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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H E R O ’ S  J O U R N E Y

서론

이 책은 당신에게 소망의 책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이 길

을 잃어버린 것 같고 인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마다 거기서 돌이키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 믿는다. 당신이 

이전에 경험한 것과는 다른 인생을 말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나 역시 나의 이야기를 진

솔하게 나누며 그 방법을 보여드리려 한다. 

하지만, 이 책 속의 진정한 스승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구석, 북한 출신의 10명의 놀라운 생존자들이다. 그들

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삶에서 겪는 끝없는 절망의 산을 거뜬

히 뚫고 나갈 수 있는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취하게 될 것이

다. 하지만 당신 앞에 놓인 어려움을 어떻게든 혼자 감당하려 

한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 이

야기는 잘 완성될 것이다. 당신이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이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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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대로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메시지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부분은 당신이 그동안 배웠

거나 상상했던 방식과는 반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잘 다듬

어지고 완벽해진 다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신이 갑자기 위대한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손대는 

일마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당신의 인생이 듣고 말할 

만한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

야기하고자 하는 대로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법을 배울 때, 당

신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을 이미 

겪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미 영

웅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 메시지에서 격려가 되는 또 다른 부분은 당신이 영웅 타입

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영웅성은 하나님으

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위의 다른 방식이 아닌 

그분의 영웅적인 행위를 받아들일 뿐이다. 

나는 이 책의 메시지가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주님께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거나 쓸데없이 

낙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희생자

의 이야기로 끝나거나 실패한 인생이 되도록 내버려두시지 않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

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1라고 말하

1   로마서 8:37, 개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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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말에 강력하게 동의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

님은 희생자가 아니시다. 희생자 이야기는 사탄에게서 온 것으

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따르면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2위해 왔다. 희생자 이야기가 말하는 것처럼 그 어

느 것도 당신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당신의 삶을 망가뜨릴 수 없

다. 반면에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가 영웅 이야

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만 들려주신다.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그분의 진리와 선하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 이

야기를 맡기는 이들에게 영웅의 지위를 허락하신다. 사탄이 아

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도록 허용하겠는

가? 앞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영웅

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전부다.   

둘째, 탈북민, 북한 기독교인과 거의 20년 동안 사역해오면

서, 나는 행복한 사람과 트라우마를 지닌 사람의 차이점을 깨닫

게 되었다. 그들의 차이는 각자의 독특한 경험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말할 때 사용하는 이야기의 틀

에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트라우마를 지닌 북한 주민들이 북

한이나 남한에서 배운 것이 아닌 다른 틀을 이용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왔던 것의 결과물이다. 여기

서 다른 틀이란 조지프 캠벨Joseph Campbell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분석한 ‘영웅의 여정’이다. 캠벨은 말 그대로 세계 모

든 문화권에 존재하는 영웅 이야기에서 열두 단계의 배경을 찾

2   요한복음 10:10, 개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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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고 믿는다.3

놀랍게도 이 책에 나오는 사례들을 읽고 따라서 연습하는 약

간의 외부적인 코칭을 통해 탈북민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도 자신의 이야

기를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

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당신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방식을 그렇

게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메시지가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하다고 믿는 세 번째 

이유는 이야기 틀을 바꿈으로써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

기 때문이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건강을 잃고, 이혼을 

하고, 학대를 당하고, 친한 친구들에게 고통스러운 배신을 당하

는 등 수년 간 파멸에 가까운 심리적, 영적, 육체적 사건들을 잇

따라 경험해왔다. 각각의 사건들이 내 인생에 얹혀질 때마다 나

는 슬프고 깨지고 실망 가득한 이야기로 내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이 더욱 더 강하게 들었다.  

그러나 이야기의 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알게 된 것은 

긍정적인 삶으로의 변화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로잡음으로

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야기의 틀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당신이 이야기의 틀을 바로

잡기까지는 당신의 인생에서 제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

다. 내가 익히 경험했듯이 잘못된 이야기의 틀은 만족스럽지 못

3    Joseph Campbell,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The Collected Works of 
Joseph Campbell) 3d ed. (Novato, CA: New World Library, 20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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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택을 가져올 것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살아가는 법을 나는 배워야 했

다. 이는 자기 중심적, 체면 기반 또는 성공 지향적인 주변(미

국과 한국) 문화의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롭고 구

속사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분의 이야기 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4

하나님의 방식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법을 배우

는 일은 당신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더 

큰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된다. 설사 당신이 그렇게 

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

다. 그러한 도전들이 결국엔 당신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훌륭하

고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이 긍정적인 사고를 위한 책이 아니라는 점

을 강조하고 싶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든 희생자의 이야기를 허

락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바로 긍정의 이

야기를 주신다거나 우리가 삶에 관해 긍정적이기만 하다면 어

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신다는 의미

는 아니다. 성경을 잠깐만 들여다봐도, 영웅의 발걸음은 가장 

암울하고 황폐한 곳들을 지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도무

지 해피엔딩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처럼 끝맺을 수도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36-39절에 등장하는 성경의 영

웅들 이야기를 살펴보자.  

4    Dan P. McAdams, The Redemptive Self: Stories Americans Live B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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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

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

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

지 못하느니라）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

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5 

성경에 따르면 이들의 이야기를 ‘영웅의 이야기’로 만들어주

는 것은 이야기 속 인물들이 실천한 긍정적 사고의 힘이 아니

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

해 40절이 없이 39절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다. 이 두 구절을 

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

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

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6 

오랫동안 ‘로스엔젤레스미션Los Angeles Mission’의 대표를 역임

한 마크 홀싱어Mark Holsinger 목사는 노숙자들이 펑펑 눈물을 쏟

으며 했던 고백, 즉 그들이 어떻게 가족과 직장, 자존심을 버렸

5   히브리서 11:36-39, 개역개정.

6   히브리서 11:39-40, 개역개정.



서론   15      

고, 어떻게 술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렸는지에 대해 인내심을 갖

고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상처와 절망의 이야기를 마칠 때면, 

홀싱어 목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지만 하나님은”이란 말

을 꺼냈다. 그러면 예상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요?”라는 질

문이 되돌아왔고, 홀싱어 목사는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

다. “이제야 제대로 된 질문을 하시는군요!” 7 

홀싱어 목사의 열정적인 답변은 이 책에 없는 두 번째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 책은 잘 다듬어지고 완결된, 안정적인 정체성

을 만들어 남은 인생 동안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당신의 이야기를 

잘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

한 ‘간증적 정체성‘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

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만드시는 방법과는 맞지 않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계

속 추가해 주실 것이다. 각각의 새로운 사건은 종종 기존 이야

기들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뒤집어 놓을 것이다. 알다시

피, ‘그렇지만 하나님은’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우

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

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에 반전과 변화, 수정을 가져다준다. 어떤 날은 기존 이

야기들을 산산조각 내버릴 수도 있다. 그런 날은 우리가 잘 안

다고 생각했던, 우리 자신과 인생,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고 만다. 그럼에도 그것이 좋은 소식인 이

7    Eric Foley, interviewed by author, Monument, CO, USA, September 14, 2013.



16   영웅의 여정: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로!

유는 그것이 바로 영웅의 여정마다 등장하는 공통적인 표지판

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전설적인 야구 감독 스파키 앤더슨

Sparky Anderson은 “매 24시간 마다 세상은 그 정상에 올라앉아 

있는 누군가를 향해 방향을 돌린다”고 말했다.8 영웅의 여정에 

오르게 된 것을 환영한다. 

사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자신에

게 우상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일단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결정하고 나면, 우리는 종종 그 이야기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하도록 내버려두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외부 환경들이 우

리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기존 이야기의 허위를 

드러낼지라도 말이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것

이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의 노력이 될 뿐이다.

하나님은 장애물을 싫어하신다. 우리는 통제와 안정에 가치

를 둔 채 어떻게 해서라도 고통과 당혹감, 불편을 피하려 들지

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는 

데 가치를 두신다. 

이 책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영웅의 여정’이라는 

틀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이유이다. 당신의 이야기를 말

하기 위해 매번 그 틀로 돌아갈 때마다, 당신의 이야기는 변화

된다! 때로 당신은 스스로 10단계나 12단계에 와있다고 장담하

8     “Sparky Anderson Quotations,” Memorable Quotations, March 10, 2014, 
accessed March 10, 2014, http://www.memorablequotations.com/anderson3.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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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만, 당신의 여정을 기록하고 나면 스스로가 4단계나 어쩌

면 아직도 1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단계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영웅의 여정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영웅의 여정은 당신을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서 건져준다. 당신의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현재의 순간에 때로는 잘못된 안정감으로 

스스로를 달래기도 하고, 불필요한(때로는 신실하지 못하고 죄

악된) 절망으로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경향을 자연스럽게 보인

다. 영웅의 여정이 지닌 서사적 틀은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일 

뒤에는 거의 항상 반전이 있고, 반전으로 보이는 일 뒤에는 거

의 항상 해피엔딩이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이고도 조용하게 상

기시켜준다. 인생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에 갇힌 채 그 너머를 

보려고 안간힘을 쓸 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황홀하거나 절망

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마치 중국의 고사에 등장하는 어느 목장 주인과 그 아

들에 관한 이야기와 같다. 어느 날 목장 주인이 말을 돌보고 있

었는데, 아들이 대문을 열어 두는 바람에 늙은 말 한 마리가 도

망치고 말았다. 아들은 탄식했다. “저런! 나쁜 일이 일어났네!” 

그러나 주인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라고만 말했다.   

다음 날, 목장주인과 아들은 잃어버린 말을 찾으러 나섰고, 

그 말이 야생 종마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인과 아

들은 그 말들을 전부 몰고왔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갖

게 되었다. 아들이 환호하며 말했다. “와, 좋은 일이 일어났네!” 

그러나 주인은 기뻐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은 채 이렇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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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다음 날, 아들은 야생마 한 마리를 길들이려다가 그만 낙마하

고 말았다. 공중에 높이 솟구쳤다가 땅에 떨어진 아들은 여러 

군데의 뼈가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아들이 씩씩거리며 말했

다.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다니!” 그러나 주인은 아들 옆에 앉

더니 이렇게 물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튿날, 군대가 마을에 들어와 건장한 청년들을 모두 징집해 

갔다. 외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전시키기 위해 데려가는 것으

로 그곳은 살아서 돌아오기 힘든 곳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뼈가 

부러진 탓에 마을에 남게 되었다.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주인이 물었다. “그

걸 네가 어떻게 알아?”9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목장 주인이 알지 못하는 하늘 아버

지의 성품에 대해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

리를 위해 끊임없이 좋은 일을 베푸신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을 이루느니라”10 영웅의 여정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이야기에서는 비록 최악의 상황 

속에서조차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

9    “The Chinese Farmer,” Inspire21, March 10, 2014, accessed March 10, 2014, 
http://www.inspire21.com/stories/lifestories/TheChineseFarmer.

10   로마서 8:28, 개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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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따라서 주인이 가진 불확실한 세계와 

달리 우리 모두는 각자 영웅의 여정 가운데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웅적인 행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행해지고 표현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 

역시 영웅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사도 바

울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1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상속자(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은 영웅의 여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진리이다. 그 

목장 주인은 인생이 해석할 수 없는 사건들의 순환적인 연속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한 사건들로 인생 이야기가 채워지는 것

을 허락지 않으신다. 대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짊어지시고, 그분의 고통을 마치 우리 자신의 것처럼 짊

어지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러한 진리를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러한 진리에 너무 익숙했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 심지어 나의 실패, 결점, 그리고 죄로 인해 발생한 것들까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는 있었지만, 

11    로마서 8:17, 개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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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이야기 속에는 없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이라고 말 

하는 대신 ‘그렇지만 나는’이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 내가 살아

온 이야기는 주님의 것이 아닌 나 자신의 것이 되어버렸다. 하

나님이 나에게서 영웅 이야기를 만들어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나 기대,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내겐 없었다. 심지어 내가 먼저 

내 행동을 가다듬기 전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괜찮은 기독교인

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20년 전 만나 꽤 가까워진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꼭 소개하

고 싶다. 그들은 바로 북한 사람들, 특별히 현재 남한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탈북민들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영웅의 여정은 단지 있을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공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란다. 이 탈북민들은 자신들에 관해 들었거나 말해왔던 이야

기들은 접어 둔 채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

였다.    

어쩌면 북한에 관한 약간의 배경 설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인구는 2천 5백만 명으로 추정되지만,12 여러 면에서 북한

은 하나의 이야기, 즉 김일성의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다.13

모든 북한 주민들은 성장하면서 김일성의 생애에 관한 100가

12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Korea, North, 2021, 
accessed October 15, 2021,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
korea-north/.

13    Hyung-chan Kim and Dong-kyu Kim, Human Remolding in North Korea: A 
Social History of Education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North Americ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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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상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암기해야 한다. 여기엔 정확한 날

짜, 장소, 세부사항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14 학생들은 학교에

서 김일성의 생애에 대해 연설해야 한다. 공부를 안하는 등 잘

못된 행동을 할 때는 담당자에 의해 자아비판(생활총화)을 해야 

한다. 이들은 김일성이 언제나 공부를 잘했으며 그를 위한 혁명

가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일깨워야 

한다. 김일성은 거의 모든 북한 사람들 이야기의 주제다. 이는 

당연히 김일성이 거의 모든 북한 사람들 이야기의 영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15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조국을 탈출하는 순간 그들은 수백만 

개의 이야기가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온다. 남한에 입국하면(현

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3만 4천 명 정도이다),16 이들은 

더 이상 김일성 이야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

다. 나를 비롯한 많은 남한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은, 물론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꽤 자연

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 

때문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

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남들이 하는 자신들에 관한 이야기

14    Kim Hee Rin (pseudonym), interviewed by author, Seoul, Korea, September 
10, 2013.

15     Bae Hee Hyo (pseudonym), interviewed by author, Seoul, Korea, April 7, 
2012.

16    Ministry of Unification, 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s. 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s< Data & Statistics< South-North Relations< 통일부_영문. 
Retrieved September 30, 2021, from https://www.unikorea.go.kr/eng_
unikorea/relations/statistics/defectors/.



22   영웅의 여정: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로!

를 재빨리 수용한다.17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다. 탈북민

들은 당연히 북한에서 배신자로 여겨지지만,18 남한에서도 그 

못지 않은 강한 편견 속에 살아간다.19 게으르고 어리석으며 정

직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비춰진다.20 일반적으로 탈

북민들은 지금 같은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에는 기술이 역부족

이다.21 심지어 남한 말을 하는 것조차 이들에겐 쉽지 않다. 각 

지도자들의 의도적인 선택으로 북한과 남한은 분단 수십 년 동

안 매우 다른 방언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22

결국, 많은 탈북민들이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내

면화하게 되고,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아주 치명적이다. 16%가 

넘는 탈북민들의 자살율은 전 세계 그 어느 부류보다 높다.23 이

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당신의 인생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

17   Lee Sung Gi (pseudonym), interviewed by author, Seoul, Korea, November 5, 
2013.

18    Barbara Demick, Nothing to Envy: Ordinary Lives in North Korea (New York, 
NY: Spiegel & Grau, 2009), 234.

19    Jacques L. Fuqua, Jr. Korean Unification: Inevitable Challenges (Dulles, VA: 
Potomac Books, 2011), 80.

20    Ibid., 79.
21    Mok Yong Jae, “80% of Defectors Struggle to Hold Down Positions,” Daily 

NK, February 14, 2011, accessed March 11, 2014, http://www.dailynk.com/
english/read.php?cataId=nk00100&num=7357.

22    Ho-Min Sohn, The Korean Languag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3     Special Reporting Team, “DPR Korea: Defector Among Us—What Does She 
Look Like,” Reliefweb, October 19, 2010, accessed March 11, 2014, http://
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dpr-korea-defector-
among-us-what-does-she-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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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틀을 선택할 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각

한 통계 수치다.          

이것이 바로 내가 탈북민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영웅의 여정이라는 틀을 활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도

록 지도하는 데 참여한 이유다. 그것은 실로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였다! 나와 얘기를 나눴던 거의 모든 탈북민들은 자신의 삶

에 관해 말하면서 희생자의 이야기, 참으로 무가치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삶은 굶주림, 강제 

수용소, 잔혹한 독재통치, 그 통치자들을 숭배했던 기억들로 가

득차 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도전

하고 코칭한다. 

우선, 영웅의 여정의 틀을 그들과 공유한다. 그리고 조지프 

캠벨이 신화 학자로서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

장 진실한 이야기가 바로 영웅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라고 설명해 준다. 또한 영웅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문화

를 초월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말해준다.24

다음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와 우리의 증언의 말씀(요한계

시록 12:11)으로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

님에 관해 공유한다.25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생존의 문

24    Christopher Vogler, The Writer’s Journey: Mythic Structures for Writers, 
3d ed. (Studio City, CA: Michael Wiese Productions, 2007), xiii.

25   요한계시록 12:11, 개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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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나

는 탈북민 형제자매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라고 조언한

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북한을 떠났다 하더라

도, 영원히 김일성 이야기에 갇힌 채 인생을 마감하고 말 것이

기 때문이다.26

이런 사실을 감안하며 탈북민들을 코칭하다가 깨달은 게 있

다. 탈북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탈

북민들이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영웅의 여정 이야기를 말하려

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그냥 저절로 건강한 

스토리텔링을 터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이야

기를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이야

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속이든, 더 흔하게는 희생자로 단단히 인식하

든 우리를 불행한 결말로 이끌게 될 것이다.27

희생자 이야기란 당신이 겪은 고통과 고생에 비추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28 인생에서 상처를 입었

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희생자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고통을 모

든 사람이 이해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북민들과 함

께 하며 알게 된 것은 희생자의 이야기로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26    Helen-Louise Hunter, Kim Il-song’s North Korea(Westport, CT: Praeger, 1999). 
27     James W. Pennebaker, “Telling Stories: The Health Benefits of Narrative,” 

Literature and Medicine 19:1 (2000): 3-18.
28   Martha Minow, “Surviving victim talk,” UCLA L. Rev. 40 (199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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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특히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주

인공이 되고, 그 이야기는 당신이 아닌 그들의 이야기가 되어버

리기 때문이다.     

당신이 배울 수 있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영웅 이야기다. 당신은 스스로를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

다. 그 점을 탈북민들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북

한에는 오직 한 명의 영웅, 김일성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에 등장하는 탈북민들이 깨달은 것처럼 누구든지 자신이 

직면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

씀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은 진정한 영웅이다.   

우리 각자는 큰 어려움에 맞닥뜨려서도 그것을 이겨낼 힘과 

도구를 하나님께 부여받는다.29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설계

하셨다. 비록 우리 각자의 이야기는 독특하지만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놀라울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구조를 따

라간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성장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다.30 북한 출신이든, 남한 출신이

든, 북미나 남미 출신이든 상관없다. 각 사람마다 걸어야 할 ‘영

웅의 여정’이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나와 열 명의 탈북민들처

럼, 우리는 평범한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아, 어려움에 직면

하고, 조력자와 멘토, 원수들을 만나며, 위험한 곳으로 빠져들

고, 보상을 받고, 마침내는 당신이 배우게 된 것을 당신이 예전

29    요한복음 16:33, 개역개정.

30   고린도후서 3:18, 개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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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냈던 그 평범한 세상에 머물고 있는 다른 이들과 나누라는 

소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당신이 오늘 이 책을 들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영웅

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당신의 이야기에서 고

통스러운 부분만 기억이 날 수도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 중 하

나가 되었다. 그는 종종 철학자 니체의 말을 인용하여 “살아갈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31고 말하곤 했

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더라도, 살아갈 이유를 이해

하고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프랭클이 말하고 

싶어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웅의 여정’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다. 가장 극

심한 고통과 고난, 좌절과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을 경

험한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일들을 지속해나가며 최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

로 자신의 ‘영웅의 여정’ 이야기를 보고, 이해하고,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말이다. 

이 책에는 나와 열 명의 탈북민들이 겪은 놀라운 이야기 그리

고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영웅의 여정’의 12단계가 나와 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말해줄 것이

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었을 때쯤이면 당신은 영웅의 여정이 

31    Viktor E. Frankl, Man’s Search for Meaning, 1984 ed. (New York, NY: 
Washington Square Press, 198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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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끝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각 장마다 등장하는 영웅이 

그린 그림에 각별히 집중해주기 바란다. 이유는 책 뒷부분에서 

설명할 것이다.) 그런 다음엔 당신만의 ‘영웅의 여정’을 쓰는 법

을 알려 줄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영웅의 여정을 쓰는 일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사실 당신의 이야기를 짧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스스로 잘 기억할 수 있고, 다른 사

람과도 쉽게 나눌 수 있고, 수정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지구상에서 숨을 쉬는 동안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계

속해서 수정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쓰기에 앞서, 우리의 이야기를 읽기

에 앞서 조지프 캠벨의 ‘영웅의 여정’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고 

싶다. 바로 당신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12가지 단계다. 

1. 평범한 세상. 당신이 자라온 세계, 즉 여정의 두 번째 단계

로 들어서기 전의 ‘평범한’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집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다.    
 

2. 모험으로의 부르심. 어디선가, 어떠한 방식으로, 누군가, 

어떤 것, 혹은 어떤 연속된 사건으로부터 당신이 부르심을 

인식하는 단계다. 이것은 당신의 평범한 세상을 떠나 어떤 

새로운 곳,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이다.  

3. 부르심의 거부. 처음에 우리는 평범한 세상을 떠나기 거부

할 수도 있다. 만약 떠났다 해도 그것이 실수라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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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오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4. 멘토와의 만남. 여정을 계속 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줄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
 

5. 첫 관문의 통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드

디어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순간이다. 평범한 세상은 뒤로 

한 채, 모험이 시작된다.   
 

6. 시험, 조력자 그리고 원수. 이 길을 걷는 내내 우리를 도전

하는 시험들, 우리를 돕는 조력자들, 우리를 막아서는 원수

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7. 가장 깊은 동굴에 접근. 영웅의 여정에서 가장 큰 시험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는 순간이다. 살아남을 수 없

을 것처럼 보이는 맹렬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
 

8. 시련.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가장 깊

은 동굴은 외적인 전투이고, 시련은 내적인 전투이다. 스스

로에게 의문을 던질 수도 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 의문

이 들 수도 있다. 믿음을 잃을 수도 있고, 희망을 잃을지도 

모른다. 시련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말한다. 
 

9. 보상. 이전 두 단계의 외적/내적인 전투를 잘 치러내면, 

보상을 받는다. 보상이 항상 트로피나 상금, 돈과 같은 물질

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상은 우

리 자신이나 세상, 우리의 목적이나 소명에 관한 새로운 통

찰의 형태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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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환의 길. 평범한 세상을 떠나 여정을 마친 뒤엔, 우리가 

받은 보상을 되돌려주기 위해 이제는 돌아서서 왔던 곳을 향

한다. 당신은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이 당신의 여정 앞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

다. 그래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그 단계가 어

떨지를 예상하기 시작한다. 
 

11. 부활.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한다. 보통 이것

은 전혀 예상치 못한 도전이며, 그 어떤 도전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도전임이 틀림없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다. 

탈북민들은 남한에 도착하면 흔히 이제 도전과 고난은 끝났

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남한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

다 보면, 이전에 접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놀라게 된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슬프게도, 이것이 일부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자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예상하고, 

이 단계를 부활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엔 당신이 여정 속에서 얻은 보상을 활용함으

로써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거

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12. 영약을 가지고 귀환. 영약은 치료약이다. 실생활에서 영

약이란 보통 문자 그대로의 약은 아니다. 그보다는 여정에서 

배우게 된 것을 평범한 세상으로 가지고 돌아가 다른 사람들

에게 치유를 선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내가 얻게 된 ‘영

약’과, 이 책을 통해 그것을 사용해 어떻게 당신에게 치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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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한다.32

이것이 영웅의 여정의 12단계다. 이 단계들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12단계를 이미 다 완수했잖

아.’ 훌륭하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당

신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

에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당신이 기억해 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 다만, 내일 당장 주님께서 당신의 이야기

에다 새로운 국면을 전개하심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내가 단계들을 소개할 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몇 단계를 완수하긴 했는데, 전부는 아닌 것 같아.’ 그 역시도 

훌륭하다! 여정은 시작되었고, 당신의 이야기는 진행 중이다. 

당신의 ‘영웅의 여정’ 이야기를 이해하고 앞에 놓인 단계들을 앎

으로써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려움들을 예상하고,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이 당신만의 ‘영웅의 여정’의 완성에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아니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영웅이라

고? 심지어 내가 그 여정 가운데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걸.’ 그렇다면 당신은 바로 이 여정을 위한 최적의 출발점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당신처럼 자신은 절대 영웅이 아니라고 생각

32    Linda George, Fill-in-the-Blank Plotting: A Guide to Outlining a Novel Using 
the Hero’s Journey & Three-Act Structure (Milwaukee, WI: Crickhollow 
Book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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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11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깜짝 놀랄 

새로운 일과 사건들이 당신 앞에 놓여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라.

자, 그렇다면 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