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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유와 ‘악의 평범성’: 어셔의 �13가지 이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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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 Seungjeung. “Thoughtlessness and ‘The Banality of Evil’: Thirteen Reasons Why by Jay Asher.”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2 (2019): 101-121. This article examines what bullying 

students might commit in school when they thoughtlessly act in Thirteen Reasons Why by Jay Asher. It 

also studies what such thoughtless behaviors can cause, and what a few students do to stop the tragedy. 

‘Thoughtlessness’ is a key word to understanding the bullying and the bullies, who are usually considered 

to be ordinary and harmless. Because all students are closely connected in school, even seemingly hurtless 

words and behaviors influence others in unexpected ways. The text shows the process in which a rumor 

from an ordinary but thoughtless male student spreads all over the school. The rumor leads to the second 

harm, influencing other students, and consequently drives a victim to death. In the process, any bullies do 

not apologize without taking responsibilities for their wrongdoing. Asher’s work is useful for finding out 

the inseparable relation between violence and ‘the banality of evil,’ a dictum used by Hannah Arendt. It 

might suggest a way to rectify thoughtless bul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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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어셔(Jay Asher)의 소설 �13가지 이유�(Thirteen Reasons Why, 2007)1는 

  * 본 논문은 2018년도 조선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됨.

  1 이 작품의 한국어판 제목은 �루머의 루머의 루머�이다. 영어 제목은 해나가 자살을 선택할 수밖

에 없는 13가지 이유를 드러내는 반면 한국어판 제목은 소문에 중심을 두며 그 점은 책에 실린 작가

의 말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어셔는 한국의 유명배우가 온라인 루머 때문에 자살했다는 뉴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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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학생이 소문으로 이해 학교내에서 겪는 다양한 폭력과 그로 인한 상처, 그

리고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섬세하게 다룬 소설이다. 많은 독자와 비평가들은 학

교 내 학생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대한 이 소설의 사실적 묘사에 주목했다. 작

품의 폭발적 인기로 인해 작가인 어셔는 작품에서 다룬 집단따돌림과 청소년 자

살에 관한 주제로 50개 주 순회강연을 다녔고 많은 학생과 부모로부터 엄청난 

감사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작품이 드라마로 만들어지자 작품에 대한 비판

도 쏟아졌다. 자살관련 사이트 검색이 폭주하고 심리학자와 정신건강 의학자들

이 자살을 미화한다는 이유로 드라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러한 

반응들은 이 작품이 지닌 주제와 내용의 현실성과 그것에 대한 대중의 공감을 증

명한다.

주인공이 겪은 비극에 대해 찬반 양편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한 여학생

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력이 생각 없는 학생이 지어낸 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이다. 여주인공 해나(Hannah Baker)에게 가해진 폭력은 한 남학생에게서 나온 

소문으로부터 시작해 스토킹, 단정치 못한 여학생이라는 낙인, 집단따돌림, 심지

어 강간과 같은 폭력으로 발전해 갔다. 불행히도 가해자들은 해나가 “눈덩이 효

과”(Asher 30)라고 부른 그 연속적인 폭력과 고통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죄의

식도 없었다. 따라서 어셔가 루드윅(Trudy Ludwig)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예

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점이라는 지적은 의미 있다. 이 책을 읽은 한 청소년 역시 “이 책

의 전체 메시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

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겪는지 모르니까요”(Rich)라고 말

한 점은 독자들이 작가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왜 학생들은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면서도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리고 이런 학생들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분석하는 데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악의 평범

성’(the banality of evil) 개념을 사용한다. 그녀의 개념을 사용한 사회학과 교육

기사를 언급하면서 “한 사람에게 계속되는 소문은 삶의 희망을 잃게 하고 자살로 몰고 갈 수”(어셔 

344)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어판 제목은 바로 소문이 한 인생을 파괴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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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분야의 학교폭력에 대한 논문들은 한국사회처럼 전체주의적 사고를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회의 교육 제도가 평범한 학생들의 악을 만들

어낸다고 보고한다. 또한 이 개념은 악한 일을 진지한 사고 없이 실행하거나 그

것에 대한 저항의지를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폭력의 양산, 확산 관계를 살피는 

데도 사용된다. 하지만 문학작품 분석을 위해 ‘악의 평범성’ 개념을 적용한 연구

는 찾기 힘들다. 왜냐하면 아렌트의 개념만으로는 현상을 설명할 뿐 그 현상과 

관련된 인물들의 심리관계 파악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들러(Alfred Adler)의 심리이론을 병행하여 평범한 학생

들이 저지르는 악이 열등감에 기초해 있으며 궁극적으로 권력에 대한 욕구와 불

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살핀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형성하는 어린 시절의 몇 가지 

상황을 열거하는데 그 중 하나는 응석받이가 되도록 키워지는 경우다.2 그런 아

이는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 타인들이 그에게 신경 쓰고 배려하지 않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그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월

한 입장에 서기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특별한 사람이라 

인정하게 만든다. 아들러는 그러한 사람을 “전제군주와 같은 자리에 서기 위해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처럼 보이려 드는”(35) 사람으로 묘사한다. 아들러는 그런 

생각이 굳어져 어른이 된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계층이라고 묘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심과 애정을 볼모로 자신의 권력욕을 은밀하게 관철시

키”(Alder 78)는 악을 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력욕은 그들의 정신활동을 기형

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니체(Friedrich Nietzsche)가 주장한 ‘권력

에의 의지’(will to power)를 나치가 잘못 해석하여 유대인을 학살한 예에서도 

분명히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작품에서도 권력욕을 가진 학생들은 그것을 추구하면서도 은밀히 숨기기 

때문에 그 동기를 간파하기 어렵다. 또한 일단 권력을 성취하려는 욕구가 자극을 

  2 이 작품에는 권력욕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에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성장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다. 때문에 그들의 열등감의 근원을 추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설에 나타난 학생들의 모습을 바탕으로 아들러의 권력이론을 적용한다. 그러나 넷플릭

스(NetFlix)가 제작한 드라마에는 학생들이 나타내는 열등감의 원인들이 자세히 그려진다. 학생들의 

열등감과 권력욕의 관련성은 필자의 다음 연구인 드라마로 제작된 �13가지 이유�를 통해 진행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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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 이 학생들은 타인으로부터 양보와 굴복을 받아내기 위한 교묘한 책략을 

사용한다. 그러한 수단 중 하나가 소문이다. 작품에서 가해 학생들은 해나에게 

폭력을 가하고도 그것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악행 기저에 흐르는 권

력 욕구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벌어지는 많은 폭력들이 반복되지만 해결되지 않

는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를 제공한다. 

집단따돌림은 가해 학생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방관 학생에게도 피해를 

일으킨다. 피해자를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 역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무리

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 건전한 사고기능을 중단하다. 그들은 비록 가해자의 편

에 함께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과 소외를 보고도 돕지 못한 괴로움

과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낀다. 작품에서 주인공인 클레이(Clay Jenson)가 바

로 그 고통과 심리를 보여준다. 따라서 공동체 생활에서 악을 방치하는 것이 간

접적으로 다른 피해자를 생산하고 그들도 심각한 도덕적, 감정적 혼란과 죄책감

에 휩싸이게 만든다. 악의 평범성을 일깨우고 사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

은 이러한 주변인들까지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길이다.

이 연구는 사회현상 설명의 도구였던 ‘악의 평범성’을 어셔의 소설과 연결시켜 

악을 무심하게 행하는 이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차별성이 있다. 또한 그들 심

리속에서 인정욕구와 권력을 향한 우월욕구가 어떻게 작용하여 표출되는지도 함

께 고찰한다. 그리고 작품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평범한 그들이 공

동체의 일원으로서 사고하지 않고 행동함으로써 어떤 악을 행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추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의 동료 학

생이 기울이는 노력도 알아본다. 이를 위해 아렌트의 사고와 아들러의 권력 욕구

와 관련된 심리 이론은 분석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II. 본 론

1.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해

해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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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을 학살하라는 나치 집단의 명령에 따라 그 역할을 충실히 행했던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뉴요커�(The New 

Yorker)지에 그 과정을 기술한 때이다. 그 재판의 기록이 담긴�예루살렘의 아이

히만�(Eichmann in Jerusalem)에 따르면 700만에 가까운 유대인을 10여 년 간 

강제 이주시켜 죽게 아이히만은 괴물이나 냉혈한이 아니라 평범한 관료로 성실

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던 인물이다. 판사가 그에게 상부의 학살 명

령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거부할 수 있지 않았는지 질문을 하자 그는 “법을 준

수하는 시민으로서 인식한 만큼 행동”(Eichmann in Jerusalem, 209)3했다고 대

답한다.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내려진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면 양심

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렌트는 전체주의 시대에 총통의 명령에 기

초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행위에 대해 “명령과 법을 지

킨”(Eichmann 391)것이라고 주장하는 그의 죄를 “무사유”(Eichmann 391)로 

판단했다.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4라는 부제를 단 이 책에서 그녀는 아이히

만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아이히만은 이아고도 맥베스도 아니었고 또한 리처드 3세처럼 “악인임을 입증하기

로” 결심하는 것은 결코 그의 마음에 있지 않은 것이었다. 자신의 개인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어떠한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

다. 그리고 이러한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관을 죽여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인을 범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를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Eichmann was not Iago and not Macbeth, and nothing would have been 

  3 이하 Eichmann으로 표기

  4 1963년 2월부터 다섯 차례의 기사로 게재된 이 글의 제목은 �전반적인 보고: 예루살렘의 아이히

만�(A General Report: Eichmann in Jerusalem)이었다. 1965년에 이 보고서가 책으로 간행되었을 

때 아렌트는 여기에 후기를 붙여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라는 제목을 붙였다. ‘평범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김

선욱은 ‘오래되었다’거나 ‘구식’이라는 뜻이나 ‘자주 일어나서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악이란 평범한 모습을 하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원에서 나온다”(16)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 김선욱 역. 서울: 한

길사. 2006. 역자 서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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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ther from his mind than to determine with Richard III “to prove a villain.” 

Except for an extraordinary diligence in looking out for his personal 

advancement, he had no motives at all. And this diligence in itself was in no 

way criminal; he certainly would never have murdered his superior in order 

to inherit his post. He merely, to put the matter colloquially, never realized 

what he was doing. (287)

아렌트가 보기에 그가 자유도덕행위자인 인간의 정체성과 양심을 상실하고 “시체

들의 복종”(Eichmann 135)이라 불리는 행위를 하면서 “그 시대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순전한 무사유”(Eichmann 287) 때문이었다.

아이히만의 악행인 무사유의 원인에는 아렌트의 재판과정 관찰에 따르면 그의 

언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가 “관청용어만이 나의 언어입니다” 

(Eichmann 48)라고 말했던 것처럼 관청용어 외에는 단 한 구절도 말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는 나치의 선전 문구와 상투어를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일

관성 있게 반복했으며 나치의 악행을 은폐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언어규칙으

로 자신의 업무를 설명했다.5 이처럼 그는 양심을 무디게 하는 기만적인 언어규

칙을 익힘으로써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학살의 만행을 자아 검열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아이히만은 현실을 왜곡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악에 대한 자기기만에 빠졌고 이

로 인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도 가질 수 없었다. 아렌트에게 사유할 수 

있음은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올바른 도덕적 판

단을 하는 사고 기능을 의미한다. 사유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상상할 수 

없으며 그로인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다.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아이

히만의 사유하지 않음과 상상력의 결핍에 대해 아렌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5 그가 사용한 나치즘의 언어규칙의 예를 보면 ‘학살’, ‘제거’에 해당하는 암호는 ‘최종해결책’, ‘특

별취급’이 있다. 바티칸과 교환하는 서신에는 유대인 학살을 ‘근본 해결책’이라고도 했다. 학살을 위

한 이송을 ‘재정착’ 혹은 ‘동부지역 노동’, 그리고 ‘살인’이라는 말 대신 ‘안락사 제공’ 등으로 표현했

다. 이와 같은 암호화 된 언어규칙은 일종의 거짓말이지만 “살상과 거짓말에 대한 그들의 오랜 ‘정상

적인’ 지식과 동일시하지 않도록”(150) 하고 악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효과를 불러왔다. 그 의미가 직

접적으로 전달되는 언어를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양심을 최대한 마취시킨 것이다. 

Eichmann 85, 1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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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말하는 데 무능력함은 그의 생각하는데 

무능력함,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관련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와는 어떤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하

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과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를 막는 

확실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The longer one listened to him, the more obvious it became that his 

inability to speak was closely connected with an inability to think, namely, 

to think from the standpoint of somebody else. No communication was 

possible with him, not because he lied but because he was surrounded by 

the most reliable of all safeguards against the words and the presence of 

others, and hence against reality such as. (49)

아이히만은 상투어, 관청용어, 관행화된 사무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거대한 관

료제라는 톱니바퀴의 작은 하나의 이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

화하려 했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언어를 

통해 현실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버리고 기계화된 사고를 되풀이했다. 그의 행위

는 아렌트의 설명대로 범죄자가 “범죄 통계표를 가리키며 자기는 통계적으로 기

대되는 것을 했을 뿐”(Eichmann 393)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아렌트는 무사유와 악의 연관성이 현대인에게도 열려있음을 지적한다. “무사

유가 인간속에 아마도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대파멸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Eichmann

288)이라고 아렌트는 말한다. 그녀는 대량학살을 저지르고도 자신이 죄나 책임

이 없음을 강조하는 평범한 아이히만의 악행처럼 미래에도 사유하지 않는 사람

들이 생각 없이 저지르는 악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인간이 

사유하지 않는다면 “멀지 않은 미래의 자동화된 경제 가운데 인간은 지능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모든 사람을 제거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Eichmann 289) 있

다고 본 아렌트의 예견은 현대 사회의 여러 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전

체주의 시대의 대량학살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크게 보면 희생자의 수가 그에 비

견할 정도의 규모가 되는 사례는 어느 곳에든지 있다. 그곳 중 하나가 어셔 작품

의 무대인 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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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조직 안에서 톱니바퀴 같은 개인이 엄청난 사회악에 기여하는 것은 그

가 조직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이다. 인정욕구란 신생아가 부모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듯 한 사회에서 소외될까 하는 불안감이나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는 

삶의 목표를 말한다. 인정욕구는 “열등감의 영향속에서 발전해 가며 주위 환경보

다 더 우월해 보이는 욕구를 설정하도록 유도”(Adler 76)한다. 아이히만의 과도

한 인정욕구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Eichmann 49)을 만들

어냈다. 왜냐하면 그런 욕구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감의 정도와 크기

에 의해 결정”(Adler 76)되기 때문이다. 아이히만이 속한 나치 집단이 위에서 아

래로의 명령체계만 존재하는 거대한 전체주의 공동체임을 감안하면 그의 욕구가 

가져온 참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아렌트가 예견한 대로 사유하지 않는 현대인들은 더 일상적으로 여러 부분에

서 일정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소외시키려는 권력욕구를 나타낸다. 이질적인 집

단들 간의 은밀하고 교묘한 권력욕구의 병은 의사소통의 불능에서 시작된다. 이

는 아들러가 “인류문화에서 가장 죄악시되어 온 권력추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음”(78)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다. 아이히만처럼 공감과 소통

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쉽게 자만심에 차 있으며 “아주 논리적으로 보이는 

생각이나 자기 정담함을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삶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을 간과하고 삶과 사회, 의무를 저버린다”(Adler 190). 이런 병적 현상이 

학교에서도 나타나 다수의 학생들이 이질적 학생을 괴롭히고 따돌리면서 그 행

위를 합리화 하는 논리를 만들어 낸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폭력이라고 생각

하지 않기에 그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 

어셔는 해나의 녹음 기록을 통해 학교에 다니는 보통의 다수 학생들이 사유하

지 못하고 다른 학생에게 공감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소설

을 통해 기술한다. 그 학생들의 문제를 살펴보면 아이히만이 보여준  특성들이 

나타난다. 이 소설은 해나가 겪은 일이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임을 

상기시키면서 사유하지 않는 학생들이 행하는 악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지 

진지하게 질문하도록 모두를 자극한다. 다음 장은 소설을 살펴보면서 그 비극이 

일어나는 학교에서 평범한 학생들이 실제로 생각 없이 어떻게 폭력을 행하는지 

소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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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문에 의한 집단따돌림과 악의 평범성

이 작품에서 해나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긴 여정은 그녀에 대한 

소문으로부터 시작한 집단따돌림 때문이다. 그녀는 학교의 신입생이자 전학생으

로 클레이의 주관적인 묘사에 따르면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정신이 멍해질 정도

로 예쁜 여학생이었다. 그녀의 외모는 남학생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해서 그녀

의 녹음테이프 첫 면의 주인공 저스틴 폴리(Justin Polly)가 이 학교의 인기 남학

생임에도 가장 먼저 그녀에게 관심을 표할 정도였다. 그런 그녀가 이 학교로 전

학 온 이유는 소문이었다. 이전 학교에서도 그녀는 추문에 시달렸음이 분명하다. 

그녀는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학을 했고 학생들에게 전화번호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만큼 조심했다. 그녀가 “사람들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어. 첫인상을 지우고 두 번째 기회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들 알고 있지?”(Asher 19)6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전의 아픈 상처를 지우고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고자 하는 욕망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으로 

데이트를 한 상대인 저스틴은 그녀의 소망을 무참히 깨버리고 다시 추문에 휩싸

이게 한다. 

저스틴이 해나에 가한 추문이라는 폭력은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의 

의미 즉, 악이란 평범한 모습을 하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원에서 나온

다는 예를 잘 보여준다. 그는 “평범한 외모인데도 여자애들이 많이 꼬이는”(22)

남학생이다. 평범해서 무해해보였던 저스틴은 자신에게 여학생들이 관심을 끌만

한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 사이의 인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그는 해

나와 데이트 후 “셔츠를 벗어던지고 저스틴에게 자기 가슴을 만지도록 했다”(25)

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더구나 그는 해나에게 그 소문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았

다. 그 소문의 효과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난 전혀 몰랐어. 그러나 소문이 늘 그렇듯, 결국 내 귀까지 흘

러 들어왔지. 다들 알겠지만, 넌 아이들에게 내 소문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어. 알아. 네가 어떤 생각인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같은 생각이니까. 키

  6 이후 페이지 수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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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한 번? 고작 키스에 대한 소문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는 거냐고? 아니. 특별하

기 바랐던 첫 키스의 추억은 소문으로 망쳐졌어. 키스에 대한 소문은 추문이 되어 

사람들은 진실로 알고 반응을 했어. 이윽고 키스에 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서서히 

불어났지. 키스에 대한 소문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

A week went by and I heard nothing. But eventually, as they always will, 

the rumors reached me. Everyone knows you can’t disprove a rumor. I 

know. I know what you’re thinking. As I was telling the story,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myself. A kiss? A rumor based on a kiss made you do this 

to yourself? No. A rumor based on a kiss ruined a memory that I hoped 

would be special. A rumor based on a kiss started a reputation that other 

people believed in and reacted to. And sometimes, a rumor based on a kiss 

has a snowball effect. A rumor, based on a kiss, is just the beginning. (30)

평범한 저스틴이 해나에게 엄청난 해를 주는 소문을 발생시킨 원인은 자신이 

학교에서 누리는 권력에 대한 욕구라고 볼 수 있다.7 학교의 인기인인 그는 학교

에 새로 온 예쁜 여학생이 자신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거짓으로 떠벌림으로써 

그에게 모아지는 학생들의 관심에만 초점을 맞췄다. 아들러가 “인류가 경험한 모

든 복잡한 문제는 항상 누군가의 헛된 자만심에서 출발했다”(189)라고 설명한 

것처럼 그는 인기에 집착해 생각 없이 거짓말도 지어냈다. 그의 자만심은 희생자

인 해나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렇게 그가 생각 없이 퍼뜨린 거짓 소문은 해나

가 “경험이 풍부한 아이”(30)라는 “그녀의 이미지를 압도할 무시무시한 소

문”(30)을 끝없이 달고 다니게 만들었다. 그가 만들어낸 소문은 그녀에 대한 부

정적인 선입견을 만들고 다른 학생들은 그에 맞게 해나를 대하게 했다는 점에서 

악하다.  

경험이 많은 여학생이라는 해나에 대한 소문은 학생들에게 선입견을 구축한

  7 누도(Lori Nudo)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들은 부적응자나 괴짜가 아

니다. 그들은 실제로 인기 있고 자신감에 찬 소위 멋진 학생들이다. 그들은 학생들의 주목을 받으며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학교의 권력자들이다. 누도는 많은 집단따돌림 방지 프로그램이 문제아들에

게 집중되어 있기에 효과가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어셔의 작품에서도 소문을 이용해 해나를 따돌리

는 주된 인물들인 저스틴, 코트니(Courtney Crimson), 라이언(Ryan Shaver) 모두 학교에서 인기를 

누리는 권력자들이다. 이 연구는 그들 가운데서 초점을 소문의 생산자인 저스틴에게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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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문은 “인지구조 활성화 원칙”(DiFonzo 27)을 작동시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에 따라 사물을 이해하고 사람의 머릿속에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이해에 강

력한 영향력을 행사”(DiFonzo 27)한다. 일단 인지구조가 활성화되면 특정 방식

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서 또다른 부정적인 소문을 들을 때 그 사람은  소문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어도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소문을 들은 사

람은 그 소문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상관하지 않게 되는 반면 소문의 피해자는 더

욱 부정적으로 이미지화 되어 어떤 해명도 효과가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태”(DiFonzo 28)가 된다.

저스틴으로 인해 학생들은 신입생이자 전학생인 해나를 “행실 불량한”(66) 학

생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인지구조가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인지구조가 활성화 

된 대표적인 학생이 해나가 친구라고 여겼던 제시카(Jessica Davis)다. 해나와 

마찬가지로 전학생이었던 제시카는 저스틴의 여자 친구가 되기 전에 또다른 전

학생 알렉스(Alex Standall)의 여자 친구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곧 헤어지게 되

고 알렉스는 제시카에게 복수하기 위해 “누가 최고/누가 최악”(WHO’S 

HOT/WHO’S NOT 39) 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했다. 이를 두고 제시카는 질투에 

사로잡힌 해나가 두 사람을 헤어지게 했으며 알렉스를 부추켜 그 리스트를 만들

도록 했다고 오해했다. 해나는 제시카에게 자신을 오해하고 있음을 여러 번 강조

했지만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시카는 해나에 관한 “소문이 사실

이기를 바랬”(66)다. 왜냐하면 해나가 그녀의 이미지에 맞게 불량하게 처신해서 

알렉스와 자신을 갈라놓았다고 해야 자신이 화를 내고 해나를 비난하는 것이 정

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동료 학생들의 머릿속에 활성화된 해나에 대한 이미

지는 그녀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더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그 소문의 신빙성

에 관계없이 그녀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은 저

스틴이나 제시카와 같은 “공격자의 죄책감은 없애고 희생자의 수치심”(Lucas)을 

강화했다.   

해나가 부정적 선입견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데도 저스틴이 소문에 대해 누구

에게도 해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악에 대한 그의 무사유적 특성을 증명한다. 디폰

조의 연구에 따르면 추문을 긍정의 소문으로 바꾸려면 소문의 관리자가 “적절하

고 윤리적으로 소문을 관리”(192)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데는 의사소통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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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는 조직에서는 소문이 사라지고 소문을 듣고자 

하는 욕구를 사라지게 한다”(DiFonzo 193). 소문의 근원지인 저스틴의 특징은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 작품이 해나의 녹음과 그것을 들

으며 나타내는 클레이의 반응이 주된 부분을 이루지만 저스틴은 해나 이야기에

서 중요한 인물이고 자주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물보다 그의 대사는 눈에 

띄게 적다. 사실 저스틴의 대화는 해나와의 데이트 전에 그녀와 약속 장소를 정

하는 것이 거의 전부다.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그는 소문을 잘 관리하지 못했

기 때문에 해나가 “눈덩이 효과”(41)라 부른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

지 못했다.  

아렌트가 “말하는 데 무능력함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과 매

우 깊이 관련이 있”(Eichmann 106)다고 말한 것처럼 의사소통은 타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의 정도를 드러낸다.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타인에 

대한 자신의 악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이히만처럼 저스틴 역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퍼뜨린 소문이 또다른 어떤 해악을 불러올지 상상하지 못

했다. 그의 그러한 무능력은 해나에게만 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는 여자 친구인 

제시카가 파티에서 브라이스(Bryce Walker)에게 강간당할 때도 무능력했다. 그 

파티에서 그가 브라이스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제시카가 술에 취해 “움직이지도 

못해. 그냥 누워있어”(225)라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여자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지 못했다. 해나의 인생을 망친 사건들의 첫 고리였던 저스틴은 

“이제 거기서 다른 여자애의 인상을 망가뜨리고”(228) 있었다. 의사소통에 무능

력하고 실천에는 더 무능력했던 저스틴은 현저하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아

픔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해서 해나에게 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여학생에게

도 해를 가했다.

저스틴은 소문이 가져 올 해악에 관해 사유하지 않은 결과, 해나에게 행실이 

불량한 여학생이라는 이미지를 씌운 것 뿐 아니라 그 이미지로 인한 2차적인 피

해를 일으켰다. 알렉스가 2차 피해의 가해자인데 그는 저스틴이 퍼트린 소문을 

이용하여 학교에 “누가 최고/누가 최악”(39) 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 사람이다. 

그 리스트에는 신입생 중 최고의 신체부위와 최악의 신체 부위를 가진 여학생들

의 이름이 담겨있었다. 원래 그 리스트는 제시카를 골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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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그것이 유포되는 순간 학생들의 시선

은 모두 최고의 엉덩이 명단에 오른 해나에게 향하게 되었다. 알렉스의 리스트는 

거짓이며 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동기에도 문제가 있다. 해나

와 제시카가 같은 영역에서 최고와 최악으로 꼽힌 원인은 헤어진 전 여자 친구 

제시카에 대한 알렉스의 “복수”(40) 때문이다. 알렉스는 복수를 위해 제시카를 

최악의 엉덩이 명단에 올려놓고 반대편에 쓸 이름을 고민하다 저스틴의 소문으

로“모두들 변태 이미지”(41)로 보는 해나를 택했다.  

리스트를 작성한 알렉스 역시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 

사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 해나가 복수라고 부른 그 리스트의  더 

깊은 동기는 자기를 떠나 새로운 연인을 찾은 제시카와 그녀의 남자 저스틴에 대

한 열등감과 질투심이다. 아들러는 질투를 명예심의 또다른 형태라고 정의하면

서 “무시당했다는 감정으로부터 생겨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짐”(212)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질투는 “남에게 덫을 놓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 내려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Adler 213) 모습으로 나타난다.8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

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자기 멋대

로 판단하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준다”(Adler 217). 알렉스는 바로 이 면을 보

여준다. 알렉스 역시 이 학교에 전학 온 학생으로, 전학생들을 위한 신입생 오리

엔테이션에서 짝으로 정해진 제시카와 해나를 뒤쫓아 커피숍에 따라 갔다. 그는 

그녀들의 대화에 끼어 친구가 되었다. 처음부터 그는 제시카를 좋아했고 두 사람

은 잠시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제시카가 저스틴의 여자 친구가 되자 학교의 인

기인인 저스틴에 대한 질투와 자신을 버린 제시카에 대한 복수가 함께 작용하여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다.

알렉스는 저스틴이 만든 소문을 기반으로 해서 그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저스

틴의 소문이 해나의 가슴에 집중했다면 알렉스의 리스트는 엉덩이에 집중한다.9

  8 학교폭력에 대한 이혜정의 연구에 따르면 친구 사귀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양가적 감

정”(208)이 있어서 “자신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만큼 강렬하게 바라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의 강도로 경멸하여 소외시킬”(208-9) 수 있다고 기술한다. 따라서 질투는 친구에 대한 “애정과 증

오 사이의 경계에 있으며 경쟁심에 의해서 점화”(209)될 수 있다. 

  9 올포트(Allport)와 포스트만(Postman)은 2차 대전 이후 소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자들

로 소문의 발생 조건과 소문의 변수, 소문의 전달과정중의 변화 등을 연구했다. 그들에 따르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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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알렉스의 리스트를 돌려보면서 해나의 “의자 아래쪽을 힐끔대면서 ‘그

럴만하네’”(38)라고 속삭이곤 했다. 클레이가 솔직히 고백하듯이 그 리스트 이후 

그는 최고의 입술로 뽑힌 안젤라(Angela Romero)라는 여학생에게서는 입술만 

보게 됐고 해나를 보면 과연 “그 카테고리에 오를 만하다는 것을 인정했다”(39). 

엉덩이를 첨예화한 알렉스의 리스트는 해나의 본성이나 관심, 특기와 같은 정체

성을 없애고 “몸 특정 부위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44) 존재로 만들

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가장 유혹적인 신체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되게 된 것이

다. 그 결과 “알렉스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42) 부차적 피해

가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해나가 자주 가는 가게, 블루스팟(Blue Spot)에서 브

라이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의 엉

덩이를 찰싹 때리고 움켜잡으며 가게 주인에게 “신입생 최고의 엉덩이”(48)이라

고 소개했다. 그에게 그녀는 해나 베이커가 아니라 “최고의 엉덩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장난 좀 친 것”(50)이라고 변명했다. 

알렉스와 브라이스는 자신들의 생각 없는 저질스러운 행동을 장난이라고 핑계

를 대지만 그 말은 자신의 악행에 대한 이해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난 

혹은 놀이는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시 말해 친절한지 아니면 적대적인지 

혹은 지배 성향이 유난히 강한지,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대도를 취하는지” 

(Adler 95)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다. 성추행을 장난으로 여기는 사람은 적대적

이고 지배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결코 주변 사람과 공감하지 않는 사

람임을 보여준다. 사실 누군가의 엉덩이는 다른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며 성추행

에는 근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관계를 담보하고 있다. 소설 전체에서 

해나에게 두 번의 해를 가하는 브라이스는 뻔뻔하고 공격적이며 저스틴과 같은 

권력자를 굴복시킬 정도로 지배성향이 강하다. 그는 해나가 그의 행동에 화를 냈

다면 사과를 하기보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며 달래듯 긴장을 풀라고 위

로”(52)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장했을 것이다. 

의 주의력과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소문은 전달과정 중에 일부 내용을 전달자의 예상과 관심에 맞춰

가는 동화(assimilation), 전달자의 편견이나 지식에 따라 일부를 구체화하는 첨예화(sharpening), 소

문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는 달리 점점 간결해지는 평준화(leveling)를 겪는다. 저스틴의 리스트 때문

에 해나의 엉덩이가 부각되는 것은 첨예화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DiFonzo 

186-1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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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역시 자신의 행동을 브라이스처럼 장난이라고 핑계 댈 수 있지만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상처이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해나가 “이 

세상에는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 알렉스—어쩌면 나도 그런 사람들 중

의 한 사람이야—그러나 요점은 네가 사람들을 골리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것에 반응한다면 너는 책임을 져야 해”(53) 라고 말하는 바가 이를 증명한다. 그

는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고 학생들의 반응 뒤에 숨는 열등함의 소유자임을 증

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리스트는 그의 열등함을 왜곡되게 드러낸 결과다.

저스틴의 소문과 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알렉스의 리스트는 해나에게 계속되

는 다른 학생들의 따돌림과 폭력에 적절한 변명거리를 주었다. 그리고 해나가 말

한 ‘눈덩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해나에게 생각 없이 여러 형태의 

모욕과 폭력을 가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 학교 탈의실에서는 남학생

들이 알렉스에게 노골적으로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빵집 

아저씨”(Pat-a-cake, pat-a-cake, Baker’s man 66)나 “머핀 만들어주세요, 빵

집 아저씨”(Pat that muffin, Baker’s man 66)이라며 동요를 음탕하게 개작하여 

해나와 알렉스의 관계를 놀렸다.10 한 때 가장 친한 친구라고 여겼던 제시카 역

시 해나에게 당당하게 해를 가했다. 제시카는 그 리스트 때문에 알렉스와 해나의 

관계를 오해하고 해나를 찾아와 그녀의 이전 나쁜 소문을 언급하고 모욕을 준 뒤 

뺨을 때려 해나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테이프의 내용이 점점 밝혀지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도, 이해하지

도 못하고 오히려 도덕 기능까지 마비된 학생들의 참모습이 눈덩이처럼 드러난

다. 해나에 대한 그들의 행동은 이제 고의적인 폭력과 범죄의 성격을 띤다. 타일

러(Tyler Down)는 “연감을 위해 학생들의 일상을 찍는 일”(77)을 하는 학생이

지만 밤마다 해나의 방 앞에 숨어서 해나의 일상을 몰래 찍었다. 결국 해나와 코

트니에게 발각되어 도망가기는 했지만 그는 해나에게서 “바깥세상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89)인 해나의 방을 빼앗고 사생활을 마음대로 침해했다. 코트니는 

  10 케이크가 ‘여성의 몸’이라는 뜻이 있고, “pat”은 ‘쓰다듬다’는 뜻이 있다. 그리고 Baker는 해나의 

성이다. 머핀 역시 “여성의 가슴”이라는 뜻이 있다. 이 노래는 해나와 알렉스 사이에 성관계가 있는 

사이라고 놀리는 것이다. 알렉스는 클레이에게 개인적으로 소문을 부인하고 사실이 아님을 밝혔지만 

저스틴처럼 동요에서 암시하는 성관계를 공개적으로 부인할 만큼의 의사소통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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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최고 인기 있는 여학생이자 마음씨가 착한”(93) 여학생으로 통했다. 

하지만 그녀는 학교의 유명인으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잘 닦으려고”(110) 해나

를 파티에 초대하는 척 하면서 운전기사로 이용하며 그녀의 이중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파티에서는 해나를 무시하고 혼자 있도록 한 뒤 해나가 변태성

욕자들이 갖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까지 지어내 퍼뜨렸다. 마지막 녹음테

이프의 내용에 따르면 코트니는 해나가 브라이스에게 성폭행 당하도록 방조하기

도 했다. 마커스(Marcus Cooley)는 해나에게 밸런타인데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서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뒤늦게 나타난 마커스는 해나에게 사과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긴장을 풀게 하더니 그녀를 성추행했다. 자크(Zach 

Dempsey)는 절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던 해나로부터 반

에서 동료학생들이 주고받는 해나의 격려 쪽지를 훔쳐갔다. 학교의 학보 편집장

인 라이언은 해나가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한 시에 관심을 가지더니 그것을 훔쳐

서 학보 ‘로스트앤파운드’(Lost-N-Found)에 실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것이 

해나의 시라고 떠벌렸다. 학생들은 그녀의 시를 패러디하며 “난도질하며 조롱했

다”(189). 그녀는 이제 “그녀의 생각마저도 조롱거리”(192)가 된 학교에서 도저

히 안전함도 존재가치도 없게 되었다.    

마커스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해나는 자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당한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혹시 자신이 과민반응하고 있지나 않는지, 누군

가가 손을 내밀었는데 놓친 것은 아닌지, 자신이 학생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등에 관해 반성하면서 마음을 고쳐보기로 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앞으로 잘해 나

갈 자신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때 . . . 바로 . . .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생각 하나.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언제나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밀려 배신을 당했는데. 내 인생은 내

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까? 이튿날, 한 가지 마음먹은 것이 있어, 마커스. 누군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로.

And then . . . well . . . certain thoughts begin creeping around. Will I ever 

get control of my self? Will I always be shoved back and pushed around by 

those I trust? Will my life ever go where I want it to? The nex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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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us, I decided something. I decided to find out how people at school 

might react if one of the students never came back. (145)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해나를 온통 휘감자 그녀는 자살을 

생각하게 됐다. 해나의 이러한 불안감은 곧바로 잘못된 예상이 아님이 드러났다. 

해나가 머리를 자르고11 학교에 갔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었고 바로 이 시

점에 자크는 해나의 위로 쪽지를 훔쳤다. 해나는 이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

정적으로 얼마나 쓸데없이 자신을 소진하는지를 확인하게 되자 “자살”(73)이라

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다. 게다가 브라이스가 제시카를 강간한 사건을 목격했지

만 술에 취해 말리지 못한 해나는 자신도 학교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 죄책감으로 인해 그녀는 브라이스가 

자신을 강간하도록 내버려두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는 자살에 이르

기까지 철저하게 혼자였고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사유하지 않는 사람의 권력욕구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지 않을 때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평범한 학생 해나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은 사유 

능력이 없고 자만심에 찬 한 학교 친구의 거짓 소문에서 시작해서 다른 모든 사

건들과 이어진다. 이 과정은 평범한 학생들이 어떻게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만큼 생각 없고 사려 깊지 못하며 이기적이다 못해 잔인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아이히만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했던 것처럼 이들도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어떤 고통이 초래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일부 학생들은 심지어 고의로 해나의 곤경을 이용했다. 이것은 

아렌트가 인간 속에 존재하는 무사유가 더 많은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했

던 바를 학교라는 작은 공간에서 증명하고 있다. 현재 10만 명당 25.8명으로 자

살률 세계 1위12를 기록하는 한국에서 집단따돌림과 같은 학교 폭력은 학생 자

  11 해나가 머리를 자른 것은 자살의 징후를 나타낸 것이다. 급작스런 외모의 변화나 말수가 줄어드

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것, 죽음이나 자살에 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등이 자살의 징후

다. 해나는 이와 같은 변화를 나타냈지만 클레이가 고백한 것처럼 몇 사람을 제외하고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관심을 가지고 이를 알아본 클레이도 해나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다. 클레

이는 그 점에 대해 심하게 자책을 한다. (170) 

  12 한국 청소년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7.8명으로 청소년 사망의 주된 원인이다. 청소년 자살

의 주된 원인은 성적 비관, 가정불화, 학교 폭력이다.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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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의 주된 원인이다.13 다수의 학생이 이질적인 소수의 학생을 괴롭히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아이히만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III. 결 론

  

아렌트는 유럽국가 중 유대인 학살을 막았던 유일한 나라인 덴마크를 언급한

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히틀러의 유대인 수색과 체포 정책에 협조한 반면 

덴마크 정부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덴마크에 파견된 독인인 운송

담당자가 덴마크 관리들에게 이 사실을 폭로했기 때문이다.14 아렌트가 “정치적 

또 심리학적으로 이 사건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Eichmann 175)이라고 언급한 

이 일의 핵심은 덴마크 내 독일 당국이 베를린으로부터 온 명령에 사보타주

(sabotage)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해 아렌트는 “나치스가 자국민으로부

터 공개적 저항을 받은 유일한 경우”(175)라고 적고 있다. 그들은 유대인의 말살

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치 이데

올로기를 옹호하려 하지 않았다”(175). 

덴마크 내 독일 당국 사람들은 아이히만처럼 관료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

다고 주장하거나 “권력자들이 자신의 복종심을 오용했다”(Eichmann 175)고 핑

계대지 않았다. 나치스가 보기에 그들의 행동은 태만이었을지라도 그들은 한 집

단에 대한 다른 집단의 폭력에 눈감거나 동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에 

음의 내용을 참조. “학교 폭력이 자살위험성 높여” 청소년기 ‘실행’ 빨라 개입 서둘러야 . �KBS 

News�. Nov, 25. 201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029000346 혹은 한국, 

OECD 자살률 1위 불명예 독차지... 10만 명당 25.8명 . �헤럴드경제�. Dec, 29. 20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81107&ref=A  

  13 미국에서도 15세에서 24세 사이의 학생 중 6000명이 집단따돌림을 이유로 매년 자살을 한다. 

여학생은 83%, 남학생은 78%가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경험한다. 자세한 내용과 수치를 더 알려면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261 참조.

  14 덴마크 관리들은 독일 경찰부대가 가택 수색을 하여 유대인들을 끌어가지 않도록 서둘러 유대인 

공통체 수장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때맞춰 은신처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스웨덴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고자 했다. 1인당 100달러에 해당하는 운송비가 없는 가난한 유

대인들을 위해 부유한 덴마크 시민들이 그 돈을 지불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덴마크의 유대인들은 겨

우 477명만이 체포되었고 48명만이 죽었다. 더 자세한 점은 Eichmann 252-2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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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유를 했고 공적인 이상을 위해 타인들과 소통했다. 따라서 불이익을 감수

하고서라도 진정한 용기를 내 그들은 그 폭력에 저항할 힘을 냈다. 

이 작품에도 덴마크의 독일 당국 사람들처럼 권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는 학생들이 있다. 클레이가 그중 한 사

람으로 카세트테이프의 녹음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도 해나의 죽음에 책임이 있

음을 깨닫는다. 그는 해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알렉스의 리스트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녀를 둘러싼 소문이 무서워 해나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해나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낼 때도 해나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해나가 그에게 마음을 열고 그와 키스를 하던 파티에서도 그녀가 갑작스럽게 자

신을 거부하자 왜 그러는지 묻지도 않고 방을 나와 버렸다. 녹음테이프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해나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방관자였음을 깨닫는다. 해나를 좋아했

던 또 다른 학생 토니(Tony) 역시 해나가 그에게 남긴 테이프를 듣고 이 비극의 

근원인 저스틴에게 녹음테이프를 전달하여 그들의 잘못을 일깨운다. 또한 그는 

녹음테이프 안에 호명되는 학생들이 그 테이프를 듣는지 살펴보고 끝까지 듣도

록 격려하기도 한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해나의 자살을 감지

할 신호는 곳곳에 널려 있었고 막을 기회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외면했

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 용기를 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클레이와 토니는 늦었지만 행동하기로 결정한다. 클레이는 해나처럼 말수가 

없고 사람들을 피하는 스키에(Skye Miller)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해나

처럼 스키에도 자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그는 

먼저 소통을 위한 손을 내민다. 그리고 그는 해나의 녹음테이프를 다른 학생에게 

전달함으로써 해나의 자살에 대한 진실을 다른 학생에게 알린다. 토니 역시 녹음

테이프 듣기를 중단하려 했던 클레이를 도와 그 내용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일깨워준다. 두 사람은 해나를 외면했던 것과 용기 없음을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

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들의 행동은 작은 실천이지만 이상적인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들은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따돌림의 방관자들에게

도 생각 없이 벌이는 권력 지향적 학생들의 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상처받은 학생에게 손을 내밀라고 격려하는 것이다. 

어셔는 이 작품을 통해 집단따돌림과 자살의 문제에 있어 피해자를 구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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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 집중한다. 루드윅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상처받은 십대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달렸고 그들은 도움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개인

의 적극적인 노력을 먼저 강조한다. 이 작품의 한국어 번역판에 보내는 “작가의 

말”(어셔 341)에는 자살을 시도한 친척과의 대화가 이 소설의 소재이자 동기가 

되었음을 말한다. 그는 그 친척이 “자신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넌지

시 알렸지만 눈치 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확

신했다”(어셔 343)고 적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사소

한 문제가 삶의 희망을 버릴 만큼 커져 버리기 전에 도움을 받으라고 말한다. 또

한 어셔의 책에 관한 독자와 비평가들은 공통적으로 상처받은 개인들에게 주저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라고 강조한다. 2017년에 넷플릭스(NetFlix)사에 의해 이 

작품이 드라마화 되었을 때 주인공을 맡은 배우들은 각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즉각 도움을 청하라고 호소하면서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집단따돌림이 학생들이 속한 학교 조직과 사회의 경직성, 

위계질서, 효율성의 추구와 같은 체제 전반의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다. 아렌트 

역시 전체주의의 관료제 때문에 사유하지 않는 아이히만과 같은 사람들을 사회

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이라는 폭력

에는 그들이 속한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성공 지향적 사

고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집단따돌림의 문제를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시각에서 개인을 살피는 데 국한되었지만 사회적인 문제, 

체제 구조의 문제와 연관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족의 문제, 학교 제

도의 문제, 공동체 내에서의 구성원의 갈등 문제 등을 삽입한 드라마 �13가지 이

유�는 이 연구를 확장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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