만, 개인으로서 우리는 생활세

계와 생활형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물리적 세계의 죽음

은 삶의 순환이지만 생활세계와 생활형식에서 죽음은

삶의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박탈이다[11]. 그래서 우리

는 죽을 운명을 지닌 존재이지만 그러한 운명은 주체

적 개인에게는 언제나 낯설게 다가온다. 따라서 인류라

는 종으로서 우리는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의 견

해에 동의할 수 있지만, 주체적 개인으로서 우리는 이

들과 견해에 따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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