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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가난은 뤼트뵈 에게 각별한 요성을 갖는 소재이다. 실을 찰하는 그의 시선은 자주 

가난의 고통에 주목하고, ‘개인  시들’은 그것을 시인의 정체성으로 삼는다. 이 듯 자명한 

사실에서 출발하는 우리의 연구는 뤼트뵈 의 시에서 가난이 하는 상을 밝히고 그 맥락

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 을 둔다.

  뤼트뵈  당 , 즉 13세기는 교환경제의 발 으로 인해 가난 문제가 심화되던 때이다. 그 

여 는 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사회경제  변화는 이데올로기에도 향을 미쳐, 응책

으로서 자선 활동과 자애의 미덕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가난뱅이들을 도움의 상으로 취

하는 사고와 실천은 이들을 소외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더불어, 궁핍을 죄의 뿌리라 여기

는 통  이 잔존하면서, 자애의 구호 이면에서는 경계와 경멸이 퍼져갔다. 요컨  연

민과 오의 양극 사이에서 정작 가난뱅이들은 발언권 없이 상화, 주변화되고 있었다.

  가난을 소외시키는 이데올로기는 뤼트뵈 의 시에서 여러 모습으로 되풀이된다. 이 은 

그가 찰자의 으로 주  실을 응시할 때 특히 분명하다. 시인은 자애를 찬양하고 인색

과 탐욕을 규탄하지만, 가난뱅이들은 결국 시혜의 상으로 간주될 따름이다(｢세상의 상처

들｣). 그가 가난뱅이들에게 호의 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그는 들의 욕심과 게으름을 질

책하기도 하고(｢세상의 상태｣) 추 로 인한 괴로움을 조롱하기도 한다(｢그  거 뱅이들의 

이야기｣). 어떤 시에서도 뤼트뵈 는 동시 의 일반  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탁발수도회를 겨냥한 논쟁시에서도 가난 소재는 큰 역할을 한다. 그는 한편에서, 가난을 

타락과 연결짓는 흔한 사고방식에 기 어, 탁발수사의 가난이란 미덕 아닌 악덕의 징표일 뿐

이라고 일갈한다.  다른 한편에서 그는  거짓 가난뱅이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 진짜 가난

뱅이들의 처지를 개탄한다. 가난에 한 불안과 의혹은 이 흔히 느끼는 감정이었기에, 

뤼트뵈 는 여기에서 략 으로 유용한 논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난

은 하나의 도구로 락한다. 가난뱅이들을 변하는 것은 뤼트뵈 의 소 이 아니다. 

  하지만 지 까지 살펴 본 시들로부터 가난의 다른 의의를 끌어낼 수도 있다. 내용의 상투

성에도 불구하고, 뤼트뵈 의 실 묘사에서 가난이 그토록 자주 다루어진다는 사실은 그것

만으로도 충분히 시사 이기 때문이다. 부(富)를 기 으로 사회를 분할하는 13세기 도시에서 

가난을 향한 유다른 심은 실에 한 민한 감각을 증명한다. 

  타인의 가난을 바라보던 뤼트뵈 의 시선은 개인  시들에서 자기 자신에게 용된다. 그

는 여타 가난뱅이와 같은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시인이 고백하는 불행의 일화들을 

순 한 자  기술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뤼트뵈 가 불행의 책임을 우선 자신의 과오에, 

즉 노름, 술, 잘못된 결혼에 돌릴 때(｢겨울의 그리에슈 노름｣, ｢여름의 그리에슈 노름｣, ｢뤼트

뵈 의 결혼｣), 여기에서는 하나의 통  토포스를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 토포스는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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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과 무 한 것이 아니다. 종 뢰르(jongleur)로서 뤼트뵈 는 청 의 연민을 자극하면서

도 즐거움을  만한 이야깃거리를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그는 ‘가난뱅이 바보’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당장의 실에 짓 린 자기 자신의 희망 없는 무력함을 부각시켜 스스로를 조롱

한다. 하지만 시인의 결핍을 매개로 하여 실의 구체  상황이 시 속에 스며들 때, 시에는 

역설 으로 더욱 풍요로운 정경이 만들어진다. 

  개인  시들은 온순한 하소연에 그치지 않는다. 뤼트뵈 는 여기서 자신의 곤궁을 이야기

할 뿐 아니라 사회를 향해 신랄한 비 을 가하기도 한다. ‘자애의 상실’을 한탄하는 비 의 

내용은 새롭지 않지만, 가난뱅이의 시 과 목소리는 시의 기법을 다채롭게 하면서 상투어에

도 새로운 힘을 부여한다. 그는 1인칭과 3인칭 사이의 시  환을 통해 가난뱅이의 사소한 

경험을 일반  화로 변모시키고(｢겨울의 그리에슈 노름｣), 가난뱅이의 거친 목소리가 만들

어내는 충격효과에 힘입어 자신의 괴로움을 표 한다(｢뤼트뵈 의 평화｣). 세상의 구석에 처

한 가난뱅이가 보편  진리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말은 체험에 바탕을 둔 독특한 진실성

을 갖는다. 한 가난뱅이를 변두리로 배제하던 당  도시에서, 시인의 비좁고 비뚤어진 시

야는 편화된 세상의 이면을 직시하는 데 더할 나  없이 합한 수단이 된다(｢뤼트뵈 의 

비탄｣).

  자기조롱과 사회비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개인  시들은 시인의 자기의식을 드러난다. 

세상에 공격을 퍼붓다 말고 가난뱅이다운 겸손한 태도로 타인의 도움을 청하는 뤼트뵈 는 

자신의 시에 청원서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뤼트뵈 의 비탄｣). 하지

만 그의 겸손은 양가 이다. 그는 종 뢰르로서 살아온 과거를 참회하기도 하지만(｢뤼트뵈

의 회개｣), 생계를 해 시를 지어야 하는 옹색한 처지를 핑계 삼아 종 뢰르를 향한 종교와 

사회의 단죄를 피하려 하기도 한다. 이 게 하여 그는 구원의 가능성을 남기고자 애쓰며, 시

라는 하찮은 노동에도 최소한의 존재 자격이 부여되기를 희망한다(｢뤼트뵈 의 결혼｣). 

  ｢뤼트뵈 의 가난｣은 이 가난뱅이 시인의 온갖 면모를 집약하는 사례이다. 한 여기에서

는 가난뱅이의 목소리가 시  언어에 미치는 향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 목소리가 ‘아노미

나티오’(annominatio)와 같은 기성의 수사 규칙을 동요시키며 무람없는 말장난으로 빠져들 

때, 그것은 세상의 질서와 시인 사이의 격 을 암시한다. 자신을 배제하는 세상을 유쾌하게 

풍자하면서, 그는 동시에 종 뢰르로서의 죄의식과 불안을 드러낸다. 이 모순은 규범에서 일

탈하는 부정합의 시구들로 표 되고, 그 결과 하나의 시  신을 만든다.

  뤼트뵈 의 시에서 가난의 모습은 단일하지 않다. 그는 이데올로기에 침윤된 토포스를 반

복할 뿐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반복의 과정 속에서 시인은 토포스를 변주하여, 그

것이 실의,  시인 자신의 해결 불가능한 모순을 가리켜 보이도록 한다. 이데올로기의 제

약은 시의 자원이 된다. 

주요어 : 가난, 도시, 종 뢰르, 자기의식, 이데올로기

학  번 : 2009-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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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3세기 시인 뤼트뵈 (Rutebeuf)1)에 한 연구에서 가난이라는 주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

다. 가난은 그의 시에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고, 이미 숱한 비평가들의 해석을 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소재의 여러 양상을 종합하여 고찰하는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뤼트뵈 에게서 가난이 갖는 의미는 개 직 으로 조명되었고, 세 한 분석은 일부 작품

에만 국한되었다. 

  가난을 이야기하는 그의 시들은 그것에 각기 다른 상을 부여하며, 시인의 시각에도 일

성이 없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난 이 아니다. 작품 간의 편차는 상이

한 작품을 아우르는 포  해석의 단 를 찾아내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한 몇

몇 시편에서 가난이 유달리 큰 요성을 하고 있다면, 이 특이성을 밝히기 해서라도 같

은 소재를 취한 다른 사례들을 나란히 놓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 가지 기

를 갖는다. 우리는 뤼트뵈 의 다양한 작품들을 비교하여 가난에 한 시인의 사고를 확인하

는 한편, 이 소재로부터 뤼트뵈 의 시  고유성에 근하는 길을 탐색할 것이다.

  뤼트뵈 는 19세기부터 본격 인 연구의 상이 되었다. 이 시기의 평자들에게서 뤼트뵈

의 시에 한 심은 ‘인간’ 뤼트뵈 에 한 심과 자주 뒤섞 다. 시인의 삶에 해 아

무 자료도 해지지 않는다는 , 세의 수고(手稿)들이 뤼트뵈 라는 이름 아래 묶어 놓은 

쉰 여 편의 작품밖에 그가 남긴 것이 없다는 을 생각한다면 의외로운 일이다. 하지만 시의 

문제와 시인의 문제 사이의 혼융에 일차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그의 작품들, 그 에서도 

시인 자신의 삶을 자 으로 그려내는 ‘개인  시들(poésies personnelles)’이었다. 19세기는 

이 ‘서정시’들에, 무엇보다도 그 시들이 들려주는 가난뱅이의 불행에 흥미를 느 다. 시인들

의 고뇌에 깊은 애착을 느끼던 낭만주의 시 는 세와 를 잇는 보편소를 뤼트뵈 의 

비참에서 찾아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1839년 최 의 뤼트뵈  집을 펴낸 아르실 쥐비날

(Archille Jubinal)은 “아아 ! 그는 ‘트루베르’ 으니, 즉 사뭇 불행하 다. 이것은 운명이 원

토록 시인들에게 부여한 특성인 듯하다”고 외치며 본 맨 앞쪽에 개인  시들을 배치했

1) 뤼트뵈 의 생몰연 는 알려져 있지 않다. 존 작품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이 1249년의 ｢코르들리에들

의 이야기(Le Dit des Cordeliers)｣로, 가장 늦은 것이 1277년의 ｢속(續) 바다 건 에 한 비탄(La 

Nouvelle complainte d’Outremer)｣으로 추정될 뿐이다. 

     우리는 뤼트뵈  작품의 본으로 미셸 쟁크가 펴낸 집을 사용한다(Rutebeuf, Œuvres complètes, 

éd. et trad. Michel Zink, 2e éd., Paris, Le Livre de Poche, 2001 [이하 MZ로 약기]). 다만 ‘8음  a각운

― 8음  a각운 ― 4음  b각운 ― 8음  b각운― 8음  b각운 ― 4음  c각운...’의 미완삼연구(tercet 

coué) 형식을 취한 시들에서는 쟁크를 제외한 다른 편자들과 같이 4음  시행을 들여쓰기 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원문 텍스트에서 첫 자가 문자로 쓰인 단어를 번역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딕체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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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한 세기 이상이 지난 1953년, 귀스타  코엔(Gustave Cohen)은 뤼트뵈 를 “ 주받은 시

인들의 선조”라 명명한다.3) 그 사이의 연구자들 부분에게, 때로는 이후까지도, 뤼트뵈 가 

남긴 한탄의 시구들은 실제의 삶에서 솟아난 “훌륭하고도 진실한 서정”의 산물이라고 여겨

졌다.4) 1959-1960년 출간된 에드몽 랄(Edmond Faral)과 쥘리아 바스탱(Julia Bastin)의 집 

역시, 실증 이고 문헌학 인 엄 성에 있어 획기 인 성과이기는 하나, 시인의 고백에서 

기( )를 얻으려는 통  기획을 고수했다.5)

  20세기 반 무렵, 시를 재료로 삼아 시인이 겪은 실을 재구성하던 그간의 경향에 이의

가 제기되기 시작한다. ‘ 자’의 역할에 근거를 둔 ‘진정성’, ‘독창성’ 등의  개념으로 

세문학을 평가하는 데 해 의구심을 느낀 연구자들은 뤼트뵈 를 세의 고유한 맥락 속

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6) 1970년 낸시 리맨 리갈 이도(Nancy Freeman 

2) “Hélas ! il était trouvère, c’est-à-dire assez misérable, ce qui semble un apanage éternellement constitué aux 

poëtes par le destin”(Œuvres complètes de Rutebeuf, trouvère du XIIIe siècle, éd. Achille Jubinal, 2 vol., 

Paris, É. Pannier, 1839. I, p. IX). 쥐비날은 연 기  배치의 불가능성으로 인해 다음의 순서로 작품을 

배열했다고 밝힌다. “1° les pièces composées par Rutebeuf sur lui-même, 2° les pièces relatives à de 

grands personnages et à de grands événéments, 3° les pièces satiriques, 4° les fabliaux et contes”(I, p. 

XXIX). 

3) Gustave Cohen, “Rutebeuf, l’ancêtre des poètes maudits”, Études classiques, vol. 21, 1953, pp. 1-18.

4) “훌륭하고도 진실한 서정”은 귀스타  랑송의 표 이다. “Voilà le bon et le vrai lyrisme : et c’est pour-

quoi il ne fallait pas oublier le pauvre diable qui, le premier chez nous, dans la laide et vulgaire réalité de 

cette vie, a recueilli un peu de pure émotion poétique”(Gustave Lanson,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Paris, Librairie Hachette, 1951, p. 119). 다음 연구들에서도 다소간 이와 유사한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Paulin Paris, “Rutebeuf”, in 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tome XX, Suite du treizième siècle, depuis 

l’année 1286, Paris, F. Didot frères / Treuttel et Wurtz, 1842, pp. 719-798 ; Louis Moland, “Les Satires 

(Guiot de Provins ― Hugues de Berzi ― Rutebeuf ― Le Débat du croisé et du décroisé)”, in Les Poëtes fran-

çais : recueil des chefs-d’œuvre de la poésie française depuis les origines jusqu’à nos jours avec une notice 

littéraire sur chaque poëte, dir. E. Crépet, 4 vol., Paris, Gide, 1861-1863, I, p. 248-273 ; Léon Clédat, 

Rutebeuf, Paris, Hachette, 1891 ; Edmond Faral, Les Jongleurs en France au moyen âge, Paris, H. 

Champion, 1910, pp. 159-166 ; Joseph Bédier, Les Fabliaux, études de littérature populaire et d’histoire lit-

téraire du moyen âge, 4e éd., Paris, É. Champion, 1925, pp. 399-418 ; Rutebeuf, Les Poésies Personnelles, 

éd. Harry Lucas, Strasbourg, s.n., 1938 ; L.-G. Pesce, “Le portrait de Rutebeuf. Sa personnalité morale”, 

Revue de l’Université d’Ottawa, vol. 28, 1958, pp. 55-118 ; Arié Serper, Rutebeuf poète satirique, Paris, 

Klincksieck, 1969 ; Jean Frappier, “Rutebeuf, poète du jeu, du guignon et de la misère”, in Études d’histo-

ire et de critique littéraire : du Moyen Âge à la Renaissance, Paris, H. Champion, 1976, pp. 123-132.  

     뤼트뵈 를 일종의 낭만  서정시인으로 만든 통  경향에 한 개 로는 Michel Zink, “Poète 

sacré, poète maudit”, in Modernité au Moyen Âge, dir. Br. Cazelles et Ch. Méla, Genève, Droz, 1990, pp. 

233-235 참조. 이 태도는 그를 일반 의 변자, 실을 재 하는 사실주의자로 여기는 시각과 흔

히 공존했는데, 뤼트뵈 로부터 ‘ 성’을 읽어내고자 했다는 에서 양자는 동궤에 놓인다. 

5) Œuvres complètes de Rutebeuf, éd. Edmond Faral et Julia Bastin, 2 vol., Paris, A. et J. Picard, 1959-1960

[이하 F-B로 약기].

6) Edward Bilings Ham, “Rutebeuf ― Pauper and Polemist”, Romance Philology, vol. 11, 1957-1958, pp. 

226-239 ; Alfred Foulet, “Review : Edmond Faral and Julia Bastin, edd., Œuvres complètes de Rutebeuf”, 

Speculum, 36, 1961, pp. 328-332 ; Germaine Lafeuille, Rutebeuf, Paris, Pierre Seghers , 1966 등 참조. 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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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lado)가 출간한  뤼트뵈 의 시  패턴들 : 13세기 비궁정  시의 양식들에 한 연구 7)

는 요한 환 이 되었다. 문학의 틀로는 세문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 세문학

의 역사는 통의 부단한 되풀이와 변주로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에 주의를 요청하면서, 리

갈 이도는 패턴 혹은 토포스라는 개념을 통해 뤼트뵈 의 작을 체계 으로 분석한다.8) 

그녀에 따르면 개인  시들을 비롯한 뤼트뵈 의 모든 작품은 자의 삶과 필연  계가 

없는 토포스의 조합이다. 따라서 시로부터 자 개인을 찾으려는 시도는 “ 습”을 도외시하

는 탓에 해명할 수 없는 “모순”에 맞닥뜨리면서 길을 잃기 마련이다.9) 

  리갈 이도의 연구는 뤼트뵈 에 한 여러 선입견을 일소하 고 오해받거나 무시당해 온 

면모들을 새로이 고찰하게 했다. 그러나 통에 한 강조로 인해 뤼트뵈 가 통 속에 만

들어 낸 독특함은 상 으로 가려지게 되었다. 더불어, 리갈 이도의 연구가 큰 틀에서 

랄과 바스탱의 작품 분류에 근거한다는 에도 비 의 여지가 있다. 장르  소재를 기 으

로 삼아 뤼트뵈 의 작품들을 “교회, 탁발수도회  학(L’Église, les Ordres mendiants et 

l’Université)”, “십자군(Les Croisade)”, “불운의 시들(Poèmes de l’infortune)”, “종교  시들

(Poèmes religieux)”, “우스개 작품들(Pièces à rire)”이라는 다섯 그룹으로 나  랄과 바스탱

의 분류는 후 의 기 을 소  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10) 따라서 이를 출발 으로 삼은 

르 기 트가 펴낸 뤼트뵈  선집의 짧은 서문도 유사한 지 을 담고 있다(Rutebeuf, Le mariage 

Rutebeuf & autres poëmes, éd. Robert Guiette, Paris, GLM, 1950). 기본 으로 시인의 고백을 시하는 

랄 역시 문학  례의 향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Sans doute sa parole ne peut-elle être toujours 

prise au pied de la lettre, par exemple lorsqu’il dépeint sa pauvreté, en donnant dans le développement con-

ventionnel et en forçant la réalité pour mieux émouvoir un protecteur : il n’a pas été le seul, de Colin 

Muset à Clément Marot, à jouer de cette corde”(F-B, p. 43).

7) Nancy Freeman Regalado, Poetic Patterns in Rutebeuf : a Study in Noncourtly Poetic Modes of the 

Thirteenth Century,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0 [이하 PPR로 약기].

8) 리갈 이도는 ‘패턴’을 시  기법이라는 형식  측면과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문화  측면 양쪽에 

련시킨다. “The poetic patterns in Rutebeuf which I have described in this study are not only the secrets 

of poetic technique within his work. They are also the web of relations linking the poet to his public, and 

Rutebeuf’s poetry to the artistic conceptions of his time. Patterns are, then, both cultural and formal 

structures... Such patterns provide models and matter for expression without completely determining what 

the poet will say”(PPR, p. 3). 세 문학 반에서 통의 역할에 한 일반  연구로는 Paul Zumthor, 

Essai de poétique médiévale, Paris, Seuil, 2000, pp. 83-133 참조. 

9) “One cannot, finally, glean much of any interest from Rutebeuf’s ‘personal’ verse about the man, his habits, 

his tastes, his finances, or his family. And such move away from the poem to the man is doomed to trail 

off in a forest of convention and contradiction”(PPR, p. 311). 

10) 랄과 바스탱도 이미 자신들의 분류가 갖는 난 을 의식하고 있었으며(F-B, I, pp. 220-221 참조), 알

드 풀 는 다음과 같이 쓴다. “This division, while stressing the diversity of the poet’s inspiration 

and allowing the reader to find grouped poems of especial interest to him, suffers from being artificial, 

even, at times misleading... The editors attempt, with a fair measure of success, to discover the essential 

unity of Rutebeuf’s thought and personality, yet the fragmentation of his work into hard and fast categories 

tends to obscure their achievement”(A. Foulet, “Review : Edmond Faral and Julia Bastin, edd., Œuvres 

complètes de Rutebeuf”, p. 328). 리갈 이도의 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부로 구성되어 있다. “The 

Poet as Moralist” ; “The Moralist Turns Propagandist” ; “The Language of Polemics” ; “Rhetorical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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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갈 이도의 연구 역시 스스로 주장하는 것만큼 ‘ 세 ’ 기 에 충실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각의 장르를 나 어 다루는 방식으로는 뤼트뵈 가 지은 작품들 사이의 통일성을 생각

하기 어렵다는 도 문제가 된다.11) 리갈 이도가 강조하듯 상이한 텍스트들의 통일성을 보

증하는 존재로서의 ‘ 자’라는 개념이 문학의 산물인 한, 뤼트뵈 를 한 명의 자로 간

주하여 그의 작품을 체 으로 조망한다는 생각은 몰시  발상이라 생각될 수 있다. 하지

만 뤼트뵈 의 작품을 담은 동시 의 수고들은 오히려 다른 을 시사한다. 존하는 세 

가지 주요 수고(A, B, C)가 그의 시로 일종의 ‘작품집’을 구성하고 있다는 은 여겨 볼만

하다. 수고 A의 경우,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 흩어져 배치된 반면 뤼트뵈 의 작품은 부분 

한 자리에 모여 있고 그 앞뒤로 시인의 이름이 명기한다. 이러한 특별 우는 그에게 외

으로 ‘ 자’라는 기 이 용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12) 수고 C 역시 후반부에서 ｢알 산드

로스 이야기(Le Roman d’Alexandre)｣ 일부를 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뤼트뵈 의 작품 

쉰 편만을 담고 있다는 에서 이채롭다.13) 시인의 존재를 호에 넣고 그의 작품을 장르들

의 집합체로 본 리갈 이도의 연구에 해, 수고들의 사례는 목할 만한 반증을 제시한

다.14)

  리갈 이도 이후의 논의들  특별히 요한 것으로 미셸 쟁크(Michel Zink)의 작업을 꼽

을 수 있다. 쟁크 역시 세문학의 고유성을 강조하고 기  비평의 험성을 경계하지만, 

작품 속에서 자가 갖는 역할에 주목하는 그는 리갈 이도의 경우와 사뭇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는 뤼트뵈  시를 비롯한 13세기 후의 작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 자’의 존

재를 면화한다는 데 주목하고, 이로부터 모종의 “문학  주 성”을 찾아내고자 시도하기에 

in Rutebeuf’s Poetic Technique” ; “The Poet in His Poetry”. 1부에서는 교화  시들이, 2-3부에서는 학

논쟁과 련된 시들이, 5부에서는 “불운의 시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4부는 별도로 뤼트뵈 의 수사

법에 할애된다. 

11) 리갈 이도는 뤼트뵈  작품의 비일 성이라는 문제가 자라는 개념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

한다. “In every case, the best explanation of the works can only emerge from the identification of 

Rutebeuf’s public and by the works themselves, by the conventions of each genre, its motifs, its character-

istic ideas and vocabulary, not from hypotheses about Rutebeuf’s possible personal opinions or habits”(PPR, 

p. 3, 한 pp. 256-270 참조).

12) Waghi Azzam, “Un recueil dans le recueil. Rutebeuf dans le manuscrit BnF f. fr. 837”, in Mouvances et 

jointures : du manuscrit au texte médiéval, dir. M. Mikhaïlova, Orléans, Paradigme, 2005, p. 195 참조. 

13) 수고 C에 수록된 쉰 편 가운데는 오늘날 뤼트뵈 의 작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두 편의 시(｢성교

회의 비탄(La Complainte de sainte Église)｣, ｢성모의 품성들에 한 이야기(Le Dit des propriétés de 

Notre Dame)｣)가 포함된다. 수고 B의 경우, 수록 작품 75편 가운데 26편이 뤼트뵈 의 것으로, 이들 

작품은 21, 3, 2편씩 나뉘어져 있다. 뤼트뵈  작품을 담은 수고들에 한 소개는 F-B, I, pp. 11-31 ; 

MZ, pp. 41-45 참조.

14)  뤼트뵈 의 시  패턴들 이후 리갈 이도는 뤼트뵈 에 해 특별한 연구를 남기지 않았다. 다만 

1995년 한 백과사 에 실린 짧은 에서 그녀가 아래 논의될 미셸 쟁크 등 후속 연구자들의 입장을 

많은 부분 수용했다는 은 흥미롭다(Medieval France. An Encyclopedia, éd. W.W. Kibler et al., New 

York / London, Garland, 1995, pp. 1566-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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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15) 이때의 주 성은 과거 연구자들이 생각한 기  반 과 동일시될 수 없다. 문학

 주 성, 문학  주체는 하나의 텍스트 내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요소는 텍스트

에 “한 의식의 ”을 새기면서 그 존재 조건을 뒤바꾼다. 그것은 이제 이념 인 본질과 

의 표 이 아닌 “특정한 한 의식의 산물”이 된다.16) 나아가, 주 성은 텍스트와 바깥 실 

사이에도 새로운 계를 수립한다. 텍스트의 주체란 그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 하더라

도, 주체의 모습을 구체화하려면 텍스트는 실의 온갖 흔 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주체는 실제의 풍경을 환기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 놓이고, 상황은 역으로 한 주체

의 시선 아래, 한 주체를 심으로 배치된다. 텍스트와 실은 간 이나 긴 한 연 성을 

갖는다.

  미셸 쟁크는 1989-1990년 출간한 뤼트뵈  집에 의 입장을 용한다.17) 그는 장르나 

주제에 따른 분류를 포기하고, 미셸-마리 뒤페유(Michel-Marie Dufeil)의 가설  연보에 거

하여 작품을 연 순으로 배열하 다.18) 작품의 흐름을 삶의 흐름과 착시키는 이 방식은 시

를 실의 맥락 속에서 악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는다. 물론 쟁크의 본 구성은 불확실하

고 잠정 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치명 으로, 그것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기  연

15) Michel Zink, La subjectivité littéraire. Autour du siècle de Saint Louis, Paris, PUF, 1985.

16) “... que faut il entendre par subjectivité littéraire ? Non pas, bien évidemment, l’effusion spontanée ou l’ex-

pression véritable dans un texte de la personnalité, des opinions ou des sentiments de son auteur. Mais ce 

qui marque le texte comme le point de vue d’une conscience. En ce sens, la subjectivité littéraire définit 

la littérature. Celle-ci n’existe vraiment qu’à partir du moment où le texte ne se donne ni pour une in-

formation sur le monde prétendant à une vérité générale et objective, ni pour l’expression d’une vérité mét-

aphysique ou sacrée, mais quand il se désigne comme le produit d’une conscience particulière, partagé entre 

l’arbitraire de la subjectivité individuelle et la nécessité contraigante des formes du langage”(ibid., p. 8). 

17) Rutebeuf, Œuvres complètes, éd. et trad. Michel Zink, Paris, Classiques Garnier, 1989-1990. 우리의 본

은 이에 한 개정 이다. 

18) Michel-Marie Dufeil, “L’œuvre d’une vie rythmée : chronographie de Rutebeuf”, in Musique, littérature et 

société au moyen-âge : actes du colloque 24-29 mars 1980, publ. Danielle Buschinger et André Crépin, 

Paris, H. Champion, 1980, pp. 279-294 ; MZ, pp. 39-40. 쟁크는 23-36쪽에서 자신의 선택을 보다 상세

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한 목에서는 뒤페유의 가설이 갖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옹호한

다. “Une mise en scène du moi, qui impose sa présence en faisant entendre sa voix et fond sur elle sa 

puissance de conviction : telle se présente la poésie de Rutebeuf. Cette parade du moi n’implique ni sincér-

ité de l’engagement ni vérité de la confidence. En ce sens, il peut paraître imprudent de déduire de l’œuvre 

du poète l’itinéraire de sa vie. Mais il est légitime de prendre en considération les personnages qu’il a 

joués et les voix qu’il a fait entendre. L’hypothèse de M.-M. Dufeil n’a pas d’autre fondement, même si, 

dans le détail de ses formulations, elle paraît faire trop de crédit aux confidences biographiques de 

Rutebeuf. Que sa femme ait réellement ressemblé ou non au portrait qu’il en fait, qu’il ait réellement eu 

un enfant et perdu un œil, tout cela est de peu d’importance. Mais la confrontation des images qu’il donne 

de lui ― le polémiste, le croyant, le parasite, le traîne-misère ― parle d’elle-même et donne, sans qu’il soit 

besoin de supputer de leur réalité, des indications sûres. La « chronographie d’une vie rythmée » que pro-

pose Dufeil est convaincante comme chronographie d’une vie jouée. Au demeurant, la poétique de Rutebeuf 

suppose bien, pour être efficace, une relation étroite au réel, même si cette relation n’a certainement pas 

limpidité d’un reflet”(MZ,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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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반복할 험이 있다. 하지만 시인의 생애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의 선택은 세인들이 

이미 뤼트뵈 에게 부여했던 자의 상을 보장하는 방편으로서 정당화될 만하다. 

  쟁크의 은 이후 뤼트뵈  해석에 결정 인 향을 끼치며, 그 연장선상에 놓인 우리의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제에 바탕을 둔다. 

  첫째로, 가난이라는 것은 문학  모티 일 뿐만 아니라 뤼트뵈  당 의 실  사안이었

기에, 이 연구에서도 역사  맥락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 무렵 속도로 발 하던 도시들

에서 가난 문제가 첨 하게 심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리의 시인 뤼트뵈 가 가난에 해 

많은 시를 남겼다는 사실과 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실 사이의 계는 단순하

지 않다. 한편으로는 시인이 객  실을 그 로 재 하기보다 동시  이데올로기를 반

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뤼트뵈 가 이데올로기에 구체  이미지를 결합하면서 그 

안에 균열을, 어도 변칙을 만들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향과 함께, 우리

는 그것의 변이를 가능하게 한 이미지의 성격을 규명해야 하고, 이미지를 포착하고 표 해 

낸 시인의 시 ( 點)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시인의 시 은 작품 속에 드러난 자의 치를 통해서 악될 수 있고, 

그 치에 비추어 본다면 작품들 간의 유사성  차이가 많은 부분 설명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시인이 가난을 외  상으로 다룰 때와 그 자신의 가난에 해 이야기할 때, 둘 사

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 성  차별성에 우리는 유의할 것이다. 뤼트뵈 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가난이라는 소재에 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의 작품들이 갖는 통일성과 변별

성에 근거가 되지만, 개인  시들과 같이 시인의 모습이 면에 드러나는 텍스트에서 가난은 

더욱 근본 인 의의를 갖는다. 가난뱅이 배역 속에서 시인은 독특한 정체성을, 독특한 시각

과 목소리를 얻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구는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장에서는 이데올로기  측면에 주의하면서 13

세기 가난 문제의 역사  성격을 살펴본 뒤, 그에 비추어 뤼트뵈 가 외부  상으로서 가

난을 다룬 작품들을 분석한다. 이 시들 속에서 그려지는 가난은 세가 가난에 부여해 온 

통  이미지와 가장 근 한 경우이다. 하지만 가난에 한 뤼트뵈 의 심을 과소평가할 수

는 없다. 그 심의 양상들을 밝히는 것이 1장의 목 이다. 

  2장은 개인  시들을 심으로 하여 시인 자신이 가난뱅이 역을 맡은 작품들을 다룬다. 1

장에서 도출된 뤼트뵈 의 가난 인식이 어떻게 그 스스로에게 용되는가를 고찰하면서, 가

난 체험을 담는 시의 미학  특성을, 그러한 시로부터 산출되는 새로운 세태 비 의 가능성

을, 한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시인의 불안한 의식을 요한 주제로 삼게 될 것이다. 

  마지막 3장에서는 ｢뤼트뵈 의 가난(La Pauvreté Rutebeuf)｣의 분석을 통해 앞선 논의를 확

증하고 구체화하며, 동시에 한 가지 새로운 문제, 시인이 취한 가난뱅이의 목소리가 시의 언

어에 미치는 향을 세부 으로 해명한다. 뤼트뵈 의 시가 갖는 신  성격과 가난이라는 

소재 사이의 연 은 이 한 편의 시를 통해 한층 더 명료히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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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 속의 가난

  1.1. 13세기의 가난 : 실과 이데올로기

  뤼트뵈 가 가난에 부여하는 의미와 기능은 시를 둘러싼 실을 염두에 두어야 온 히 이

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가 객  ‘사실주의’를 실천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 고려해야 할 실에는, 소  물질  실과 함께, 실을 은폐 혹은 변용하면서 각 주체

에게 일정한 과 태도를 부과하는 이데올로기의 차원이 포함된다. 실을 자기 나름 로 

인식하고 표 하기 해서라도 그는 언제나 이데올로기의 리즘을 경유해야 했고, 가난이

라는 지극히 ‘ 실 ’인 주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 다. 게다가 이 주제는 그의 유물이 

아니었으므로, 가난에 한 그 시 의 사고방식이 시인의 사고에 향을 끼친 것은 당연하

다. 그러므로 뤼트뵈 의 시를 직  독해하기에 앞서, 실과 이데올로기 사이의 간극에 유

의하면서, 가난 문제가 당 에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표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비 작업

을 거쳐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그의 작품과 보다 직 인 련을 갖는 몇몇 문학 텍스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긴요한 일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뤼트뵈 의 가난 (觀)에 보다 수월

히 근하게 될 것이다. 

  뤼트뵈 가 살았던 13세기에 가난은 새로운 상이 아니었다. 어떤 에서는 이때의 가난 

문제가 특별히 심각했다고 할 수도 없다. 서기 1000년 이후 농업생산의 발 이나 인구 증가

와 같은 지표는 세의 고질  궁핍이 느리게나마 완화되어 가고 있었음을 알려 다. 교통 

 교역의 발 , 화폐의 활성화로 인해 도시가 성장한 것도 이때부터의 일이다.19) 하지만 

건사회에서 물질생활의 개선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체감될 수 없었다. 게다가 건질서의 

진  해체는 신분 간, 개인 간의 격차를 확 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12세기 무렵부터 본격화된 사회  변화에 가장 큰 향을 미친 것은 화폐에 기반을 둔 교

환경제의 확 이다. 그 효과는 도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부작용의 경우도 그러했

다. 각지에서 몰려 온 이주민을 받아들이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도시 사람들이 늘 안정

된 삶을 리는 것은 아니었다. 임 노동자는 경쟁이 심화된 탓에 아무리 일을 해도 충분한 

벌이를 얻기 힘들었다. 통  농 사회에서는 군가가 궁핍에 빠질 경우 상호연 를 통해 

가난의 폐해를 어느 정도 벌충할 수 있었다. 반면 서로 다른 작업장에 흩어져 있는 도시의 

19) 조르주 뒤비 외,  랑스 문명사(上). 세-16세기 , 김 일 옮김, 까치, 1995, 88-111, 159-208쪽 참조. 

뒤비는 1070-1180년을 다루는 제2장에 “ 진보의 세기”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이후, 뤼트뵈 의 생

애 부분과 겹쳐진 1180-1270년을 다루는 제3장은 “카페 왕조의 토통합”이라 칭한다. 후자의 명명

은 수도 리와 인근 지역을 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발 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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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상인이나 조합의 장인과 같은 ‘부르주아지’에게 쉽게 착취당했다. 지 않은 이들

은 걸인 신세로 락했고, 도시 변두리 등에 일종의 빈민 이 형성되기도 했다. 도시에서는 

그 번 에 비례하여 빈부의 차도 심화되었고, 풍요 가운데서 가난의 비참은 더욱 에 띄었

다.20) 

  세인들은 그와 같은 변화에 무감각하지 않았다. 12-13세기 이래 교회뿐 아니라 속인에 

의한 자선 활동이 활발해지고 구호소 등의 형태로 차 제도화되었다. 가난과 자애에 한 

이론  고찰도 진척되었다. 가난뱅이를 돕는 것은 몸소 “머리를 기  곳조차 없”이 가난을 

감수했던 그리스도21)에 한 사랑에서 비롯된 행 로 격상되었고, 가난뱅이들은 ‘그리스도의 

가난뱅이들(pauperes Christi)’이라는 이름을 얻었다.22) 문학에서도 13세기는 가난에 한 시

선이 비교  우호 이었던 때로 여겨질 만하다. 장 바타니(Jean Batany)는 ‘세상 신분 평설

(revue des états du monde)’ 류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가난 묘사를 시 별로 개 하면서, 13세

기의 작가들이 자애의 미덕을 극 으로 옹호했으며 가난뱅이들이 겪는 고통이나 불의에 

해서도 비교  큰 심을 보 다고 지 한다.23) 이미 1190년 에 시토(Cîteaux)회의 수도자

인 엘리낭 드 루아드몽(Hélinand de Froidmont)이 쓴 작품 ｢죽음의 시(Les Vers de la Mort)｣

도 이러한 조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엘리낭은 가난뱅이들을 돕기보다 재물을 축 하는 데 

20) 미셸 몰라에 따르면, 12-13세기 환기 이 의 가난은 하나의 상태(état)가 아니라 우발  사고

(accident)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 무렵부터 상황이 변화한다. “À la misère stagnante et individuelle des 

campagnes succédait la détresse collective des villes. Le pauvre rural était généralement un personnage mé-

prisé, mais familier, connu et assisté des siens ; le pauvre urbain devient un être anonyme, souvent vaga-

bond, sans autre recours que la communauté d’un destin marginal, partagé avec ses congénérès”(Michel 

Mollat, “La notion de la pauvreté au Moyen Âge : position de problèmes”, Revue d’histoire de l’Église de 

France, vol. 52(149), 1966, pp. 11, 13). 물론 농 사회 역시 심각한 변화를 겪었다. 농민들은 주로부

터 자유를 사고자, 혹은 기본 인 궁핍을 해소하고자 빚을 졌다가 채무자로 락하곤 했다. 노동력을 

는 ‘ 롤 타리아’가 된 이들도 많았다. 세의 농 와 도시에서 가난 문제가 보인 특징  변화 

양상을 다룬 연구로는 Georges Duby, “Les pauvres des campagnes dans l’occident médiéval jusqu’au 

XIIIe siècle”, Revue d’histoire de l’Église de France, vol. 52(149), 1966, pp. 25-32 ; Michel Mollat, Les 

Pauvres au Moyen Âge, Édition Complexe, 2006, pp. 78-91, 202-211 [이하 PMA로 약기] ; 로니슬라  

게 멕,  빈곤의 역사 , 이성재 옮김, 서울, 길, 2010, 72-95쪽 등을 참조.

21) ｢마태오 복음서｣ 8:20. 성서의 인용은 천주교주교회의의 2005년   성경 에 따른다.

22) André Vauchez, La spiritualité du Moyen Âge occidental. VIIIe-XIIIe siècle, 2e éd., Paris, Seuil, 1994, pp. 

118-124 ; PMA, pp. 111-142, 165-191 참조. ‘그리스도의 가난뱅이’라는 호칭은 원래 자발  가난을 실

천하는 수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PMA, p. 12).

23) Jean Batany, “Les pauvres et la pauvreté dans les revues des « estats du monde »”, in Études sur l’histoire 

de la pauvreté, dir. M. Mollat, 2 vol., 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1974, II, pp. 476-481. ‘revue des 

états du monde’란 도덕 ･정치  견지에서 각각의 사회  범주에 고유한 기능  그에 따른 의무, 경

계해야 할 험들(악덕이나 불행)을 서술하는 문학  표  방식을 가리킨다. 그 뿌리는 고 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으며, 랑스어 문학에서는 13-16세기에 여러 장르에 걸쳐 활용되었다(Armand Strubel, 

“Le rire au Moyen Âge”, in Précis de littérature française du Moyen Âge, dir. D. Poirion, Paris, PUF, 

1983, pp. 204-206 ; Dictionnaire des littératures de langue française, dir. J.-P. de Beaumarchais et al., 3 

vol., Bordas, Paris, 1984, I, pp. 774-776, s.v. “États du monde (revues des)”(de Jean Batan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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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두하는 군주들을 비난하고, 사후의 심 에 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그들의 행실을 바꾸

려 한다. 

죽음이여, 네 습격을 알게 되기

에, 사람은 재물을 미리 써야 할지니,

재물 아끼는 일을 하는 를 

 군주들에게 보내려 하노라, 

추 와 더 에 고통받는 이들을

 자들이 무도 괴롭  는구나.24)

(엘리낭 드 루아드몽, ｢죽음의 시｣ XII연 1-6행.)

  가난에 한 인식의 변화는 13세기  등장한 탁발수도회들의 활동과 이념에서 단 으로 

드러난다. 그  아시시의 란치스코(François d’Assise)가 세운 ‘작은 형제회(Ordre des Frères 

mineurs)’(1209년 창설)와 구즈만의 도미니코(Dominique de Guzmán)의 ‘설교자 수도회(Ordre 

des Prêcheurs)’(1215년 창설)가 표 이다.25) 이들은 단지 자선을 강조할 뿐 아니라, 가난이 

수도자가 따라야 할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가난뱅이의 허름한 차림을 모방하

고, 스스로 ‘탁발’, 즉 구걸을 하기에 이르 다. 탁발수사들에게 그것은 수와 사도들을 본

받는 행 다. 

  서로 간에 다소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26) 가난의 원칙과 실천에 있어 두 수도회는 

핵심  요소들을 공유한다. 그들은 수도생활의 통  계율이었던 가난의 실천 방식을 진

화했다. 기존 수도회에서도 수도자는 개인은 재산을 포기해야 했지만 공동체로서 수도회의 

소유는 조 도 제한되지 않았다. 반면 탁발수도회는 개인과 공동체의 소유를 모두 부정하면

24) “Morz, qui defenz a estoier / L’avoir, que l’en doit emploier / Ançois qu’en oie tes assauz, / As princes 

te vueil envoier / Qui trop suelent çaus cuvroiet / Qui suefrent les froiz et les chauz”(Hélinand de 

Froidmont, Les Vers de la Mort, poème du XIIe siècle, traduit par Michel Boyer et Monique Santucci, 

Paris, H. Champion, 1983).

25) 이들 수도회의 수사들은 각각 ‘코르들리에(Cordeliers)’, ‘자코뱅(Jacobins)’이라 불렸다. 자는 란치

스코회 수사들이 가난의 상징으로 허리에 두른 밧 (corde)로부터, 후자는 도미니코회의 첫번째 리 

수도원이 치한 생-자크(Saint-Jacques) 거리의 이름으로부터 연유했다(Denis Hüe et Hélène Gallé, 

Rutebeuf, Neuilly, Atlande, 2006, p. 51 참조). 탁발수도회 운동에 한 연구로는 다음 문헌들을 주로 

참조했다. Barbara H. Rosenwein et Lester K. Little, “Social Meaning in the Monastic and Mendicant 

Spiritualities”, Past & Present, vol. 63, 1974, pp. 4-32 ; A. Vauchez, La spiritualité du Moyen Âge occi-

dental, pp. 133-146 ; PMA, pp. 147-164 ; Lester K. Little, “Moines et religieux”, in Dictionnaire raisonné 

de l’Occident médiéval, dir. J. Le Goff et J.-Cl. Schmitt, Paris, Fayard, 1999, pp. 741-758.    

26) 란치스코회가 창시자의 모범을 따라 가난의  가치를 시했던 반면, 도미니코회의 가난 원칙

은 효과 인 설교의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다. 화려한 치장보다도 검소한 차림이 설교자의 덕성을 부

각시켜 청 을 끌어들이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생계에 한 규정에 있어서도, 란치스코가 본래 

스스로 노동을 해서 생활하되 부족한 부분만을 탁발하도록 명했던 것과 달리, 도미니코회는 탁발에 

해 더욱 그러웠다. 



10

서, 수도회가 주 노릇을 하던 건  질서는 물론 이윤 심의 새로운 경제에 해서도 이

의를 제기했다. 그런데 역설 이게도 탁발수도회의 주요 활동 공간은 새로운 경제의 심지

인 도시 으며, 이것이 기존 수도자나 은수자와 탁발수사를 나 는  하나의 특색이다. 

개의 수도회는 농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은수자들은 숲과 같이 외진 공간을 선호

했다. 이들에게 도시는 세속  악의 집결지이자 피해야 할 함정이었다. 반면 탁발수사들은 

악을 근 하기 해 악의 소굴로 들어갔다. 그들은 도시 변두리에 자리를 잡고, 가난뱅이들

을 비롯한 범속한 을 향해 설교했다.

  자선의 확 에서 드러나는 가난을 향한 심, 그리고 탁발수도회에 의한 가난의 종교  재

평가는 분명 획기 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없지 않다. 세는 가난 문제의 심화

를 진지하게 우려했지만, 그 상을 낳는 토 인 사회･경제  구조 차원의 모순을 포착하지

는 못했다. 자애의 실천을 통해 가난의 고통을 이고자 노력하면서도, 사람들은 가난의 존

재가 세상의 원한 질서에 내재되어 있는 것인 만큼 그것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

다. 이 양가  은 빈부 간, 신분 간의 평등과 같은 발본  주장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은 

물론, 체계 인 개 의 로그램도 창출해 낼 수 없었다. 자애나 후함 등의 미덕이 강조되

었던 것은 가난에 맞설 처방안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27)

  자애의 강조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곤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인 가난뱅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의존성이라 한다면,28) 가난뱅이를 구호의 상으로만 

바라보는 자애의 념은 그 수동  치를 공고히 하고, 결과 으로 가난뱅이들의 소외에 일

조했다. 오랫동안 자애의 실천에 심 역할을 한 교회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성직자들이 

부자들을 향해 자선으로써 혼의 구원을 얻도록 권유할 때, 가난뱅이는 한낱 부자의 구원 

수단처럼 간주되었고, 정작 가난뱅이 자신의 구원은 요하게 고려되지 못했다. 자애와 선행

은 미덕이자 의무 지만 그 실천에는 가난뱅이를 향한 모욕  경멸이 배어 있었다. 가난은 

악덕은 아닐지라도 엄연한 불행이었으며, 구걸은 타락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그 둘이 죄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했다.29) 양  탁발수도회의 활동을 인가하고 지원했던 교황 인노첸시오 

3세(Innocent III)도 수도자가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서 구걸을 한다는 데 해 반감을 버리지 

못했다. 가난에 한 부정  인식은 탁발수사들 사이에도 잔존하 다. 창시자들의 사후 수도

회의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수사들은 스스로의 가난을 상민의 한갓된 궁핍과 구별하기 

27) 가난의 구체  실  그에 내포된 불평등의 험에 한 심의 단 는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d’Aquin) 등에게서 발견할 수 있으나, 그의 성찰조차 신학  논의, 성직자와 군주에 한 조

언, 설교와 같은 형태로만 제시된다(PMA, pp. 162-163 참조). 미셸 몰라는 세인들이 자애 즉 “사랑

(caritas)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라는 바오로의 말(｢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3:8)과 “가난한 이들은 늘 희 곁에 있”으리라는 수의 말(｢마태오 복음서｣ 25:11)을 나란히 기억

했다고 쓴다(PMA, p. 9). 자는 가난뱅이들을 향한 자선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었지만, 후자는 가

난을 낳는 계질서의 불가피성을 승인하는 발언으로 읽혔다. 

28) PMA, p. 14.

29) PMA, pp. 94-95, 129-142 ; 게 멕,  빈곤의 역사 , 42-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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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애썼다. 도미니코회를 이끈 로망스의 훔베르토(Humbert de Romans)는 “빈곤이 덕목인 

것이 아니라 빈곤에 한 취향이 덕목”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자발  가난을 여타의 비자발

 가난과 떼어놓았다.30) 란치스코회의 보나벤투라(Bonaventure) 역시 구걸의 유형을 자연

 필요에 의한 경우, 악덕 혹은 결 에서 비롯된 경우,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정의의 

공덕에 해당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마지막 유형에 속하는 수사들의 탁발을 특권시했다.31) 13

세기 후반에 어진 익명의 작 ｢세상의 거울(Le Miroir du monde)｣은 운명에 의해 궁핍에 

빠진 이들보다 이처럼 신을 섬기는 자발  가난뱅이들이 먼  자애의 혜택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32)

  자선의 이면에 깔린 부정  시선은 종종 경계와 질타로 노골화되었다. 바타니에 따르면, 

12세기까지 어진 ‘세상 신분 평설’에는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가난뱅이들, 일할 수 

있음에도 게으름을 피우는 걸인들에 한 비난이 빈번히 나타난다. 이 텍스트들은 가난뱅이

들이 불만을 품지 않고 고통을 감내할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처럼 가난뱅

이들을 경계하고 멸시하는 태도는 13세기에도 사라지지 않았다.33) 그것은 변화된 맥락 속에

서 더욱 확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난이 사회 반의 불안 요소로 부각되던 이 시

에, 사람들은 한편으로 연민과 자선을 통해 가난이 가져올 험을 피하려 했으나, 다른 한편

에서는 가난뱅이들이 불만을 품고 남의 재산을 넘보며 질서를 흔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강화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아둔하고 게으른 탓에 불행을 자 한 것이라며 경멸과 오

를 드러냈다. 13세기  기욤 르 클 르 드 노르망디(Guillaume le Clerc de Normandie)는 가

난뱅이들이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많은 보수를 욕심내는 데 분노하고, 이 자들은 악마에게 사

로잡혔다고 단언하며, 도벽과 거짓말, 주벽(酒癖)과 사창가 출입 등 그들의 악습을 질타한다. 

[가난뱅이들 ] 어느 하나가, 땅을 거나 타작을 하여,

삼 혹은 사 드니에를 받기로 할 때,

사람들이 감시하지 않는다면 일을 조 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빼돌렸다 해도

쉽게 스스로 용인할 것입니다.

결코 사제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는, 진실로, 

자신이 부자로부터 얻어낼 수만 있다면,

방법이야 어 든, 죄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악마가 그를 사로잡아

30) 게 멕,  빈곤의 역사 , 42-44쪽. 

31) Andrew Traver, The Opuscula of William of Saint-Amour. The Minor Works of 1255-1256, Münster, 

Aschendorff, 2003 p. 19 참조.

32) Priscille Aladjidi, Le roi, père des pauvres (France XIIIe-XVe siècle), Rennes, PU de Rennes, 2008, p. 55.

33) J. Batany, “Les pauvres et la pauvreté dans les revues des « estats du monde »”, pp. 46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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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손일꾼이면서도 

자신의 보수가 허용하는 것보다

반은 덜 일하면서,

제3시에 제9시라 말하고

제9시에 한밤이라 말하며

할 수 있다면 곧장 도망쳐 버립니다.

그에겐 상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돈을 받기만 한다면,

술집에서나 갈보집에서

먹거나 마시기만 한다면 ―

옷가지도 속옷도 없으면서 말입니다.34) 

(기욤 르 클 르 드 노르망디, ｢하느님의 화(Le Besant de Dieu)｣ 1121-1140행.)

  기욤 르 클 르의 텍스트가 종교 이고 도덕 인 색채를 짙게 띠고 있다면, 비슷한 시기, 

기욤 드 로리스(Guillaume de Lorris)의 ｢장미 이야기(Le Roman de la Rose)｣는 유사한 강도의 

부정  시각을 다른 에서 보여 다. 작품의 도입부에서, 가난은 유희(Déduit)의 정원 외

벽에, 증오(Haine), 악의(Félonie), 비천(Vilenie), 탐욕(Convoitise), 인색(Avarice), 시기(Envie), 슬픔

(Tristesse), 노쇠(Vieillesse), 거짓 신앙(Papelardie)과 같은 악덕  오 의 상(象)들 마지막 자리

에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그려진 상은

가난이니, 그녀에게는 단 한 푼도

(그녀를 목매단들)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옷을 팔아 야 말입니다,

그녀는 벌 처럼 헐벗었으니까요.

조 이라도 겨울 날씨가 닥치면 

제가 생각건 , 그녀는 추 로 괴로워했을 것이니,

폭 좁은 자루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외투와 망토는

온통 질 나쁜 더기로 덮 는데 

달리 뒤집어쓸 것이 더 없었습니다.

덜덜 떨 여유는 했습니다.

34) “Quant un, por foïr on por batre / Deit prendre treis deniers ou quatre, / Petit fera si l’em nel gaite. / E 

se il a chose soustraite, / Volentiers le consentira. / James a prestre nel dira / Ainceis li est avis por veir, 

/ Que se il puet del riche aveir, / Coment que seit, n’est pas pecché. / Cestui a diable acrochié, / Qui bon 

ovrer est de ses mains / Et puis ovre la meité mains / Que son loer ne li condone, / A tierce dit que il 

est none / Et a non que il est nuit / E si tost com il puet s’en fuit. / Ne li chaut, mes que il receive / 

E que il manguce ou qu’il beive / En la taverne ou el bordel / Sanz vesteüre e sanz drapel”(Guillaume le 

Clerc de Normandie, Le besant de Dieu, éd. Ernst Martin, Halle, Waisenhauses, 1869 : J. Batany, “Les pau-

vres et la pauvreté dans les revues des « estats du monde »”, pp. 478-47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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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것이

마치 라한 개가 구석에 있는 듯했으며,

몸을 감추고 숨어든 것은

가난한 자란 어디에 있든

수치를 입고 멸시당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가 수태되었던

그 시간은 주받을지니,

그는 결코 잘 먹지도

잘 입지도 잘 신지도 못할 터이며,

사랑받지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35)

(기욤 드 로리스, ｢장미 이야기｣ 441-462행.)

  이상화된 궁정이라 할 수 있는 유희의 정원 외벽에 자리한 알 고리  형상들은 그 정원

에 들어서는 자가 버려야 할 것들, 궁정  가치 이 규정하는 기사항들의 목록을 제시한

다.36) 정원 문을 지키는 이의 이름이 한가로운 여인(Oiseuse)이라는 , 정원에서 사랑의 신이 

개최하는 무도회에 부유함(Richesse)이 배석하고 있다는 은, 한가로움을 리는 데 필요한 

부의 결핍, 즉 가난이 왜 증오 같은 악덕들과 함께 그곳으로부터 쫓겨나야 하는지를 알려

다. 이처럼 사갈시(蛇 )된 가난을 조롱하는 기욤 드 로리스의 어조에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다. 물론 유희의 정원은 가상의 공간이다. 하지만 이 비 실은 실의 어떤 측면을 배제함

으로써 만들어지고, 배제의 기 은 실 속에서 작동하며 사회  계를 공고히 하는 이데올

로기에 의해 제공된다.37) 기욤이 묘사한 가난의 형상에는 세 사회가 가난에 투 한 이미지

의 한 단면이 담겨 있다. 

  ｢장미 이야기｣의 가난 묘사는 가난에 한 심보다는 그것을 논외(論外)로 축출하기 한 

노력을 보여 다. 묘사의 놀라운 구체성은 비하의 신랄함을 더할 뿐이다.38) 하지만 이 가차 

35) “Portraite fu au desrenier / Povretez qui .i. seul denier / N’eüst se l’en la deüst pendre, / Tant seüst bien 

sa robe vandre, / Qu’ele ere nue comme vers : / Se li tens fust .i. pou d’yvers, / Je cuit qu’el enrajast de 

froit, / Car n’avoit c’un seul sac estroit. / Touz pleins de mauves palatiaus / Estoit sa cote et ses mantiaus, 

/ Et n’avoit plus que affubler. / Grant loisir avoit de trembler. / Des autres fu .i. pou loingnet / Com po-

vres chiens en .i. coignet, / Si se covroit et tapissoit / Car povre chose ou qu’ele soit / Est touz jorz hon-

teuse et despite. / L’eure puisse estre maudite / Que povres hom fu conceüz, / Qu’il ne sera ja bien peüz 

/ Ne bien vestuz ne bien chauciez, / N’il n’est amez ne essauciez”(Guillaume de Lorris et Jean de Meun, 

Le roman de la Rose, éd. et trad. Armand Strubel, Paris, LGF, 1992).

36) Ibid., p. 49, note 2. 

37) 조르주 뒤비는 안드 아스 카펠라 스의 ｢사랑에 하여(De amore)｣를 로 들어 이 이데올로기를 

분석한 바 있다( 세 계 : 건제의 상상 세계 , 성백용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pp. 

627-643).

38) 가난을 악(mal)으로 묘사하는 여러 텍스트 가운데서도 미셸 몰라는 ｢장미 이야기｣의 가난 알 고리

를 “최악의 경우(le pire)”라 간주한다. 다만 그것이 “les louangeurs d’une humanité bonne et égale en sa 

nature”의 일원에 의해 어졌다는 그의 암시를 보면, 몰라는  인용문의 자가 ｢장미 이야기｣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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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조롱은 앞서 언 된 다른 담론들로부터, 가난뱅이들의 타락에 한 비 뿐 아니라 자애

에 한 호소로부터도 보기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기욤 드 로리스가 가난을 이상향 바

깥으로 몰아낸다면 자애의 설교자들은 가난뱅이를 수동성으로 옭아맨다. 양쪽 모두 가난과 

가난뱅이를 주변화, 상화한다. 가난뱅이가 담장 바깥으로 쫓겨나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혹은 그가 남들의 도움이나 받으며 불평 없이 침묵하기를 바라는 태도는 세 내내 바 지 

않으며, 뤼트뵈 의 작품도 그 진폭 내에 자리한다. 우리는 이를 유념하면서 그의 시들을 읽

어보아야 한다. 

  1.2. 타인의 가난과 시인의 시선

  뤼트뵈 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가난에 해서 말한다. 하지만 가난의 상도 시인의 도 

매번 다소간의 편차를 보이기에 모든 시를 일률 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우리는 일단 가장 

용이한 구분선을 택하여 시인이 타인들의 가난을 찰하는 경우와 시인 자신의 가난을 이야

기하는 경우를 나  수 있다. 그리고 시인의 태도를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는 자의 시들을 

먼  살펴보면서 그것을 당시의 일반  인식과 비교해 볼 것이다.

  가난의 다양한 면모에 한 뤼트뵈 의 찰은 엄 한 의미에서 독창성도, 사실의 객  

재 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는 당시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이런 런 요소들을 골라내어 되풀

이하는 데 만족하는 듯하다. 그  가난에 해 가장 우호 이면서도 비 이 큰 언 은 ‘세상 

신분 평설’ 류의 시들에서 나타난다. 속인, 성직자, 기사라는 세 신분을 차례로 비 하며 각

각의 병증을 진단하는 교화  작품 ｢세상의 상처들(Les Plaies du monde)｣에서, 속인들과 

련된 첫 번째 상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득에만 집착한다는 것, 그래서 가난뱅

이가 친지에게도 시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게 부연한다. 

무언가 갖고 있는 자, 그는 사랑받으며,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는 바보라 불립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자는 바보라 불리니,

그는 재목(材木)을 모두 잃지는 않아 

반편이나무 하나는 가졌습니다.39)

반부를 쓴 장 드 (Jean de Meun)이라고 오인한 듯하다(PMA, pp. 231-232). 

39) “fou”는 본래 ‘ 도밤나무(hêtre)’라는 뜻과 ‘바보(fou)’라는 뜻을 지닌 동음이의어에 한 말장난으로 

쓰인 것이다. ｢뤼트뵈 의 결혼(Le Mariage Rutebeuf)｣ 69행에서도 유사한 표 을 볼 수 있다(F-B, I, 

p. 378 ; MZ, p. 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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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 이 옷 입 주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도처의 습이란 차라리 어떠한가 하면,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구나 벗겨먹고는

시궁창 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벌지 않는 자,

한 자기 벌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바보입니다, 

가난에는 큰 병환이 있으니 말입니다. 

자, 세속 사람들이 입은, 이 세상의 

첫 번째 상처를 아시겠지요. 

Qui auques at, si est ameiz,

Et qui n’at riens c’est fox clameiz.

Fox est clameiz cil qui n’at riens :

N’at pas tot perdu son marrien,

Ainz en a .I. fou retenu.

N’est mais nuns qui reveste nu,

Ansois est partout la coustume

Qu’au dezouz est, chacuns le plume

Et le gietë en la longaigne.

Por ce est fox qui ne gaaigne

Et qui ne garde son gahaing,

Qu’en povretei a grant mahaing.

Or avez la premiere plaie

De cest siecle seur la gent laie. (｢세상의 상처들｣ 21-34행.)

  이 질환은 속인만의 것이 아니다. 성직자들 역시 탐욕과 인색에 빠져 본연의 임무를 방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임무에는 당연히 가난뱅이들을 한 자선이 포함된다. 

가장 훌륭한 성직자란 가장 부유한 자,

그리고 가장 많이 가진 자, 그가 가장 인색한 자이니,

그는 자기 재산에 해 

경의를 바치기 때문이라, 알아두십시오.

헌데 그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더 많이 쌓아올릴수록 더 많이 모으니 

그는 더 즐겁게 바라 니다. 

사람들이 그로부터 선행을 끌어내려 하면,

(억지로 시키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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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자기 몸부터 찔러 게 할 것입니다.

심도 없이, 하느님의 가난뱅이들이

왔다갔다 서성거린들 내버려둡니다. 

Plus est bons clers qui plus est riches,

Et qui plus at, s’est li plus chiches,

Car il at fait a son avoir

Homage, se vos fais savoir.

Et puis qu’il n’est sires de lui,

Comment puet il aidier nelui ?

Ce ne puet estre, ce me semble.

Com plus amasse et plus assemble,

Et plus li plait a regardeir.

Si ce lairoit avant lardeir

Que on en peüst bonté traire

S’on ne li fait a force faire,

Ainz lait bien aleir et venir

Les povres Dieu sens souvenir. (｢세상의 상처들｣ 39-52행.)

  성직자의 지나친 부는 세의 공분(公 )을 샀고, 12세기 이래의 여러 종교  운동에 반면

교사가 되었다.40) 뤼트뵈 의 분노도 같은 흐름 속에 있다. 그는 성직자의 사치를 가난뱅이

의 비참과 비하면서 가난뱅이에게 마땅히 자선으로 돌려야 할 몫을 성직자가 착복한다고 

비난하며, 성직자가 재산을 축 하는 것은 자애의 의무에 소홀함을 방증하는 것이니,41) 결국 

심 의 날, 혼과 육신의 징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세상의 상처들｣을 마무리하는 기사 신분 비 에서는 가난이 명시 으로 화제에 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부분이 본디 추상 일 뿐더러 분량도 많지 않다는 을 고려한다면,42) 다

른 두 신분에 한 서술에서 다루어지는 인색과 탐욕 그리고 가난뱅이의 고통이 작품의 

심에 놓여 있다고 말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가난의 의미는 제한 이

다. 여느 세인처럼 뤼트뵈  역시 인색이라는 악덕과 자애라는 미덕의 립 을 통해서만 

가난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시의 서두에서 뤼트뵈 는 자신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모든 선(善)을 텅 비워 치우는 

40) A. Vauchez, La spiritualité au Moyen Âge occidental, pp. 68-130.

41) 교회 재산의 일부가 가난뱅이의 몫이라는 사고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나타난다. 511년 오를 앙 공

의회는 주교 수입의 1/4, 시골 교구 헌물의 1/3이 가난뱅이를 해 쓰여야 한다고 결정했다(PMA, 

p. 54). 

42) ｢세상의 상처들｣ 1-34행은 속인에 해, 35-104행은 성직자에 해 논하는 반면, 기사에 해서는 열

여섯 행(105-120행)만이 할애되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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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해 운을 짓고자 합니다. 

  Rimeir me covient de cest monde

Qui de touz biens ce wide et monde. (｢세상의 상처들｣ 1-2행.)

  선악의 립을 시의 화두로 삼는 한, 가난은 경제  견지에서 분석되거나 사회구조 차원에

서 근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로 심의 상이 되지도 못한다. 뤼트뵈 는 가

난을 탐욕과 인색이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에 한, 일체의 선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한 증

거로 내세운다. 즉 가난뱅이의 고통이 요한 사안으로 여겨지려면 그것은 세태 반의 한 

징후로서 도덕  종교의 상  차원에 포 되어야 하며, 이때 가난의 ‘ 실성’은 탈색되지 

않을 수 없다. 한 뤼트뵈 는, 교회가 자애를 권유할 때 도움을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구원에 심을 기울 던 것처럼, 가난뱅이들보다 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에 주의를 집

한다. 요컨  그는 가난을 자애에 얽어매는 세의 시혜  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시

가 가난 문제와 깊이 련되어 있음에도 정작 가난뱅이들을 상으로 한 언 이 없는 까닭

은 다른 데 있지 않다.43) 

  가난의 상화, 도구화라고 할 만한 이 태도는 추도시에서 시인이 고인의 자애나 후함을 

찬양할 때 특히 두드러진다.44) 루이 9세(Louis IX)로부터 임을 받아 성지를 지키던 조 루

아 드 세르진(Geoffroy de Sergines)에게 찬사를 보낼 때도 뤼트뵈 는 그 덕목들을 떠올리는

데, 그에게 요한 것은 받는 자의 사정이 아니라 주는 자의 마음씨이다. 시인은 증여물보다 

증여자의 훌륭한 태도를 더욱 귀하게 여긴다.45) 

그는 가난한 이웃들을 매우 사랑하 고,

기꺼이 그들에게 재산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푸는 모습을 보면 

선물을  때 그가 짓는 

기쁜 낯이 선물보다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

43) 곤궁한 생활을 감수하면서 명성과 명 를 얻으려 하는 학생들의 삶에 찬사를 보내는 한 목(89-104

행, 한 ｢세상의 상태｣ 89-90행 참조)은 작품 체의 맥락 속에서 성직자 일반의 타락상에 한 

조군으로 기능하는 것이기에 한 반례가 되기 어렵다. 게다가 학생의 ‘일시 ’ 가난을 부분의 

가난뱅이가 겪는 지속  불행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기욤 드 생타무르(Guillaume de Saint-Amour)는 

타인의 구호를 받을 수 있는 부류에 해 논하면서, 여타 가난뱅이나 불구자들과 구분되는, 제한된 

시간 동안 가난의 상태를 겪을 뿐인 학생들  순례자들을 거론한다(A. Traver, The Opuscula of 

William of Saint-Amour, p. 10 참조). 

44) ｢앙셀 드 릴 나리에 하여(De Monseigneur Ancel de l’Isle)｣ 10-13행 ; ｢나바르 왕에 한 비탄(La 

Complainte du roi de Navarre)｣ 58-74행 ; ｢푸아티에 백작에 한 비탄(La Complainte du comte de 

Poitiers)｣ 80-88행 참조.

45) 유사한 교훈을 ｢아리스토텔 스의 이야기(Le Dit d’Aristote)｣ 61-66행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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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povres voizins ama bien,

Volentiers lor dona dou bien,

Et si donoit en teil meniere

Que mieulz valoit la bele chiere

Qu’il faisoit au doneir le don

Que li dons...

(｢조 루아 드 세르진 나리에 한 비탄(La Complainte de Monseigneur 

Geoffroy de Sergines)｣ 77-82행.)

  ｢세상의 상처들｣처럼 ‘세상 신분 평설’의 틀을 취하는 시 ｢세상의 상태(L’État du monde)｣

는 성직자와 속인의 신분 각각을 여러 하 범주로 세분하면서 논의를 구체화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인색  탐욕의 범람과 자애의 약화, 즉 세상의 도덕 ･종교  

타락이며, 시인은 여 히 그러한 제 에서 가난뱅이에 한 무 심을 비난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세상의 상태｣에서 도시  농 의 임 노동자들이 속인의 한 부류로 언

된다는 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집단은 당시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고, 생계를 꾸리

기 어려웠던 부분은 결국 새로운 빈곤층으로 귀착되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자들”에 

한 뤼트뵈 의 시선은  호의 이지 않다. 그는 이들에게도 어김없이 비 을 가한다. 

  한  보잘것없는 자들이 있어

 길거리에서 일을 하며

세상에 필요한 로

각자 갖가지 직분을 맡는데,

다른 상처들로 상처 입었습니다. 

그들은 보수를 잘 받으면서

일은 조 만 하기를 바랍니다,

허나 터럭 두 올만큼이라도 제 권리를 넘어선다면

외려 그들은 해를 입을 것입니다. 

포도밭의  농부들조차 

좋은 보수를 얻되

일은 조 만 하길 바랍니다 ― 하느님이 날 도우시길 !

  Encor i sont ces genz menues

Qui besoingnent parmi ces rues

Et chascuns fet divers mestier,

Si comme est au monde mestier,

Qui d’autres plaies sont plaié.

Il vuelent estre bien pai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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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petit de besoingne fere ;

Ainz lor torneroit a contrere

S’il passoient lor droit de deus lingnes.

Neïs ces païsanz des vingnes

Vuelent avoir bon paiement

Por peu fere, se Diex m’ament. (｢세상의 상태｣ 135-146행.)

  뤼트뵈 가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탐욕의 죄는 ｢세상의 상태｣에 등장하는 

온갖 부류가 짊어진 것과 동일한 악덕이다. 하지만 당시 실에서 이 비 이 정당한 것이라

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미셸 몰라가 지 하듯 세인들은 “노동 빈곤(indigence laborieuse)”을, 

즉 임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수입으로 인해 가난에 이르게 되는 

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46) 마찬가지로, 뤼트뵈 는 이 “보잘것없는 자들”이 자신이 불

히 여긴 바로 그 계층에 속한다는 을 깨닫지 못한 채, 기욤 르 클 르 드 노르망디에게

서 본 바 있는 ‘게으른 가난뱅이’에 한 훈계를 답습한다. 

  세는 배를 주리고 추 에 떠는 가난뱅이들에게 연민을 느끼며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

각했지만, 가난뱅이들이 결국 스스로의 죄로 인해 곤경에 빠진 것이 아닌지 의심했고, 그들

이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림으로써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세상의 상처들｣과 ｢세상의 상태｣에서 이 복합  감정의 일단을 읽어낼 수 있다. 자는 가

난뱅이들에 해 매우 호의 인 듯하나 그들을 무 에 올려놓지는 않는다. 후자에서 그들은 

무  에 나타나자마자 자기 주제를 알라는 질책을 받는다.  다른 시의 경우, 운명

(Fortune)의 변 으로 인해 가난뱅이와 귀인의 처지가 뒤바 고 불행에 빠진 주인을 하인들

이 해친다는 데 해 시인이 개탄을 치 못할 때, 계질서의 동요에 따른 우려,47) 가난뱅

이들의 반항에 한 불안감이 엿보인다.

가난한 사람, 불우한 이가

그토록 높이 오르니, 구나 그를 두려워하고,

귀인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

그녀[운명]의 수법이란 늘 그런 식입니다. 

46) PMA, p. 231. 

47) 아르망 스트뤼벨은 통  사회 구조가 흔들리던 13세기 후반의 도시에서 ‘운명’이라는 오래된 주제

가 새삼 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고 지 한다. “Fortune, qui est de plus en plus présente dans la lit-

térature en cette deuxième moitié du siècle... serait-elle un mythe urbain ?... Certes, l’imagerie de l’impera-

trix mundi est fortement imprégnée des exempla de l’Histoire (de Midas, Crésus ou Néron à Manfred ou 

Conradin), mais l’espace de la ville lui fournit un domaine de prédilection et l’occasion d’un spectacle de 

proximité”(Armand Strubel, “Le poète, le jongleur et la ville : la thématique urbaine dans la poésie de 

Rutebeuf”, Memini, vol. 11, 2007 (Site internet : http://memini.revues.org/7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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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재빨리 바퀴 꼭 기에 오르면

구나 그를 섬기고, 구나 그를 공경하며,

구나 그를 사랑하고, 구나 그를 떠받듭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바퀴가 돌아가서

섬김 받던 이가 진흙탕에 빠지면

섬기던 자들이 그 로 달려들어

발톱 세우는 데 주 하는 자 없습니다. 

잠깐 만에 그의 이름은 ‘웃다 우는 자’가 되고 맙니다. 

Li povres hons, li mescheans,

Monte si haut, chacuns le doute,

Li vaillanz hons devient noians :

Ainsi va sa maniere toute.

Tost est .I. hons en som la roe.

Chacuns le sert, chacuns l’oneure,

Chacuns l’aime, chacuns l’aroe.

Mais ele torne en petit d’eure,

Que li serviauz chiet en la boe

Et li servant li corent seure :

Nus n’atant a leveir la poe.

En cort terme a non Chantepleure. 

(｢앙셀 드 릴 나리에 하여(De Monseigneur Ancel de l’Isle)｣ 29-40행.)

  지 까지 살펴 본 작품들은 다소간 교화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가난이라는 소재도 그에 

걸맞게 사용되었다. 반면 보다 가벼운 텍스트에서, 가난에 한 부정  시선은 비 이나 불

안을 넘어 짓궂은 조롱에 이르기도 한다. ｢그  거 뱅이들에 한 이야기(Le Dit des rib-

auds de Grève)｣는 불 한 거 뱅이들을 ｢장미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난의 알 고리와 비슷

한 모습으로 그리면서 가난의 곤궁을 농담거리로 삼는다. 

 

거 뱅이들아, 희 참 꼴좋구나,

나무들 가지에서 잎을 떨구는데

희에게 옷이라곤 없으니

구리가 춥기도 하겠구나.

희에겐 고리가 얼마나 귀할 것인가, 

소매 달린 모피 외투는  어떨 것인가 ! 

희들 여름엔 그리 유쾌히 다니더니 

겨울엔 그리 뚝 며 다니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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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신발에는 기름칠이 필요 없지,

발뒤꿈치를 으로 삼았으니.

까만 리들이 희를 쏘아 더니,

이번엔 희를 하얀 놈들이 쏘겠구나.

Ribaut, or estes vos a point :

Li aubre despoillent lor branches

Et vos n’aveiz de robe point,

Si en aureiz froit a voz hanches.

Queil vos fussent or li porpoint

Et li seurquot forrei a manches !

Vos aleiz en été si joint,

Et en yver aleiz si cranche !

Vostre soleir n’ont mestier d’oint :

Vos faites de vos talons planches.

Les noires mouches vos ont point,

Or vos repoinderont les blanches. (｢그  거 뱅이들에 한 이야기｣ 문.)

  이 재치 있는 크로키는 뤼트뵈 의 개인  시들, 가령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La Griesche 

d’hiver)｣을 떠올리게 한다. 가난뱅이의 허름한 차림, 추 의 고통은 양쪽 모두에서 요한 모

티 로 쓰인다. 그리고 “까만 리”와 “하얀” 리, 즉 겨울의 송이를 비시키는 이 시의 

11-12행은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의 한 목과 동일한 착상에 기반한다. 

하느님은 날씨를 내게 딱 맞추시어,

까만 리가 여름에 날 쏘고,

   겨울엔 하얀 놈들.

Diex me fait le tens si a point,

Noire mouche en estei me point,

   En yver blanche.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 31-33행.)

  자기 자신에 해 이야기하는 개인  시들과 ｢그  거 뱅이들의 이야기｣ 사이에 존재

하는 표 상의 공통 으로 인해, 랄은 불 한 거 뱅이들에 한 시인의 연민을 읽어내고, 

그 자신의 불운이 시인으로 하여  타인을 향한 동정심을 갖게 했으리라고 해석하게 된다.48) 

그가 이 작품을 개인  시들과 함께 “불운의 시들”에 포함시킨 까닭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독법은 개인  시들의 고백에 한 일정한 신뢰를 제한다. ｢그  거 뱅이들

48) F-B, I, p.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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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이야기｣만을 독립 으로 읽어본다면, 일체의 도덕  심을 배제한 채 신체  고통

을 희화화하는 태도로부터 연민의 감정을 찾기는 쉽지 않고,49) 화자와 거 뱅이들 사이에서

는 아무런 공감도 나타나지 않는다. 거 뱅이들은 상의 치에 머무르고, 조롱하는 자와 

조롱받는 자 사이에는 거리가 유지된다. 

  물론 ｢그  거 뱅이들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타인의 가난을 다루는 시들이 이후 분석

하게 될 시인 자신의 가난 고백과 무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연 성은 어떤 기  요소

에서 연원한 것이라기보다 양자에 공히 향을 미친 이데올로기  제약에 기인한 것이다. 시

인이 가난뱅이를 자처할 때, 그는 가난에 부여된 온갖 특성을, 가난뱅이의 외양뿐 아니라 가

난이 갖는 함의들마  자기 것으로 취한다. 그러므로 지 까지 다룬 시들과 개인  시들 사

이의 계를 이해하기 해서라면, 시인의 개인  고통이 보편  공감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추 하는 신, 추론의 방향을 바꾸어, 타인을 향한 상화의 태도가 시인의 자화상에서 어

떻게 변주되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이 변주는 가난의 함의와 역할을 다채롭게 하고, 따라

서 더욱 정 한 독해를 요구할 것이다. 

  일단 외  실로서 가난을 이야기하는 시들만을 고려하더라도 뤼트뵈 의 태도는 모순

이라 여겨질 수 있다. 가난뱅이들은 연민의 상이 되기도 하고 악덕으로 인해 질책받기도 

한다. 가난의 고통은 세태의 타락을 보여주는 징후가 되기도 하지만 순 한 조롱거리로 락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시인의 시선은 가난과 가난뱅이를 상화한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동시 의 이데올로기 안에 머문다. 

  1.3. 거짓 가난의 해독(解讀) : 탁발수도회 비

  13세기 역사에서 탁발수도회는 요한 치를 한다. 더욱이 가난이라는 문제에 있어 그 

향은 무시될 수 없다. 가난뱅이들의 수가 증하던 도시를 활동 무 로 삼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모방한 탁발수사들의 행 은 가난에 한,  수도에 한 통  념에 동요를 일

으키면서 세인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 당혹감은 한편에서 경탄과 추종으로, 다른 한편에

서 의심과 분노로 이어졌다. 뤼트뵈 의 반응은 후자에 속한다. 그는 탁발수도회를 공격하기 

해 많은 시를 쓰면서, 수사들의 ‘청빈’이란 선임을, 빛좋은 허울 뒤에 숨겨진 탐욕과 오

49) 하지만 이 시에서 거 뱅이들의 비참이 연민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까닭을 그들 자신의 방탕한 생활

(“ribauderie”)에서 찾는 해석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D. Hüe et H. Gallé, Rutebeuf, p. 127 참조). 리갈

이도는 ｢그  거 뱅이들의 이야기｣가 도덕  일반화나 비탄의 표 을 보이지 않는다는 , 거

뱅이들이 겪는 가난의 연원이나 그들의 희망  망에 한 언 이 없다는 에서 뤼트뵈 뿐 아

니라 13세기 시 체에서 외 인 텍스트라고 평가한 바 있다(PPR, pp. 30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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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고발한다. 

  뤼트뵈 의 시 가운데 탁발수도회에 호의를 보이는 거의 유일한 외는 ｢코르들리에들의 

이야기(Le Dit des Cordeliers)｣이다.50) 존하는 그의 작품  가장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는 1249년, 란치스코회가 샹 뉴 시내에 수도회를 신설하고자 했던 일을 계기로 하여 지

어진 것이다.51) 샹 뉴 기존 성직자들의 반발에 맞서, 뤼트뵈 는 란치스코회 수사들의 미

덕에 찬사를 보내면서 수도회의 계획을 옹호한다. 컨  그들이 가난과 겸손의 표지로 허리

에 두르던 밧 은 다음과 같이 심오한 종교  의미를 얻게 된다. 

그들은 세 로 엮인 밧 을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려나 버린  화합에 그들은 화합합니다. 

우리가 악을 털어놓으면 악에 맞서 불화하도록 해 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침  속에서 괴로워하며 몸을 비틉니다. 

[E]n la corde s’encordent cordee a trois cordons ;

A l’acorde s’acordent dont nos descordé sons ;

La descordance acordent des max que recordons ;

En lor lit se detordent por ce que nos tortons. (｢코르들리에들의 이야기｣ 17-20행.)

  유사한 발음의 단어들을 첩하고 비시키면서 의미를 확장하는 수사  기법52)을 통해, 

“밧 (corde)”은 “화합(acorde)”의 상징이자 악에 맞선 “불화(descordance)”의 상징으로 변모한

다. “세 로 꼬인(cordee a trois cordons)” 밧 은 “우리의 잘못(ce que nos tortons)” 때문에 

‘괴로워하며 몸을 비트는’(“se detordent”) 수사들의 덕스러운 모습을 유비하고, 나아가 삼 일

체에 한 암시를 담는다.53) 

  하지만 이 첫 번째 작품 이후 탁발수사들은 가차없는 비 의 표 이 된다. 입장 변화의 까

닭을 알기는 어려우나,54) 확실한 것은 련 시 부분이 1250년  재속 교사들과 탁발수도회 

50) ｢성녀 엘리사벨의 생애(La Vie de sainte Elysabel)｣를  다른 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성인

에서는 성녀가 란치스코회에 자선을 베풀었음이 언 되며(705-710행), 그녀가 남편의 사후 곤궁에 

빠졌을 때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소도 란치스코회의 배당이라 시된다(992-1016행). 

그러나 기존의 라틴어 거들에 기반한 이 작품의 몇몇 모호한 언 만으로 시인의 내심을 단하기

는 어렵다. 뤼트뵈 가 거를 이용한 방식에 해서는 F-B, II, pp. 62-66 ; MZ, pp. 635-637 참조.

51) F-B, I, pp. 229-230 ; MZ, p. 49 참조.

52) 이 목은 뤼트뵈 가 즐겨 사용한 ‘아노미나티오’(annominatio)의 형  사례이다. 이 수사 기법은 

3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53) F-B, I, pp. 231-232.

54) 연구자들은 ｢코르들리에들의 이야기｣ 이후 뤼트뵈 가 리 학 학 부(Faculté des Arts)의 학생이 

되었으리라고 추측한다. 학 부는 학에서도 기욤 드 생타무르의 입장에 유독 우호 이었기에, 뤼

트뵈 도 자연스  재속 교사 당 에 가담했을 것이다(L.-G. Pesce, “Le portrait de Rutebeuf”, p. 57 ; 

A. Serper, Rutebeuf poète satirique, p. 43 ; Michel-Marie Dufeil, Guillaume de Saint-Amour et la polémique 

universitaire parisienne : 1250-1259, Paris, A. et J. Picard, 1972, p. 51 ; MZ, p. 9). 뤼트뵈 의 일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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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벌어진 리 학의 분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들은 뤼트뵈 의 체 작품

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분쟁과의 연 이 비교  분명한 것만을 꼽더라도, 랄과 바스탱

이 “교회, 탁발수도회들 그리고 학”이라는 이름 아래 묶은 시들  열세 편이, 그 밖에 ｢콘

스탄티노 에 한 비탄(La Complainte de Constantinople)｣과 ｢반 자 르나르 이야기(Le Dit 

de Renart le Bestourné)｣ 등이 포함된다. 양  비  때문에라도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는 이 

시들은 가난을 주제로 하는 우리의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갖는다. 탁발수도회의 

특징은 가난 실천의 고유한 방식에 있는데, 뤼트뵈 의 주요 공격 상이 바로 그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시들은 뤼트뵈  시에서 가난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기 한 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탁발수도회를 겨냥한 논쟁시 독해의 일차  난 은 실증 인 것이다. 역사  맥락을 염두

에 두지 않는다면 텍스트의 의미를 악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뤼트뵈

에게 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을 기 으로 삼아 사태 개를 소개하면서 그의 작품을 다

루고자 한다. 그 사건들이란 1254년 말 교황 알 산드르 4세(Alexandre IV)의 즉 , 1257년 

여름 재속 교사 측 지도자인 기욤 드 생타무르(Guillaume de Saint-Amour)의 추방, 그리고 

1261년 교황 우르바노 4세(Urbain IV)의 즉  등이다. 첫 번째 사건 이후 시작된 뤼트뵈 의 

개입은 두 번째 사건 이후 패색이 짙어지던 시기에 가장 활발했고, 세 번째 사건 이후 패배

가 확실해지자 그는 서서히 장에서 빠져나왔다. 상황의 흐름에 따라 뤼트뵈 의 개입은 성

격을 바꾸어 나가고 가난 주제의 함의도 다소간의 편차를 보이므로, 우리는 이를 감안하여 

련 시들을 읽어나갈 것이다.55)

  탁발수도회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학에 진출했다.56) 설교를 주된 사명으로 삼고 있던 

그들로서는 능력 있는 설교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수도회는 곧 란치스코

회의 보나벤투라(Bonaventure), 도미니코회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d’Aquin) 등 뛰어난 신

학자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이들의 인품과 학식은 많은 학생들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탁발

수도회의 상이 커질수록 손해를 입게 된 재속 교사들은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종래

의 학 규범에 따르지 않는 수사들의 태도도 마찰의 소지를 만들었다. 일례로, 1229-1231년

이 상당한 교육 수 을 요구했을 라틴어 텍스트를 거로 삼는다는 사실(F-B, I, pp. 37-39)은 이 가설

에 상당한 개연성을 부여한다. 한편, 랄은 뤼트뵈 가 란치스코회에 보다 덜 이었음을 강

조하면서 이를 ｢코르들리에들의 이야기｣에서의 우호  태도와 련짓지만(F-B, I, pp. 49, 230), 두 수

도회에 한 비 의 온도차는 일차 으로 당면한 분쟁 내에서 양측의 상이한 치에 기인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하나의 강좌밖에 갖고 있지 않던 란치스코회는 도미니코회만큼 학과 갈등을 빚지

는 않았다. 

55) 학 분쟁의 경과에 해서는 다음 작업들을 참조했다. F-B, I, pp. 65-82 ; M.-M. Dufeil, Guillaume de 

Saint-Amour et la polémique universitaire ; Andrew Traver, “Rewriting History ? The Parisian Secular 

Masters’ Apologia of 1254”, History of Universities, vol. 15, 1997-1999, pp. 9-45 ; A. Traver, The 

Opuscula of William of Saint-Amour. The Minor Works of 1255-1256 ; D. Hüe et H. Gallé, Rutebeuf, pp. 

50-75. 

56) 도미니코회는 1217년, 란치스코회는 1219년 무렵부터 학에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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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학 업 당시,57) 학의 철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탁발수사들은 리에서 강의를 계속

했으며, 이를 기회로 삼아 도미니코회는 신학부에 자기 몫의 강좌(chaire)를 확보하기까지 했

다. 도미니코회는 곧 한 자리를 더 차지하여 강좌를 둘로 늘렸고, 란치스코회도 한 강좌를 

손에 넣으면서, 신학부 열두 강좌 가운데 세 자리가 탁발수도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재속 교

사들의 몫은 그만큼 어들었다. 

  일단 묵인되었던 이 사태는 20여년 뒤 심각한 쟁 으로 비화한다. 1250년 교황 인노첸시오 

4세(Innocent IV)는 학 바깥에서 공부를 한 학생이라도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면 학 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한을 학감독에게 부여했고, 그 결과 수도회 소속 학생들이 가

장 이득을 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된 재속 교사들은 1252년 새로운 학칙으로 

응하여 수사 후보생의 교사직 진입 장벽을 높이는 한편, 수도회들이 앞으로는 각각 한 명

의 교사만을 거느릴 수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도미니코회는 두 강좌 가운데 하나를 포기

하라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했다. 그리고 1253년 3월, 병들의 학생 폭행이 재발하여 학이 

한 달 간 업에 돌입했을 때, 탁발수사들이 학의 조치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양측의 갈등

은 더욱 격화되었다. 4월, 모든 교사가 학의 규약에 순응할 것임을 맹세해야 한다는 새 규

정을 탁발수도회 측 교사들이 거부했고, 학은 그들을 제명했다. 이에 교황이 간섭하여 제

명 철회를 명령하고, 양측이 이듬해, 즉 1254년 8월 로마로 출두하도록 지시했다. 재속 교사

들은 교황의 명령이 집행되는 데 항하고, 신학부 교사인 기욤 드 생타무르의 주도 아래 

1254년 2월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재속 교사들은 학 내

의 문제만 다루지 않고 탁발수도회 일반의 활동에 해서까지 비 을 가했다. 탁발수사가 설

교를 하고 신자의 고해를 받는 행 는 명백한 월권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난의 목 은 

재속 성직자층 체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많은 재속 성직자는 설교나 고해 등에 탁

발수사들이 개입하면서 통  독 권을 침해당하게 된 것을 불만스러워 했기 때문이다. 

  1254년 8월 학과 탁발수도회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인노첸시오 4세는 그해 11월 칙령을 

통해 탁발수도회의 과도한 특권을 단죄한다. 탁발수사가 교구의 사제나 주교의 허가 없이 고

해를 받고 설교를 하는 행 는 엄격히 지되었다. 재속 성직자 체를 변한다고 자처한 

재속 교사들에게 이는 큰 성과 지만, 정작 학 문제에 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데 이 칙령의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 달 인노첸시오 4세가 사망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탁발수도회에 우호 인 신임 교황 알 산드르 4세가 즉각 임자의 칙령

을 철회하면서 학의 노력을 수포로 돌렸기 때문이다. 

  뤼트뵈 의 개입은 이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255년 에 어진 ｢자코뱅들과 

학의 불화(La Discorde des Jacobins et de l’Université)｣는 분쟁의 면에 있던 도미니코회 수

57) 이 업은 하나의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리 병들이 시가에서 소란을 부리는 학생들을 체포하던 

 몇몇 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자, 리 학은 항의의 표시로 2년간 리를 떠나 철수했다. 

교황의 지지를 받은 학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왕의 할을 벗어나 교회 사법권 아래 들어가고, 동시

에 학감독(chancelier)을 통한 지역 주교의 간섭도 피할 수 있었지만, 신 교황의 직  통제 아래 

놓인다(자크 르 고 ,  세의 지식인들 , 최애리 옮김, 서울, 동문선, 1998, 111-1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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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을 표 으로 삼는다. 그들은 훌륭한 가르침을 설교하나 실상은 시기(Envie)에 물들어 있

다. 애 의 겸손(Humilité)에서 오만(Orgueil)으로 옮겨간 그들은 학을 향해 배은망덕을 지

른다. “믿음으로, 평화로, 화합으로(De foi, de pais et de concorde)”(5행) 가득 찬 말이 행실과 

무나 달라, 시인은 “말한 로 행하는 일은  없다는 것(Que dire et faire n’i sont 

mie)”(8행)58)을 개탄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그럴듯한 외양은 숨은 속내와 일치하지 않는다. 

자코뱅들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얗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善)이 그들 안에 풍족합니다 ―

그 게 믿고 싶은 자 구든 믿겠지요.

의복을 보면 청정하고 무구하건만,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늑  한 마리도 불룩한 제의(祭衣)를 걸치면 

사제와  닮을 것입니다. 

Jacobin sunt venu el monde

Vestu de robe blanche et noire.

Toute bonteiz en eulz habunde,

Ce porra quiconques wet croire.

Se par l’abit sunt net et monde,

Vos saveiz bien, ce est la voire,

S’uns leux avoit chape reonde,

Si resambleroit il prouvoire. (｢자코뱅들과 학의 불화｣ 41-48행.)

  사제의 “불룩한 제의”가 늑 의 본성, 즉 탐식, 탐욕, 잔인성59)을 가리게 하듯이 도미니코

회 수사들의 허름한 의복 뒤에는 온갖 악덕이 은폐되어 있다. 덕성의 상징이라는 그들의 가

난은 기실 선의 표지일 따름이다. ｢코르들리에들의 이야기｣에서 시인의 찬미를 받은 란

치스코회조차 시인의 사정거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우 이야기(Le Roman de Renart)｣의  

교활한 르나르에게 란치코회 수사들의 복장을 걸쳐놓으면서 뤼트뵈 는 이들의 표리부동

58) 수고 A는 여기서 “sont”이 아니라 속법 단수 “soit”를 쓰고 있다. 이 에 해 랄과 바스탱은 이 

시행의 “dire”와 “fere”가 하나의 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면서, 그 뜻은 결국 “l’ac-

cord du dire et du faire”에 해당한다고 밝힌다(F-B, I, p. 239). 리갈 이도는 여기서 “행하는 것과 말하

는 것 사이는 멀다(Entre faire et dire a moult)”(Proverbes français antérieurs au XVe siècle, éd. Joseph 

Morawski, Paris, H. Champion, 2007, n° 695)는 세 속담을, 그리고 복음서의 다음 목을 상기한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 그러니 그들이 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마

태오 복음서｣ 23:2-3 ; PPR, p. 129, note 4).

59) Jean Dufournet, “Rutebeuf et le Roman de Renart”, in L’univers de Rutebeuf, Caen, Paradigme, 2005, p. 

50 참조. 



27

을 암시한다.

기실  르나르가 밧 을 두르고 

회색 외투를 입는다 한들

그 삶의 더러움이 덜해지지는 않습니다.

장미는 가시 에 놓여 있지요. 

Car ce Renart seint une corde

Et vest une coutele grise,

N’en est pas sa vie mains orde :

La roze est sus l’apine asize. (｢자코뱅들과 학의 불화｣ 53-56행.)

  ｢자코뱅들과 학의 불화｣에서 탁발수사의 거짓 가난에 한 비 의 논거는 아직 충분히 

발 되어 있지 않다. 뤼트뵈 는 탁발수사의 라한 외양에서 겸손의 의미를 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오만을 지 한다. 그런데 겸손과 오만의 문제로만 탁발수도회를 단하는 것은 탁

발수도회의 가난이 갖는 특이성을, 즉 그 ‘경제 ’인 함의를 간과한 처사라 할 수 있다. 통

으로 수도자의 가난은 세속  권력을 포기함으로써 겸손을 함양하기 한 선택으로 간주

되었지만, 탁발수도회의 신  면모는 거기에 개인･집단의 물질  소유 일체를 포기한다는 

새로운 의미를 덧붙인 데 있기 때문이다.60) 하지만 분쟁이 격화된 이후, 뤼트뵈 는 더 치

한 논거로 탁발수도회를 공격하게 된다. 

  알 산드르 4세가 즉 하면서 상황은 재속 교사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되어갔다. 

1255년 4월, 교황이 새로운 칙령으로 학의 각종 조치를 무효화하고 제명된 도미니코회 교

사들의 복귀를 명하자, 학은 이제 교황권에 맞서 투쟁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랑스 왕 

루이 9세마  탁발수도회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져 있었던 만큼 학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왕이 한때 타 을 해 노력하면서 고 성직자들을 소집, 1256년 3월 1일자

로 재안을 부과하 지만, 이는 두 당 도 교황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왕의 재 이후에도 기욤 드 생타무르는 연이은 설교  ｢ 험에 하여(De periculis)｣61)

60) B.H. Rosenwein et L.K. Little, “Social Meaning in the Monastic and Mendicant Spiritualities”, pp. 4-32 참

조. 

61) ｢ 험에 하여｣의 경우 우리는 기 겔트 의 본에 실린 역(William of Saint-Amour, De periculis 

novissimorum temporum, éd. et trad. Guy Geltner, Paris / Leuven / Dudley, Peeters, 2008 [이하 DP로 약기])

을 참조했다. 이 텍스트의 완 한 제목은 ｢성서에 의거한 말세의 험에 한 논고(Tractatus de peri-

culis novissimorum temporum ex Scripturis sumptis)｣이다(D. Hüe et H. Gallé, Rutebeuf, p. 60 참조). 뒤페

유는 “novissimorum”에 어떤 뜻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이 제목이 “Les dangers des derniers temps”과 함

께 “Les menaces des temps actuels”이라는 뜻도 가질 수 있다고 지 한다(M.-M. Dufeil, Guillaume de 

Saint-Amour et la polémique universitaire, p. 212). ｢ 험에 하여｣를 비롯하여 기욤 드 생타무르가 

1255-1256년간 집필한 텍스트들의 배경과 내용에 한 소개로는 A. Traver, The Opuscula of William 

of Saint-Amour. The Minor Works of 1255-12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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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논고를 통해 탁발수도회 비 을 지속한다. 그의 사안은 더 이상 학 내의 분쟁에, 혹

은 재속 성직자층과 수사들 사이의 이권 다툼에 국한되지 않는다. 1254년 무렵 란치스코회

에 속한 보르고 산 도니노의 제라르도(Gérard de Borgo San Donnino)의 종말론  작 ｢ 원

한 복음(Evangelium aeternum)｣이 복음서와 교회를 부정하는 이단  내용으로 말미암아 물의

를 일으킨 사건이62) 기욤에게 논  확 의 기회를 제공하 다. 란치스코회가 덮어쓰게 된 

이단의 의에 도미니코회까지 연루시키면서, 동시에 그 자신도 종말론  논리를 활용함으

로써,63) 기욤은 탁발수도회가 세상의 종말에 수반되는 험의 표징이라고 주장하고, 성서나 

교부들의 작 등에서 알맞은 논거들을 수합했다. 수가 말세의 표징을 묻는 제자에게 “거

짓 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라고 답한 복음서 구 을 인용하면서, 기

욤은 사제만이 떠맡을 수 있는 설교  고해의 권한을 침해하는 탁발수사들이야말로 거짓 

설교자들이자 그리스도의 조라고 단정한다.64) 기욤은  탁발수도회의 생활방식을, 특히 

탁발 행 를 공격하기 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사도 바오로의 언명으로

부터 구걸이 “아첨꾼들, 상꾼들, 거짓말쟁이들, 도둑들, 그리고 정의로부터 탈선하는 자들”

을 만든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65) 기욤은 탁발수도회의 사명과 원칙 등 존립의 토 를 부

정했던 것이다. 

  기욤 드 생타무르의 논설과 설교는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탁발수도회에 우호 인 

교황과 왕까지 걸고넘어진 그의 도발은 묵과되지 않았다. 왕은 ｢ 험에 하여｣의 사본을 로

마로 보냈고, 교황은 기욤을 비롯한 재속 교사 측 주동자들을 소환했다. 1256년 10월 로마는 

｢ 험에 하여｣를 단죄했고, 압력에 못 이긴 일부 교사들은 공식 으로 입장을 철회했다. 

62) 사본이 모두 소실되어 간 으로밖에 내용을 추측할 수 없는 이 텍스트는 본래 12세기 말 피오 의 

요아킴(Joachim de Fiore)이 지은 일련의 종말론  작들에 한 ‘서설’로 어진 것이나, 이단  내

용으로 인해 ｢ 원한 복음｣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요아킴은 역사가 창조와 구약의 시 인 ‘성부의 

시 ’, 수의 강생을 심으로 한 ‘성자의 시 ’, 그리고 ‘성령의 시 ’로 나 어진다고 보았고, 1260

년 세번째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 측했다. 요아킴의 주장은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오류로 

정되었으나 이단시되지는 않았다. 반면 제라르도는 이 추론을 극단화하여, 구약과 신약은 요아킴의 

새로운 복음으로 체되어 무효화되었으며 가톨릭 교회는 1260년 해소될 것이라 단언한다. 이 텍스

트는 곧 엄격하게 단죄받으며, 1254년 인노첸시오 4세가 학의 입장에 서게 되는 데도 향을 주었

던 것으로 보인다. 

63) 종말론  사고는 13세기에 리 퍼져 있던 것이기에 기욤의 추론 방식은 그리 낯설게 여겨지지 않았

을 것이다(M.-M. Dufeil, Guillaume de Saint-Amour et la polémique universitaire, pp. 119-124 ; Jean-Pierre 

Bordier, “L’Antéchrist au Quartier Latin selon Rutebeuf”, in Milieux universitaires et mentalité urbaine au 

Moyen Âge. Colloque du Département d’études médiévales de Paris-Sorbonne et de l’Université de Bonn, 

dir. D. Poirion, Paris, Presses de l’Université de Paris-Sorbonne, 1987, pp. 14-15 ; D. Hüe et H. Gallé, 

Rutebeuf, pp. 55-58 참조).

64) ｢마태오 복음서｣ 24:11 ; “The dangers will certainly menace through false preachers, Mat. 24 : many false 

prophets will rise and seduce many”(DP, p. 51).

65)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10 ; “If it is sought what danger may lie in seeking neces-

sities or in begging, we respond, because those who wish to live by begging become flatterers, detractors, 

liars, thieves, and deviators from justice”(DP,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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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듬해 여름, 기욤이 아직 로마에 머물고 있던 때, 교황과 왕은 공모하여 그의 랑

스 입국을 지했다. 추방자가 된 기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교황 알 산드르 4세에 의해 재속 교사들이 수세에 몰리고 기욤 드 생타무르마  기에 

처한 이 시기, 뤼트뵈 의 개입도 더욱 왕성한 모습을 띠며 새로운 단계에 어든다. 학 

분쟁과 련된 존 작품  ｢자코뱅들과 학의 불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때부터 

어진 것이다. 뤼트뵈 는 기욤 드 생타무르에게서 논거를 차용하고,66) 자신이 이미 사용한 

모티 들에도 기욤의 종말론을 섞어 넣는다. 가령 1257년 3월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 ｢ 선에 

하여(D’Hypocrisie)｣67)에서 뤼트뵈 는 기욤의 논리에 따라 선과 이단을 연결한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할 나으리들,

[…]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드리는 제 한탄은

선,

이단의 사 이에 한 것이니,

그녀가 이 땅을 손에 넣었소이다. 

Seigneur qui Dieu devez ameir

......

A vos toz fas je ma clamour

   D’Ypocrisie,

Couzine germainne Heresie,

Qui bien at la terre saisie. (｢ 선에 하여｣ 1, 6-9행.)

 

  선의 힘은 이제 학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녀는 나라 체를 장악했고, 거역하는 자들

을 박해하며, 세속의 리 모두를 휘하에 거느리고 법을 무시하면서 자기 뜻을 철한다. 하

지만 가장 충직한 종복들은 따로 있으니, 복음서에서 하는 바,68) 검소한 옷에 겸허한 태도

를 갖춘 이들은 사실 야수보다 더욱 악랄하여, 모든 미덕을 굴복시키고 교회를 뒤흔든다. 이 

66) 뤼트뵈 의 시에 미친 기욤 드 생타무르의 향과 그 성격에 한 개  연구로는 A. Serper, 

Rutebeuf poète satirique, pp. 33-44 참조.

67) 수고 A의 제목 ｢바리사이에 하여(Du Pharisien)｣는 바리사이와 세리에 한 복음서의 비유(｢루카 

복음서｣ 18:9-14)를 다룬 1256년 8월 기욤의 설교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욤 드 생타무르의 설

교 내용은 A. Traver, The Opuscula of William of Saint-Amour, pp. 70-74에 소개되어 있다. 랄은 이 

시가 1259년의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뒤페유는 기욤의 추방에 한 명시  언 이 없음을 근거로 하

여 이 작품이 1257년에 어졌다고 본다. 미셸 쟁크는 뒤페유의 견해를 따른다(F-B, I, 249-250 ; 

M.-M. Dufeil, Guillaume de Saint-Amour et la polémique universitaire, pp. 297-298 ; MZ, p. 135). 

68) 뤼트뵈 는 다음과 같은 목을 상기했을 것이다. “ 희는 거짓 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

의 옷차림을 하고 희에게 오지만 속은 게걸 든 이리들이다”(｢마태오 복음서｣ 7:15). 선자들에 

한 묘사와 련, 기욤 드 생타무르와 뤼트뵈 가 복음서  그 밖의 거에서 참조한 인용구들에 

해서는 F-B, I, p. 2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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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애  보잘것없었던 선의 힘을 키워  주범이며, 뤼트뵈 는 필경 자신이 꾸며내었

을 이름들을 능청스  늘어놓으며 그들을 하나하나 지목한다. 

여우같은 여인 선,

밖에선 기름칠하고 안에선 칼질하는 그녀가

   이 왕국에 들어왔소.

곧바로 기욤 형제를,

로베르 형제와 알리옴 형제를,

   조 루아 형제를,

랑베르 형제, 랑 루아 형제를 찾아내었소.

이때 그녀는 이처럼 등등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날뛴다오. 

Ypocrisie la renarde,

Qui defors oint et dedens larde,

   Vint el roiaume.

Tost out trovei Freire Guillaume,

Freire Robert et Frere Aliaume,

   Frere Joffroi,

Frere Lambert, Freire Lanfroi.

N’estoit pas lors de teil effroi,

   Mais or s’effroie. (｢ 선에 하여｣ 80-88행.)

  선의 알 고리를 통해 시인은 학 분쟁의 의미를 기독교 세계 체로 확장시킨다. 이 

논법은 유혹자들의 선을 경계하는 기욤 드 생타무르의 사고69)에 상응하며, 시인은 자신이 

기욤을 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70) 하지만 뤼트뵈 의 역할은 단지 기욤의 주

69) 기욤은 말세의 유혹자들이 겉으로는 교회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운 선민(選民)들처럼 보여 많

은 이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 말한다. “Such seducers will therefore be found among Christians appear-

ing to be pious, always dedicated to the study of letters, clever and knowledgeable, always famous for giv-

ing advice, engaged not only in the Lord’s precepts, but also in his counsels, and who will appear holier 

and wiser in the church ; on account of which they are believed to be the elect members of the 

Redeemer.”(DP, p. 111). 뤼트뵈 는 ｢기욤 드 생타무르 선생에 한 비탄(La Complainte de maître 

Guillaume de Saint-Amour)｣ 8-13행에서 교회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편을 자처하는 이

런 자들이 / 나를 난국으로 몰아넣소. / 내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 내게 도 하진 않으며 / 그들이 말

하듯 내 쪽이라 한다면 / 나를 손쉽게 무 뜨리기 함(Teil gent ce font de ma querele / Qui me metent 

en la berele : / Les miens ocient / Cens ce que pas ne me desfient, / Ainz sont a moi, si com il dient / 

Por miex confondre).” 한 ｢규칙들의 이야기(Le Dit des Règles)｣ 175-180행 참조. 

70) 선에 항한다면 “재 도 없이(sens jugement)”(100행) 핍박당하리라는 경고는 기욤의 고난을 환기

하며, “ 선자들로 인하여(Par ypocrites)”(115행) 그리스도가 도래하리라는 시 결미의 견은 ｢ 험

에 하여｣에 인용되었던(DP, p. 45) 성 요한의 서한을 암시한다. “자녀 여러분, 지 이 마지막 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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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랑스어 운문으로 번안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장-피에르 보르디에(Jean-Pierre Bordier)

가 지 하듯, 뤼트뵈 는 기욤이 인용한 성서 등의 구 에 목 (目前)의 사건을 결부하여 

그리스도라는 개념에 탁발수사의 모습을 덧 운다.71) 추상  신학 논고의 성격을 갖는 작

인 ｢ 험에 하여｣에서는 탁발수도회의 명칭조차 언 되지 않지만, 시인은 선자들을 한 

명씩 거명하면서 탁발수사(“Frere”)라는 신분까지도 시할 수 있다. ｢ 리의 수도회들(Les 

Ordres de Paris)｣이라는 시에서, 뤼트뵈 는 양  탁발수도회를 시하여 리에 우후죽순처

럼 생겨나던 온갖 신규 종교단체들을 신랄하게 풍자한다. 거짓 신앙으로 포 된 수도의 험

은 바로 앞의 실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실의 실체를 식별하기 해 기욤의 사고 

틀을 빌려 온 시인은 그 사고에 실  감각을 더해 다. 시는 기욤의 에 직  담길 수 

없었던, 하지만 여론을 움직여 앞의 사안에 개입하는 데 긴요한 동시 성을 제공하고, 풍

자와 아이러니에 힘입어 주장의 호소력을 높인다.72)

  기욤의 주장을 지  여기의 이미지로 육화하는 뤼트뵈 에게 탁발수사의 가난은 좋은 과

녁이 된다. “무엇이든 빛나는 것 모두가 은 아니오(N’est pas tot ors quanque reluit)”(｢ 선

에 하여｣ 92행)73)라 경고하면서, 그는 허름한 차림새나 탁발 행  등 덕스러운 모습 뒤에 

숨은 정반 의 악덕을 폭로한다. 하지만 ｢자코뱅들과 학의 불화｣에서와 달리, 시인은 이제 

겸손으로 가려진 오만의 죄를 포착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 그는 탁발수사의 가난이 갖는 

‘물질 ’ 함의마  도시켜, 자발  가난이라는 것이 탐욕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주

장한다. 그가 말하길, 이단자나 고리 업자라도 탁발수사들을 섬긴다면 그들로부터 천국을 

약속받는다.74) 수사들은 성속(聖俗)의 권력자나 부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주인 행세를 한

다.75) 신의 길을 버린 그들은 결국 환 상만큼 부유해졌다.76) 그들의 가난과 겸손이란 허

이며, 오만을 충족시키고 재물을 모으기 한 “다른 방법”일 뿐이다. 

니다. ‘그리스도의 ’이 온다고 여러분이 들은 그 로, 지  많은 ‘그리스도의 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 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요한의 첫째 서간｣ 2:18). 이와 같은 몇몇 구 의 차용

에 해서는 J.-P. Bordier, “L’Antéchrist au Quartier Latin selon Rutebeuf”, pp. 14-15를 참조. 기욤에 

한 옹호는 기욤의 추방 이후에 어진 ｢기욤 드 생타무르 선생의 이야기(Le Dit de maître Guillaume 

de Saint-Amour)｣와 ｢기욤 드 생타무르 선생에 한 비탄｣이라는 두 편의 시에서 더욱 명시 으로 

개된다. 

71) Jean-Pierre Bordier, “L’Antéchrist au Quartier Latin selon Rutebeuf”, pp. 12, 16. 

72) 뒤페유는 기욤의 논고가 층분한 학문  엄 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혹평하면서, 뤼트뵈 의 시 덕분

에 기욤의 주장은 본래 그에 걸맞은 조롱(quolibet)의 역으로 옮겨지고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M.-M. Dufeil, Guillaume de Saint-Amour et la polémique universitaire, pp. 295-298).

73) 이는 리 퍼진 세 속담을 거의 그 로 차용한 것이다(Proverbes français antérieurs au XVe siècle, 

éd. J. Morawski, n° 1371 ; F-B, I, p. 254 참조).

74) ｢규칙들의 이야기｣ 19-36행.

75) ｢규칙들의 이야기｣ 106-114행.

76) ｢자코뱅들에 한 이야기(Le Dit des Jacobins)｣ 29-3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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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그리스도에 한 사랑으로 내의를 버리고,

수도회에 명해진 가난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가난을 풀이합니다. 

겸손을 설교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그들은 땅 속에 묻었습니다. 

Por l’amor Jhesu Crist laisserent la chemise

Et prirent povretei qu’a l’Ordre estoit promise.

Mais il ont povretei glozee en autre guise :

Humilitei sarmonent qu’il ont en terre mise. 

(｢자코뱅들에 한 이야기(Le Dit des Jacobins)｣ 37-40행.)

  거짓 가난에 한 비 을 탐욕에 한 공격으로 확장하기 해77) 뤼트뵈 는 세사회가 

가난뱅이들의 ‘자격’에 해 품어 온 의혹을 끌어들인다. 자선 활동이 활발해지던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증여물을 합한 상에게 분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힌 참

이었다. 배우처럼 고통을 과시하며 연민을 호소하는 온갖 걸인들  정말 도와야 할 사람이 

구인지를 가려내기는 어려웠고, 결국 모든 걸인이 의심을 받게 되었다.78) 12세기 신학자 

피에르 르 샹트르(Pierre le Chantre)는 거짓 가난뱅이에 속하는 여러 범주를 선별했는데, 여기

에는 , 방탕한 자들, 변장한 거지들과 함께, 가짜 성유물과 교황의 칙서를 손에 든 거짓 

설교자들이 포함되었다.79) 탁발수사들의 가난에 해 의문을 제기할 때 뤼트뵈 는 이들을 

 불한당의 부류와 동일시하는 것이니, 그의 주장 로라면 어느 쪽이든 물욕을 채우기에 

한 사기꾼일 따름이다.

  더 나아가, 뤼트뵈 는 진정으로 궁핍하고 힘없는 이들이  거짓 가난뱅이들에게 핍박당

함을 한탄한다. 성직자조차 탁발수사들을 따르지 않는 한 성직록도 직분도 얻지 못해 곤란에 

처한다.80) 신자들의 유산을 들이 모두 착복했기에 교구의 신부는 빵도 기도서도 얻을 수가 

없다.81) 수사들은 가난한 성직자의 집에 들어가 왕 노릇을 하고, 성서가 하는 미식(美食)을 

요구하며, 과도한 사를 강제한다.82) 하물며 평범한 속인 가난뱅이야 안 에도 들지 않는

다. 

77) 스트뤼벨은 이 둘을 목시키는 논리에 해 의문을 표한 바 있다. “Le motif lancinant de l’argent, de 

l’avarice et de la cupidité se greffe sur celui de la tromperie, sans véritable logique, comme si les Ordres 

Mendiants, émanation de la ville, ne pouvaient être que l’expression de sa principale perversion”(A. Strubel, 

“Le poète, le jongleur et la ville”, § 25). 

78) 게 멕,  빈곤의 역사 , 66-72쪽.

79) PMA, pp. 137-138 참조.

80) ｢기욤 드 생타무르 선생에 한 비탄｣ 82-85행.

81) ｢규칙들의 이야기｣ 115-132행.

82) ｢규칙들의 이야기｣ 139-153행.



33

아아 ! 궁정으로 달려가는 숱한 자들이 있어,

가난한 이들에게는 귀머거리 행세를 하고

부자들은 환 하며 반깁니다. 

Helas ! tant en corent a cort

Qu’a povre gent font si le sort

Et au riches font feste et joie. (｢성교회에 하여(De sainte Église)｣ 91-93행.) 

  탁발수도회를 보호하고 기욤을 추방한 왕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반 자 르나르 이

야기｣는 ｢여우 이야기｣의 틀을 빌려, 탁발수사들에 둘러싸인 루이 9세를 르나르의 유혹에 넘

어간 동물들의 왕 사자 노블(Noble)에 비유하고, 약을 해 왕궁의 문을 닫은 채 가난뱅이

들을 박 하는 그의 행태를 힐난한다.83)

그들[르나르의 일당]은 노블 폐하를 좋은 례로부터

   완 히 떼어놓아 버렸기에

그의 왕궁은 여느 은수처와 같소.

그들은 시간낭비에

   헛된 기다림으로 

외지의 가난뱅이 짐승들이 가를 치르게 하며

이들에게 큰 곤란을 가져다주오.

Mon seigneur Noble ont tot gitié

   De boens usages :

Ses hosteiz est .I. rencluzages.

Asseiz font paier de muzages

   Et d’avaloignes

A ces povres bestes lontoignes,

A cui il font de grans essoignes. (｢반 자 르나르 이야기｣ 141-147행.)

  ｢ 선과 겸손에 한 가르침(La Leçon d’Hypocrisie et d’Humilité)｣이라는 알 고리 작품의 

배경은 수사들의  다른 보호자인 교황의 거처 로마이다. 술에 취해 잠든 뤼트뵈 는 꿈속

에서 “어느 큰 도시(une grant citei)”(24행)에 이르고, 정 한 이(Courtois)와 그 어머니인 정 함

(Courtoisie)의 환 를 받는다. 식후의 화에서 정 한 이는 그에게 이 도시의 타락상을 들려

다. 이곳에서 태어난 인색이, 그리고 “그녀의 사 이(sa couzine germainne)”(185행) 탐욕이 

83) 1261년 타타르족의 을 앞두고, 루이 9세는 일련의 참회행 를 시행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명령했다. 랄은 그가 솔선수범을 해서 왕실 재정의 약을 시도했으리라 추정한다(F-B, I, pp. 

420, 5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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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 가난뱅이들이 괴로움을 겪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바칠 

재물이 없는 그들은 재 에서조차 불이익을 당한다.

이곳의 법정에 해 알아두실 것은

성직자나 속인이나,

당신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바란다면, 

우선 당신의 손을 쳐다보지 않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게 있다면, 당신은 더 가질 것이고,

당신이 가진 게 없다면, 당신의 신세는 

얼음 의 거 나 마찬가지일 텐데,84) 

다른 이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비웃음을 받고 치욕을 당하리라는 것이지요. 

이에 해 당신에게 주의 드리는 바,

실로 이 고장은 이런 식이라

모든 가난뱅이들이 우거지상을 합니다. 

Sachiez de la court de laienz

Que il n’i a clerc ne lai enz,

Se vos voleiz ne plus ne mains,

Qu’avant ne vos regart au mains.

Se vos aveiz, vos averoiz.

Se vos n’aveiz, vos i feroiz

Autant com l’oie seur la glace,

Fors tant que vos aureiz espace

De vos moqueir et escharnir.

De ce vos wel je bien garnir,

Car la terre est de teil meniere

Que touz povres fait laide chiere. (｢ 선과 겸손에 한 가르침｣ 145-156행.)

  그럼에도 이 시는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된다. 허 (Vaine Gloire), 선, 인색, 탐욕과 같은 

악덕들의 세 앞에서 미덕들이 모두 힘을 잃은 탓에 가장 세력이 큰 악덕인 선이 도시를 

지배하게 될 뻔했으나, 재앙을 우려한 신의 개입으로 인해 악덕들이 서로 다투는 가운데 어

부지리 격으로 정 한 이가 우두머리로 선출된 것이다. 이 개는 실제의 역사  사건에 

응하는 것으로, 정 한 이는 알 산드르 4세의 사후 1261년 8월 선출된 교황 우르바노 4세를 

가리킨다.85) 시 말미에서 뤼트뵈 가 기쁨을 표하는 목을 보면, 탁발수도회를 후원하고 기

84) 얼음 에서 미끄러지며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 보다 신세가 나을 것이 없음을 말한다(F-B, I, p. 

292 참조). 

85) 형용사 courtois와 urbain은 이 당시 거의 등가어로 쓰 다. 한 뤼트뵈 가 묘사한 로, 교황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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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 드 생타무르를 추방한 임 교황의 죽음이 재속 교사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실은 이들의 희망과 어 났다. 우르바노 4세는 알 산드르 4세의 

학 정책을 폐기하지 않았고, 기존의 승패는 그 로 굳어졌다. 뤼트뵈 의 개입도 이제 종

결의 단계로 어든다.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어버린 1260년  반 이후, 비교  오랫동안 

기욤 드 생타무르의 지지자를 자처했던 그도 다른 이들처럼 차 기욤에 해 함구하게 된

다.86) 기욤은 1272년 죽을 때까지 리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 까지 살펴 본 학 분쟁 련 논쟁시들의 목표는 여론을 움직이는 데 있다. 그러므로 

뤼트뵈 가 이 낯설어 할 만한 독창  논증을 만들어내고자 애쓰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

운 일이다. 오히려 상투 인 사고의 틀을 활용함으로써 그는 더욱 폭넓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87) 이미 기욤 드 생타무르가 성서  교부들의 공인된 권 에 바탕을 두고 논지를 펼

쳤던 까닭도 다른 데 있지 않으며, 뤼트뵈 는 기욤이 어느 정도 리 퍼뜨린 논거들에 구체

이면서도 친숙한 이미지들을 덧입  다시  자기 나름 로 발 시킨다. 

  기성의 사고방식에 기 는 략은 탁발수사들의 가난을 풍자할 때도 용된다. 이는 가난

이 당 의 시사  문제 다는 사실과 무 하지 않다. 가난은 세속의 군주와 성직자 모두의 

고민거리 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풍경이었으며, 그들  상당수가 고통스럽게 

체험하는 불행이었다. 차 심화되어가는 이 불안요소에 해 뾰족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

한 세 사회는 자애와 경멸이라는 이데올로기  양극 사이에서 동요했다. 뤼트뵈 의 논쟁

시는 이 양극 모두를 활용한다. 한편에서는 가난과 도덕  타락을 연결 짓는 리 퍼진 논리

에 의거하여, 그는 탁발수사들의 가난이 미덕 아닌 악덕의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그는 탁발수사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가난뱅이들에게 연민을 표하면서 수사들의 거짓

된 가난을 규탄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가난은 주장의 도구가 될 따름이다. 가난뱅이들

의 입장을 변하는 일은 그의 소 에 들지 않는다.88) 시인이 한 편의 시에서 모든 계층을 

의 임무를 맡은 여덟 추기경의 회합은 서로에 한 시기 때문에 난항을 겪었다(F-B, I, pp. 286-287 참

조).

86) 뒤페유의 연보에 따른다면, 탁발수사들에 한 공격이 담긴 마지막 시들은 1262년 후에 치한다

(M.-M. Dufeil, “L’œuvre d’une vie rythmée”, pp. 286-287). 그 가운데 ｢겸손의 길(La Voie de Paradis)｣, 

｢뤼트뵈 의 회개(La Repentance Rutebeuf)｣에 해서는 2장 3 에서 논의할 것이다.

87) “The poet exploits topoi known to his public to inform them about new social and moral questions. 

Essentially this is why polemical writings tend to run to type ; familarity was a guarantee of comprehens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poet and hearer, and this communicative function was valued far more than 

novelty”(PPR, p. 128). 반 덴 부가르트는 논쟁시의 주요 고려 상이 학 사회 으리라는 데 착안하

여, 당시 학의 스콜라  논리가 시의 구성에 끼친 향을 밝힌다(Nico H. J. van den Boogaard, “La 

forme des polémiques et les formes poétiques : dits et motets du XIIIe siècle”, in Autour de 1300. Études 

de philologie et de littérature médiévales, dir. S. Alexandrescu et al., Amsterdam, Rodopi, pp. 19-40).

88) 뤼트뵈 의 교화시  논쟁시가 가난뱅이의 입장을 표 한 것이라거나 어도 가난뱅이를 한 발

언을 담고 있다고 보는 일각의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Omer Jodogne, “L’Anticleŕicalisme de 

Rutebeuf”, Les Lettres romanes, vol. 23, 1969, pp. 219-244 ; Richard Spencer, “Sin and Retribution, and 

the Hope of Salvation, in Rutebeuf’s Lyrical Works”, in Rewards and punishments in the Arthurian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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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탁발수도회의 번창에 한 책임을 물을 때 “보잘것없는 자들”만은 면제의 혜택을 받지

만, 그마 도 무슨 호의 때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는 다만 들에게 무언가를 책임질 

능력이 있을 리 없다고 단하는 것이다. 이 무지 이들을 거론하는 목 은 필경 고 성직자

와 같은 시의 주요 수신자들이 그들처럼 바보가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있었을 

것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들은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못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원하는 것 무엇이든 그들이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한 엉터리라도

하얀 양이 새까맣다고 하더라도 

번에 그들이 믿게 할 수 있습니다.

“  찬미”라 하면 “  찬밥”이라 듣습니다.89)

쟁기 자루를 가지고서도 

이들은 단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것밖에 다른 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말해보십시오, “그건 성 그 고리오의 것이다,”

아무 얘기나 믿어  테니까요.

Je ne blame pas gent menue :

Il sont ausi com be[ste mue] ;

L’en lor fet canc’on ve[ut acroire],

L’en lor fet croire de ven[ue],

Une si grant descovenue

Que brebiz blanche est tote noire.

« Gloria laus », c’est « gloire loire » ;

Il nous font une grant estoire

Nes dou manche de la charrue,

Pour coi il n’ont autre mimoire.

mances and lyric poetry of mediaeval France, éd. P.V. Davies et al., Cambridge / Wolfeboro, D. S. Brewer, 

1987, pp. 149-164). 페세는 탁발수도회 운동을 비롯하여 당시 새로운 사회  흐름의 의미가 뤼트뵈

에게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다는 을 하게 짚어낸 바 있다. 뒤푸르네와 르테크의 논고는 시인

의 보수주의를 분명하게 밝 낸다(L.-G. Pesce, “Le portrait de Rutebeuf”, pp. 73-75 ; Jean Dufournet et 

François de la Bretèque, “L’univers poétique et moral de Rutebeuf”, in Dufournet, L’univers de Rutebeuf, 

pp. 119-159).

89) “Gloria, laus”는 9세기 테오둘포(Théodulphe)가 지은 성가를 가리킨다. “loire”는 수달(loutre), 혹은 포

도주 압착통이나 포도주 자체를 가리킬 수 있다. 이 시행은 라틴어를 발음이 비슷한 랑스어로 잘

못 알아듣는 평민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이다(F-B, I, p. 283 ; MZ, p. 190-191). 번역에서는 문자  

의미를 살리기 어려워 말장난만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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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es lor « c’est de saint Gregoire »,

Quelque chose soit est creüe. (｢성교회에 하여｣ 97-108행.)

  그럼에도 논쟁시에서의 가난을 이데올로기  상용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우리는 문자  의미뿐 아니라 시인이 가난에 부여한 기능에도 유의해야 한다. 뤼트뵈

가 가난 문제의 실제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실제의 상처’가 그의 시에서 

강박 으로 되풀이되는 소재라는 것은 사소한 사실이 아니다.90) 가난은 시인의 실 인식에 

가장 요한 매개항이기 때문이다. 

  논쟁시는 탁발수사들의 겉모습 머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고자 한다. 시인은 이를 해, 

마치 종말의 혼란스러운 조들을 풀이하듯, 실 속에서 “표징(表 )들을 해석해야

(interpréter les signes)” 한다.91) 앞의 실을 표징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이 자명하지 않기 

때문일 것인데, 뤼트뵈 에게는 탁발수사들의 겉모습만큼, 그들의 가난만큼 불명확한 실은 

달리 없었다. 탁발수도회가 덕의 상징으로 삼은 가난은 시인에게 거짓된 표피로 비친다. 모

호한 외양은 난해한 표징이 되고, 기만과 착오의 험을 낳는다. 하지만 이 사태는 시인에게 

하나의 새로운 임무를, 해석이라는 임무를 부여한다. 시인은 실의 표면 머로 나아가, 수

사들의 가난 이면에서 오만과 탐욕을 읽어내고, 사람들 앞에 진실을 폭로한다.

구도 들의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한 가지 기질만을 알고 있는데,

군가 가슴 아 게 되더라도

들은 자기 원하는 로 하려 합니다. 

군가 괴롭고 불행하게 되더라도

들에겐 상 없습니다, 자기들만 즐겁다면. 

Nuns ne puet savoir lor couvaine.

Je nen sai c’une seule vainne :

Il welent faire lor voloir,

Cui qu’en doie li cuers doloir.

Il ne lor chaut, mais qu’il lor plaise,

Qui qu’en ait poinne ne mesaise. (｢규칙들의 이야기(Le Dit des regles)｣ 133-138행.)

  가난의 표징이 논쟁시에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상처들｣, ｢세상의 상태｣와 같

90) ‘실제의 상처’라는 표 은 페세의 언 에서 차용한 것이다. “Son tempérament, il est vrai, ne seyait pas 

à l’historien, car il ne savait garder le calme et l’impartialité ; cependant, s’il n’est pas juste de prendre au 

pied de la lettre tout ce qu’il s’efforça de nous faire « entendre et savoir », très souvent on sait qu’il a mis 

son doigt sur des plaies réelles”(L.-G. Pesce, “Le portrait de Rutebeuf”, p. 84). 

91) J.-P. Bordier, “L’Antéchrist au Quartier Latin”,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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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화  시에서도 뤼트뵈 는 가난뱅이의 고통을 찰하고 가난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실의 문제를 포착하 다. “자애란 옛날에 죽어버렸다(Charitez est pieça morte)”(｢세상의 상

태｣ 169행)는 진실, 미덕의 소멸과 악덕의 범람이라는 결론은 가난이라는 상에 거한 

찰과 해석의 결과이다. 

  가난에 한 이해는 뤼트뵈 의 궁극  목 이 아니었지만, 실에 한 이해를 얻기 해 

그는 가난을 탐침(探針)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의 실은 리라는 도시 다. 도시는 부의 집

결지이자 가난과 배제의 공간이다. 이 두 측면은 돈에 의해 분할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돈은 건  계질서와 달리 자명하지도 이지도 않아, 어디로나 옮겨 다니고 수시로 

모습을 바꾸면서 세상의 혼란을 낳는다. 그래서 시인은 ｢세상의 상태｣를 다음과 같은 비유로 

시작한다. 

환 소의 돈닢보다 더욱 자주 

세상이 바 므로,92)

이 얄궂은 세상에 해 운을 짓고자 합니다. 

Por ce que li mondes se change

Plus sovent que denier a Change,

Rimer vueil du monde divers. (｢세상의 상태｣ 1-3행.)

  이 도시에서, 어떤 이들은 돈을 버느라 안이 되어 가난뱅이들의 곤궁을 외면하고,  다

른 이들은 가난을 장하면서까지 돈을 모아보려 애쓴다. 그것이 뤼트뵈 의 에 비친 세상

이다. 따라서 뤼트뵈 가 가난을 상화, 도구화하며 시 의 한계를 답습했다는 것으로 논의

를 끝낼 수는 없다. 가난이 그에게 가장 특권 인 상이자 가장 유용한 도구로 쓰 다는 

을, 도시라는 복잡한 실 속에서 그의 선택에 근거가 없지 않다는 을 아울러 지 해야 한

다. 이 상-도구에 숨겨진 가능성은 우리가 뒤로 미루어두었던 시들, 뤼트뵈 가 가난뱅이

로서 스스로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몇 편의 시들에서 더욱 뚜렷이 실 된다. 

92) “... le comparant (le cours fluctant de la monnaie) n’est pas choisi par hasard, car même l’étalon de toute 

valeur, l’argent, n’a pas de constance”(A. Strubel, “Le poète, le jongleur et la ville”,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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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인의 가난

  2.1. 시인의 삶, 가난뱅이의 시

  1959-1960년 에드몽 랄과 쥘리아 바스탱이 출간한 뤼트뵈  집은 기존 연구자들이 ‘개

인  시들’이라 칭하던 일곱 편을 포함한 열한 편의 시를 “불운의 시들”이라는 제목 아래 묶

는다.93) 그들의 새로운 명명에서는 시인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삶이 매우 고된 것이라는 이 

새삼 강조되며, 새로운 분류는 시인의 모습이 면에 드러나지 않는 데서까지 그 삶의 흔

을 찾아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알 산드로스에게 조언을 바치는 철학자의 진지한 어조를 빌

릴 때에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행간에 투 한다. 

  베푸는 데 마음 두려하지 않는 왕은

성벽도 군 도 지킬 수 없습니다.

후함으로 가득한 마음 가진

왕에게는 요새가 필요치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 빠질 만한 악덕 가운데

인색만큼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Murs ne arme ne puet deffendre

Rois qu’a doneir ne vuet entendre.

Rois n’a mestier de forteresce

Qui a le cuer plain de largesse.

Hauz hom ne puet avoir nul vice

Qui tant li griet conme avarice. 

(｢아리스토텔 스의 이야기(Le Dit d’Aristote)｣ 79-84행.)

  건사회의 통  덕목인 후함에 한 찬양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이들, 즉 뤼트뵈 와 

93) 개인  시들에 해당되는 것은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La Griesche d’hiver)｣, ｢여름의 그리에슈 노름

(La Griesche d’été)｣, ｢뤼트뵈 의 결혼(Le Mariage Rutebeuf)｣, ｢뤼트뵈 의 비탄(La Complainte 

Rutebeuf)｣, ｢뤼트뵈 의 회개(La Repentance Rutebeuf)｣, ｢뤼트뵈 의 평화(La Paix de Rutebeuf)｣, ｢뤼

트뵈 의 가난(La Pauvreté Rutebeuf)｣ 등이다. 랄과 바스탱은 여기에 ｢그  거 뱅이들의 이야기

(Le Dit des ribauds de Grève)｣, ｢반 자 르나르 이야기(Le Dit de Renart le Bestourné)｣, ｢아리스토텔

스의 이야기(Le Dit d’Aristote)｣, ｢ 리슈메르에 하여(De Brichemer)｣ 등을 더하여 “불운의 시들”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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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 뢰르(jongleur)들의 직업  이해(利害)가 표 된다.94) 사람들에게 여흥을 제공하고 

가를 받아 생활한 종 뢰르들은 군주나 귀족의 그러운 처사에 수입의 많은 부분을 기

어 왔다. 귀족의 후함을 떠받드는 것은 이 수입원을 확실히 하기 한 방책이었다.95) 그러

므로 뤼트뵈 가 교화  작들을 통해 끊임없이 후함과 자애의 약화를 질타했던 것, 반면 

추도시에서는 수시로 고인이 된 귀족의 그러운 마음씨를 환기했던 것이 반드시 공평무사

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 할 수는 없다.96) 

  귀족의 보수 이외에도 종 뢰르들은 부르주아로부터의 보상, 길거리 공연 수입, 필경 등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갔다. 하지만 소득은 개 빈약하며 일정치 못했고, 그들의 삶은 불안정

했다.97) 물론 “종 뢰르 기 의 황  시 (âge d’or de la jonglerie)”인 13세기에는 종 뢰르들

의 수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그들에 한 궁정의 지출도 증 했다.98) 어떤 이들은 ‘메네스트

(ménestrel)’99)이 되어 귀족의 속 고용인으로 출세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분은 부족한 

일감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처지에 머물 으며, 한 명의 종 뢰르로서 뤼트뵈 의 생활도 크

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100)

  스스로의 술회에 따르면, 뤼트뵈 의 곤궁은 외부  요인으로만 야기된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모르겠소, 내 지나친 행실로 이리 된 건지.

이제부터는 잖고 명해질 것이며

   (일 벌어진 뒤나마)

과오를 삼가리오.

허나 이미 일 끝난 뒤 무슨 소용 ? 

   마음 돌린 게 뒤늦구나. 

94) F-B, I, pp. 559-560. 한 MZ, p. 995 참조. 

95) E. Faral, Les Jongleurs en France au moyen âge, p. 94 [이하 JF로 약기]. 종 뢰르와는 거리가 먼 크

티앵 드 트루아의 ｢그라알 이야기｣(Chrétien de Troyes, Le Conte du Graal, éd. et trad. Charles Méla, 

Paris, LGF, 1990)에서도 같은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그는 작품의 헌정 상인 필립 드 랑드르

(Philippe de Flandre)에 해 “[그는]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욱 후하다(est plus larges que l’en ne 

set)”(28행)고 말하며, 후함, 자애의 미덕은 신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신은 자애입니다, 

그리고 자애 속에서 / 사는 이는 […] 신에게 머물며, 신도 그에게 머뭅니다(Dex est charitez, et qui vit 

/ En charité... Il meint au Deu et Dex an lui)”(45-48행).

96) 1장 2  참조.

97) JF, pp. 119-127. 

98) JF, pp. 61-63. 

99) JF, pp. 103-118 참조. 랄에 따르면 이 어휘는 처음에 하인들을, 이후 궁정의 다양한 피고용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 고, 12세기 말에는 궁정에 소속된 종 뢰르들을 지칭했다. 하지만 그 뜻은 다시 

바 어, 13세기에는 소속 여부와 계없이 종 뢰르 일반이 메네스트 로 불리게 된다. 그러므로 실

제 텍스트에서 두 용어가 엄 히 구분되어 쓰이는 것은 아니다.

100) JF, pp. 123-125. 한 Nancy Freeman Regalado, “Two Poets of the Medieval City”, Yale French Studies, 

vol. 32, 1964, pp. 12-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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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서 깨닫고 보니 

내 덫에 내가 빠져 있었소.101)

Ne sai ce s’a fait mes outrages.

Or devanrrai sobres et sages

   Aprés le fait

Et me garderai de forfait.

Mais ce que vaut quant c’est ja fait ?

   Tart sui meüz.

A tart me sui aparceüz

Quant je sui en mes laz cheüz. (｢뤼트뵈 의 비탄(La Complainte Rutebeuf)｣ 41-48행.)

  그는 “지나친 행실”의 세목도 숨기지 않는다. 우선, 그는 노름에 빠져들어 재산을 탕진했

다. 

내가 잘도 걸어 던 돈이

가진 것 무엇이든 앗아갔으며

   날 밖으로 이끌어

길 밖으로 엇나가게 하 소.

어리석은 돈을 걸었구나,

   이제 나 기억하오.  

Li enviauz que je savoie

M’ont avoié quanque j’avoie

   Et fors voiié,

Et fors de voie desvoiié.

Foux enviaus ai envoiié,

   Or m’en souvient.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La Griesche d’hiver)｣ 43-48행.102))

101) 랄과 바스탱의 본은 48행에서 수고 A의 이본(“Quant je sui ja es las cheüs”)을 따르고 있지만 수

고 C의 “... en mes laz”가 본래의 표 일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둔다. 이들에 따르면 mes는 그리 자

주 쓰이지 않는 형용사로서 “mauvais”라는 뜻을 지니며, 이 어구는 “en mauvais liens”으로 옮겨져야 

한다(F-B, I, p. 554). 수고 A의 표기를 취하는 장 뒤푸르네는 이 시행을 “que j’étais déjà pris au piège”

로 번역한다. 미셸 쟁크는 수고 C를 따르면서도 뒤푸르네와 동소이한 번역(“alors que j’étais pris au 

piège”)을 택하여 mes의 의미를 살리지 않았다(Rutebeuf, Poèmes de l’infortune et autres poèmes, trad. 

Jean Dufournet, Paris, Gallimard, 1986, p. 73 ; MZ, p. 321). 그런데 이 시행이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한 자책의 맥락 가운데 나왔음을 고려한다면 mes를 보다 일반 으로 쓰이는 소유사의 뜻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 방식을 택한다. 소유사 mes로 동일한 어구를 만든 는 ｢장미 이야기｣

에서 볼 수 있다. “Maint vaillant homme ai deceü / Quant en mes las le tins cheü”(12831-12832행. 

은 인용자). 스트뤼벨은 이 목을 다음과 같이 옮긴다. “j’ai trompé maint homme de valeur, quand il 

était tombé dans mes filet et que je le ten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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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름꾼들이 으  그러하듯이, 그는 노름 에 이어 술 을 벌이는 데 긴요한 생활비를 써버

렸을 것이다. 

술집주인에게 술을 꺼내오게 하니

   이제 난장 개시,

마시는 게 아니라, 구나 술을 들이붓는 격,

그토록 목구멍에 어 넣다 보면

   기억나질 않소,

자기들이 옷을 사야했던 건 아닌지.103)

Au tavernier font dou vin traire.

   Lors entre boule ;

Ne boivent pas, chacuns le coule,

Tant en antonnent par la goule

   Ne lor souvient

Se robe acheteir lor couvient. (｢여름의 그리에슈 노름(La Griesche d’été)｣ 77-82행.)

  이에 더하여, 그는 늙고 추한, 돈도 없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화를 자 했다. 

죽도록 날 미워하는 이들을

더욱 즐겁게 해주고자

   이런 마 라를 얻었으니

나 아니고서야 사랑하지도 알아주지도 않을 여자라, 

그녀 가난하고 신세 곤란할 에

   내 그녀를 얻은 거요.

이야말로 값나가는 결혼이니

이제 나 가난하고 신세 곤란하여

   그녀와 마찬가지 !

그녀는 지도 쁘지도 않소,

자기 밥그릇에 쉰 살을 담았으며104) 

102) “griesche”는 그리스에서 유래된 주사  놀이로, 1254년경 서구에 유입되어 유행하 다. 그것은 노름

에서의 불행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 다. 노름꾼의 처지를 그린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과 ｢여름의 

그리에슈 노름｣에서 뤼트뵈 는 두 가지 의미 모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F-B, I, pp. 519-521 ; 

MZ, pp. 193-195 참조). 

103) 이 시는 노름꾼들의 일반  습성을 묘사한 것이지만, 시인은 그의 증언이 경험에 근거한 것임을 

차 강조한다(46-49행 등 참조). 

104) 명사 escuele은 “vase rond de bois, de terre ou de métal, destiné à contenir la portion d’une personne”을 

뜻하며, 클 다는 이 시의 “en son escuele”을 “pour tout potage”라는 뜻으로 새긴다(Frédéric Godef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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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비틀어졌소.

그녀가 날 오쟁이지울까 두려움은 없소이다.

Por doneir plus de reconfort

A cex qui me heent de mort,

   Teil fame ai prise

Que nuns fort moi n’aimme ne prise,

Et c’estoit povre et entreprise

   Quant je la pris.

At ci mariage de pris,

Qu’or sui povres et entrepris

   Ausi com ele !

Et si n’est pas jone ne bele :

Cinquante anz a en son escuele,

   C’est maigre et seche.

N’ai mais paour qu’ele me treche ! 

(｢뤼트뵈 의 결혼(Le Mariage Rutebeuf)｣ 26-38행.)

  “술에 의해, 여자에 의해, 주사 에 의해 / 모든 사람들이 가난에 이른다”는 세의 한 속

담105)에 해, 뤼트뵈 의 삶은 더할 나  없는 증례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의 고백을 액면 

그 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술, 여자, 주사 ’의 해악이란 숱하게 되풀이되어 온 문학  

토포스이며, 이 토포스는 특히 종 뢰르 묘사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106) 리갈

Dictionnaire de l’ancienne langue française et de tous ses dialectes du IXe au XVe siècle, 10 vol., Paris, 

F. Vieweg / Émile Bouillon, 1881-1902, IX, p. 524 (Site internet : http://www.micmap.org/dicfro) ; L. Clédat, 

Rutebeuf, p. 24). 이 시행에 해 루카스는 “pour sa portion (comme dot) elle a... 50 ans”이라는 번역을 

제안하고, 뒤푸르네와 쟁크는 모두 그것을 “elle a cinquante ans dans sa corbeille”라고 옮기고 있다(Les 

Poésies Personnelles, éd. H. Lucas, p. 104 ; Poèmes de l’infortune et autres poèmes, trad. J. Dufournet, p. 

63 ; MZ, p. 271). 랄은 동시  작가 클 르 드 보두아의 작품 ｢올바름의 이야기(Le Dit des Droits)｣ 

8행에서 유사한 표 이 나타난다는 을 지 한 바 있으며(F-B, I, p. 548), 클 르 드 보두아의 작품

을 편찬한 피에르 뤼엘은 해당 목(“Trente et set anz en s’escuele”)에 한 주석에서 두 시인의 경우 

외에는 동일한 표 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Le sens étroit étant appa-

remment « pour sa portion », on a pu dire en s’escuele pour signifier « pour son lot (qu’il faut bien accept-

er) » à propos d’un âge avancé, du moins relativement”(Les Dits du Clerc de Vaudoy, éd. Pierre Ruelle, 

Bruxelles, PU de Bruxelles, 1969, pp. 79-80). 하지만, 어도 뤼트뵈 의 경우, 비유  의미와 함께 단

어의 본래 뜻 역시 고려해 볼 만하다. escuele이 음식과 련된 사물임을 염두에 둔다면 36-37행에서

는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몸은 말라간다’는 일종의 역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해석

에 맞추어 번역하 다. 

105) “Par vin, par fame et par dez Si vient toust homme a povretez”(Proverbes français antérieurs au XVe siè-

cle, éd. J. Morawski, n° 1603).

106) 기욤 르 클 르 드 노르망디는 ｢하느님의 화(Le Besant de Dieu)｣ 1137-1140행에서 술과 여자에 

돈을 낭비하는 가난뱅이들의 악습을 비난한다(1장 1  참조). 한 블리오(fabliau) 류의 작품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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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는 ‘개인 ’ 시라는 것이 어떤 체험과도 무 한, “속담  상용구에 한 시인의 부연”이

라고 단언한다.107) 

  뤼트뵈 에게서 엄 한 뜻에서의 자  고백이나 실의 반 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견해

는 오늘날 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시는 개인 인 것, 개별 인 것을 언제나 기성의 패

턴에 귀속시키기 때문이다.108) 그럼에도 뤼트뵈 가 “‘ 실’의 시인”109)이라고 말할 수 있다

면, 문제는 내용이나 소재의 지시 상이 아닌,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장(場), 시로써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해 시인이 계산에 넣어야 했을 특정한 맥락이다. 시의 효과들은 우선 그 

맥락 속에서 별될 것이며, 이로부터 우리는 그 효과들을 낳은 텍스트의 내  기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뤼트뵈 가 한 명의 종 뢰르라는 은 이때 일차  요성을 갖는다. 명시

으로 주문을 받았든 그 지 않았든 그는 시로부터 물질  이득을 기 하 고, 지극히 실제

인 목표를 가진 이러한 텍스트에서 순 한 내면 토로를 기 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우선 

실제  효용에 비추어 독해되어야 한다. 

  타인의 호의에 생계를 기 는 종 뢰르의 생활방식에는 가난뱅이의 삶과 유사한 이 없

는 술, 노름, 여자에 빠진 종 뢰르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두 명의 허풍선이 객담꾼(Deus bor-

deors ribauz)｣에서 종 뢰르들끼리 서로를 비난할 때, 한 쪽은 상 를 이 게 공격한다. “ 는 네 목

숨을 몽땅 써버렸다 / 술집과 갈보집에서(Tu as toute usee ta pel / En la taverne et au bordel)”(137-138

행). ｢성 베드로와 종 뢰르(Saint Pierre et le jongleur)｣는 베드로가 지옥을 지키는 종 뢰르를 노름

으로 골탕 먹인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 로뱅의 부아뱅(Boivin de Provins)｣의 경우는 사창가를 배

경으로 한다(Le Jongleur par lui-même. Choix de dits et de fabliaux, éd. Willem Noomen, Louvain / Paris, 

Peeters, 2003, pp. 25-65, 152-185, 244-275 참조). ｢두 명의 허풍선이 객담꾼｣과 유사한 뤼트뵈 의 작

품 ｢샤를로와 믈룅의 이발사 사이의 논 (La Disputaison de Charlot et du Barbier de Melun)｣에서도 

양쪽이 서로를 뚜쟁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다(41-56행). 종 뢰르들의 도덕  타락이라는 주

제에 해서는 JF, pp. 143-149 참조. 메네갈도가 지 하듯 문학  장르 등의 다양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랄의 근 방식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Silvère Menegaldo, Le Jongleur dans la lit-

térature narrative des XIIe et XIIIe siècles. Du personnage au masque, Paris, H. Champion, 2005, p. 464), 

랄이 말하듯, 그러한 이야기들에서 종 뢰르에 한 당시의 시각을 읽어내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

을 것이다. “... si par eux-même ces récits ne prouvent rien historiquement, il n’en reste pas moins qu’ils 

doivent être fondés sur la réputation ordinaire et sans doute méritée des jongleurs”(JF, pp. 146-147).

107) “In the Mariage... Rutebeuf illustrates the truth of these commonplaces and proverbs by a particular ex-

emple whom he indentifies as ‘himself’ and describes in the first person. Here lies, I believe, the true in-

tention and veritable source of theses poems of misfortune : in the poet’s amplification of proverbial 

commonplaces... All of these poems are ‘literary,’ and any connection with the facts of Rutebeuf’s histor-

ical existence is truly irrelevant ; their connection with a literary tradition, which Rutebeuf illustrated with 

his poetic technique, is of the utmost importance”(PPR, pp. 286-287). 그런데 ｢뤼트뵈 의 결혼｣에서는 

‘여자’ 문제가 흔히 그러하듯 매춘이 아니라 결혼과 련된다. 그것은 이 시가 궁정  테마에 한 

패러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Poèmes de l’infortune et poèmes de la croisade, trad. Jean 

Dufournet, Paris, H. Champion, 1979, pp. 36-37 참조). 

108) PPR, p. 4 참조. 

109) “Rutebeuf est le poète des realia”(Jean-Charles Payen, “Le je de Rutebeuf ou les fausses confidences 

d’un auteur en quête de personnage”, in Mittelalterstudien. Erich Köhler zum Gedenken, dir. H. Krauss et 

D. Rieger, Heidelberg, C. Winter, 1984,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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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뤼트뵈 는 걸인들처럼 가난에 한 두리를 펼치고 고통을 과장하여 연민을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종 뢰르로서 그에게는 청 을 즐겁게 해  의무도 있다. 그러므로 이 가

난뱅이는 고통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조롱하며, 청 은 굳이 스

스로를 그와 동일시하지 않고도 안타까움을 느끼거나 웃음을 터뜨릴 수 있게 된다.110) 이처

럼 청 과 시인 사이에 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연민과 즐거움의 이  략에 핵심

이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가난을 물질  역 머 정신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불

하고도 우스꽝스러운 ‘가난뱅이 바보’111)의 역할을 연기한다.  

가난한 지각(知 )에 가난한 기억력을

의 왕 하느님께서 내게 주셨소,

   가난한 수입을,

 삭풍이 불 땐 궁둥이에 추 를. 

Povre sens et povre memoire

M’a Diex donei, li rois de gloire,

   Et povre rente,

Et froit au cul quant byze vente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 10-13행.)

  따라서, 옷도 제 로 걸치지 못하는 자신의 고통을 해 듣고 친구들이 기뻐하기를 바라노

라고 말하는 것도 반쯤은 진담이라 할 수 있다.

내 친구들 모두에게 이를 알리니

   그들이 안을 얻고

할 수 있는 한 즐거워 마지않길 !

A toz mes amis fais savoir

   Qu’il ce confortent,

Plus bel qu’il porront ce deportent (｢뤼트뵈 의 결혼｣ 48-50행.)

  자신의 비참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뤼트뵈 의 독특한 어조, 후 의 랑수아 비용(François 

Villon)을 떠올리게 하는 이 어조는 그처럼 직업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112) 하지만 그것

110) Jean-Pierre Bordier, “La ville et le poète au XIIIe siècle”, in Précis de littérature française du Moyen 

Âge, dir. D. Poirion, Paris, PUF, 1983, pp. 169-171 ; M. Zink, La subjectivité littéraire, pp. 66-67 참조. 

111) 세 텍스트에서 흔히 나타나는 “poor fool”의 테마에 해서는 PPR, pp. 282-287을 참조. 

112) 뤼트뵈 를 “le Villon du XIIIe siècle”이라 부른 옹 클 다는 ｢뤼트뵈 의 비탄｣을 두고 다음과 같

이 말한다. “on sent que les larmes sont près du rire”(L. Clédat, Rutebeuf, p. 21, 27). 그는 필경 “나는 

물지으며 웃는다(Je ris en pleurs)”는 비용의 유명한 시구를 떠올렸을 것이다(｢블루아 시연( 宴)의 

발라드(Ballade du concours de Blois)｣ 6행, in François Villon, Poésies complètes, éd. Claude Thiry,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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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뤼트뵈 가 맞닥뜨려야 했던 하나의 기본조건일 뿐이고, 이 조건이 뤼트뵈  시의 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시를 지어 밥벌이를 한다는 목 이나 자기희화화를 통해 연민과 즐거

움을 이끌어 낸다는 략은 여러 종 뢰르에 의해 공유되었으나, 구체  양상은 작자에 따라 

혹은 작품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 차이로 인해 각각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뤼트뵈 보다 한두 세  앞서서 활동한 콜랭 뮈제(Colin Muset)의 사례는 이 에서 시사

이다. 그는 가장(家長)인 자신이 벌이에 따라 식구들에게 얼마나 다른 을 받는가를 유

쾌하고도 생생하게 묘사한 한 편의 시를 남겼다.113) 돈주머니가 텅 비어 있을 때는 아내에게 

“어리버리 나리(Sire Engelé)”(RS 476, 3연 1행) 취 이나 받으며 온갖 모욕을 당하지만, 꽉 찬 

보따리에 당당한 차림새로 귀가할 때면 이 딴 이다. 

그녀[아내]는 내게 상냥히 웃어 보이고,

두 팔로 내 목덜미를 껴안습니다. 

내 아내는 머뭇거림 없이

내 보따리를 풀러 가고

내 하인은 내 말에게

물을 먹이고 빗질을 해주러 가고

내 하녀는 잔치를 하고자

수탉 두 마리를 잡아

   마늘 소스에 요리하러 가고 

내 딸은 내게 빗 하나를

손수 의바르게 가져옵니다. 

이에 나는 내 집의 주인으로

꺼릴 것 없이 기뻐해 마지않으니 ― 

어느 구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114) (RS 476, 4연 8행-5연 9a행.)

  무능한 가장이 겪어야 하는 시에 해서라면 뤼트뵈 도 한 목을 남긴 바 있다. 

날 비난치 마시오, 서둘러

   귀가하지 않는단들.

가 야 좋은 낯을 보지 못할 거요. 

LGF, 1991).

113) Colin Muset, Les Chansons de Colin Muset, Textes et mélodies, éd. Christopher Callahan et Samuel N. 

Rosenberg, Paris, H. Champion, 2005, p. 45, n° 8, RS 476.

114) “Ele me rit par franchise, / Ses deus braz au col me plie. / Ma fame va destrousser / Ma male sanz de-

morer ; / Mon garçon va abuvrer / Mon cheval et conreer ; / Ma pucele va tüer / Deus chapons pour de-

porter / A la jansse alie ; / Ma fille m’aporte un pigne / En sa main par cortoisie. / Lors sui de mon ostel 

sire / A mult grant joie sanz ire ― / Plus que nus ne porroit d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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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와도 반기지 않는다오,

   가져오는 게 없다면. 

나를 가장 낙심  하는 건

감히 내 집 문 안으로도 못 들어간다는 일 ―

   빈손으로는. 

Ne me blameiz ce ne me haste

   D’aler arriere,

Que ja n’i aurai bele chiere,

C’om n’a pas ma venue chiere

   Ce je n’aporte.

C’est ce qui plus me desconforte

que je n’oz entreir en ma porte

   A wide main. (｢뤼트뵈 의 결혼｣ 105-112행.)

  뤼트뵈 와 콜랭 뮈제는 동일한 테마를, 자기희화화라는 동일한 략을 활용한다. 그러나 

리갈 이도가 지 하듯 여기서 둘의 근본  차이가 드러난다.115) 콜랭 뮈제는 빈약한 수입으

로 인한 아내의 박 를 환기한 뒤, 곧바로 반 의 경우에 해당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길

게 묘사한다. 그러나 뤼트뵈 는 장면을 묘사하기보다 감정을 표 하는 데 치 하며, 콜랭 

뮈제처럼 안  시나리오를 상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일 뿐이다. 

내가 어  살아가는지 아시오 ? 

내일의 희망,

   그게 내 향연이오. 

Saveiz coumant je me demaing ?

L’esperance de l’andemain,

   Si sunt mes festes. (｢뤼트뵈 의 결혼｣ 113-115행.)

115) PPR, pp. 298-300. 그녀에 따르면, 콜랭 뮈제가 여기에서 자신의 시에 특징 인 “좋은 삶(bone vie)”

의 음역 를, 즉 “유쾌한 쾌락주의자(gay hedonist)”로서의 시  개인성을 드러내 보이는 반면, 뤼트뵈

는 동일한 테마를 “불운의 시들”의 라이트모티 인 ‘가난’에 귀속시키고 있다. “불운의 시들”에서 

뤼트뵈 의 시  음역 는 “나쁜 삶과 불행한 계 ”에 결부되며, 그 특징  요소는 “배고픔, 추 , 외

로움,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 등이다. 그러나 콜랭 뮈제와 뤼트뵈  사이의 차이를 밝

히기 해서는 분석을 더 진 시켜야 한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에서는 콜랭 뮈제도 뤼트뵈 와 

마찬가지로 가난뱅이를 자처하며, 따라서 가난이라는 주제가 반드시 뤼트뵈 의 경우처럼 ‘나쁜 삶’

의 음역 로 귀결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요소가 가난의 이야기를 서로 상

이한 음역 에 귀속시키는지, 그 함의는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재성’의 문제에 한 이

하의 분석은 이와 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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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에서 “내일”에 정말 무언가를 기 하는 자의 목소리를 읽어낼 수는 없다. 행복한 삶

의 가능성을 그리며 즐거워하는 콜랭 뮈제와 달리 뤼트뵈 에게 희망은 기만에 지나지 않는

다. 그럴듯한 마지막 한탕을 꿈꾸던 도박꾼들을 빈털털이로 만드는 것이 바로 희망이다.

이들이나 들이나 으스 기를

두 주사 가 홀리지만 않는다면

   옷을 얻을 거라 하오.

희망은 그들을 사기로 눙치고

그리에슈가 그들을 벗겨먹는다오.

Li un et li autre se vantent

Que, se dui dei ne les enchantent,

   Il auront robe.

Esperance les sert de lobe,

Et la griesche les desrobe. (｢여름의 그리에슈 노름｣ 52-56행.)

  희망이란 약속만 하고 주는 것 없는 그런 자를 닮았으니, 그런 약속이 실 되길 기다린다

는 것은 아더(Arthur)의 귀환을 기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리튼인들이 들의 왕을 기다리듯.

Auteil atente m’estuet faire

Com li Breton font de lor roi. (｢ 리슈메르에 하여(De Brichemer)｣ 15-16행.)

  미래에 한 망이 없는 시인은 희망의 실 을 기 하지 못한다. 그는 희망의 내용조차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가 서술하는 것은 불확실한 희망을 붙들고 살다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재의 삶뿐이다. 

  미셸 쟁크에 따르면, 13세기 문학의 새로운  가운데 하나는 시가 ‘지  여기’에서 소재

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때까지의 문학 부분, 궁정의 시가와 소설 등이 실에 존재

하기에는 무나 완벽한 이상  사, 이상  연인의 모습을 구 하기 해 진력했다면, 13

세기는 앞의 실, 재의 삶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을 시 속에 옮겨 놓기 시작한다. 그런

데 재란 우발성과 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에 시는 이제 완벽성의 이상을 단념할 수

밖에 없다. “ 재의 삶에 한 시”는 곧 “불완 한 삶에 한 시”이다.116) 

  뤼트뵈 의 개인  시들은 ‘ 재’에 몰두하는 13세기 문학의 경향을 완벽하게 증한다. 

116) “Une poésie de la vie présente qui est une poésie de la vie imparfaite”(M. Zink, La subjectivité littéraire, 

p. 112. 이 주제에 해서는 pp. 111-112, 122-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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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가난뱅이라는 그의 역할과 무 하지 않다. 심각한 궁핍에 빠진 그에게는 당장의 처

지에서 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뤼트뵈 는 자신의 망연자실 상태를 다음

과 같이 비유한다. 

내게 실이 부족하니, 실을 자아야 마땅하오,

   할 일이 많소.

Or puis filer, qu’il me faut traimme :

   Mout ai a faire. (｢뤼트뵈 의 결혼｣ 9-10행.)

  그는 쇄도하는 불운에 처할 도, 이로부터 벗어날 도 모른다. 

더는 나 어 할 수 없소, 근심할밖에.117)

Je n’en puis mais se je m’esmai.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 58행.)

  가난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그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어, 그로 인해 다시 가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내 사는 곳 아는 이 없으리니 

   내 가난 때문이오. 

Hom ne saura la ou je mains

   Por ma poverte. (｢뤼트뵈 의 결혼｣ 99-100행.)

  가난뱅이 시인의 결핍은 시의 통사  층 에까지 흔 을 남긴다. 폴 쥠토르(Paul Zumthor)

는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 1-42행 가운데 1인칭이 총 29회 나타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열일

곱 차례가 상의 기능을 갖는 me, moi로 쓰 다는 을 지 하면서, 이 시에서 외  상황이 

주체의 역할을 하는 반면 ‘나’는 상황에 의해 포 된 한낱 상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는 을 지 한 바 있다.118) 상황에 한 수동성이란 바로 가난뱅이의 특징이며, 이 시에서 

벌어지는 개인과 상황 사이 주객 도의 뿌리에는 가난이, 쥠토르가 말하듯119) 1-42행의 유일

117) 이 시행은 ｢뤼트뵈 의 결혼｣ 20, 80행, ｢뤼트뵈 의 비탄｣ 68행에서도 동일하거나 거의 흡사한 형

태로 다시 나타난다. 

118) Paul Zumthor, “Le je de la chanson et le moi du poète”, in Langue, texte, énigme, Paris, Le Seuil, 1975, 

pp. 193, 196. 쥠토르가 비교 상으로 분석하고 있는 티보 드 샹 뉴(Thibaut de Champagne)의 궁정 

시가( 歌) ｢“겨울과 여름비를 갈라놓는 그 시  무렵…(Contre le tens qui devise / Yver et pluie 

d’esté...)”｣에서는 27회의 1인칭 가운데 상의 기능을 갖는 것이 일곱 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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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상명사이자 시의 주제어인 가난이 자리한다. 시의 첫머리가 이를 확인시켜 다. 

나무가 잎을 떨구는, 

가지에 남은 잎 없이

   모두 땅에 떨어진 시 과 맞닥뜨려,

날 때려눕히는,

사방에서 내게 쟁을 거는 가난 때문에, 

   겨울과 맞닥뜨려

내 시가 크게 바 어 버린 이때,

무나 얄궂은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가난사(史)라오. 

Contre le tenz qu’aubres deffuelle,

Qu’il ne remaint en branche fuelle

   Qui n’aut a terre,

Por povretei qui moi aterre,

Qui de toute part me muet guerre,

   Contre l’yver,

Dont mout me sont changié li ver,

Mon dit commence trop diver

   De povre estoire.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 1-9행.)

  4행에서 처음 등장하는 “가난”은 1인칭 명사 “moi”를 직 목 보어로 취하는 동사 ater-

rer(‘때려눕히다’, ‘땅 에 쓰러뜨리다’)의 주어로 쓰인다. 1인칭 시  아래 ‘나’를 심에 놓

는 이 시에서 가난은 시작부터 ‘나’에 해 우 를 한다. 가난뱅이에게 가장 괴로운 계

인 겨울이 닥치는 바람에 시마 도 “얄궂은 이야기”가 되어 “가난사”를 담게 되었다는 하소

연은 ‘나’와 가난의 계에 일종의 시학  의의까지 부여하고, 그것은 말의 의  착종에서 

표 된다. 7행의 문구는 ‘내 처지가 바 었다’는 뜻의 용어로 흔히 사용되었지만 뤼트뵈

는 이에 “ver”의 본뜻, 즉 ‘운문’, ‘시’의 의미를 겹쳐 놓으며, 8행의 형용사 “diver” 역시 ‘변

덕스러운(changeant)’과 ‘나쁜(mauvais)’, ‘잔인한(cruel)’을 동시에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l’yver”, “li ver”, “diver”로 이어지는 각운은 시인이 고한 “얄궂은 이야기(dit... diver)”, 변덕

스럽고도 잔인한 이 이야기란 결국 매서운 계 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겨울의 이야기’(dit 

d’hiver)임을 알게 한다.120) 찬바람 앞에 몸 덮을 옷이 없는 가난뱅이에게 겨울의 타격은 가

혹할 것이고,121) 비참을 숨길 어떤 수단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시는 아무

119) Ibid., p. 194. 

120) Roger Dragonetti, “Rutebeuf. Les poèmes de la « griesche »”, in « La Musique et les Lettres ». Études de 

littérature médiévale, Genève, Droz, 1986, pp. 458-459 ; MZ, pp. 196-1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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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여과 없이, 미화도 승화도 없이 비참의 흔 을 고스란히 담을 것이다. 쟁크의 표 처럼 

이것은 “비참한 주제에 한 비참한 시(un poème misérable sur un sujet misérable)”이다. 그 원

리는 “궁핍의 시학(poétique de l’indigence)”이라 할 만하다.122)

  뤼트뵈 의 이야기가 기  사실에 부합하는가 하는 은 우리의 논지와 무 하다. 요

한 것은 뤼트뵈  자신이 여러 시에서 가난뱅이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 가난을 둘러싼 

당 의 이데올로기가 시 속에 그려진 시인의 모습을 제약하고 있다는 이다. 가난에 엮인 

온갖 부정 인 이미지들이 시인에게 덧 워져, 궁색하고 어리석은, 음주와 노름에서 나태에 

이르기까지 온갖 악습에 물든 그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까지 조롱의 상이 된다. 앞의 

재를 벗어날 수 없는 가난뱅이의 세계는 확고한 보편  진리의 이념  차원과 동떨어진, 사

소하고 지리멸렬한 일상사의 시공간에 국한된다. 그는 자신의 소한 생활반경 안에서 겪은 

일들밖에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가난뱅이의 입으로 진행되는 시는 시인의 하찮은 삶을 요한 자원으로 삼는다. 가

령 “불행은 홀로 올  모른다오(Li mal ne seivent seul venir)”라는 ｢뤼트뵈 의 비탄｣의 한 

구 (107행)은 리 알려진 속담의 변형이지만, 시인은 먼  자신이 겪은 온갖 재난들을 세

세하게 나열하여 그 상투어에 생기를 다. 한쪽 은 멀었고, 말은 다리가 부러졌으며, 유모

는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집주인은 세를 받고자 하는데, 자

신은 가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몸마  병들어, 해산 후 앓아 운 아내와 나란히 권태로운 

와병 생활을 보낸다는 이 모든 사정을 늘어놓으며 한탄을 펼친 끝에서, 진부한 격언은 하나

의 체험  진실로 환되고, 시인은 이 말을 곧장 자신의 처지에 입, 다음과 같이 환언하

여 그 을 분명하게 한다.

내게 닥칠 일 모두

   닥쳐 버렸소.

Tout ce m’estoit a avenir,

   C’est avenu. (｢뤼트뵈 의 비탄｣ 108-109행.)

 

  통사  수 에서든 내용의 수 에서든, 가난은 뤼트뵈 를 수동  상의 치에 몰아넣

고, 주변 상황이 그의 삶을 마음 로 휘두른다. 실제 삶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도는 무능

과 불행의 표지일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결여를 틈타 실의 흔 들이 시 속으로 려들어

121) “나는 야생 버들과 / 는 나뭇가지 의 새와 같소. / 여름엔 노래하고, / 겨울엔 울면서 한탄하

고, / 가지마냥 헐벗는다오, / 첫서리 때면(Ausi sui con l’ozière franche / Ou com li oiziaux seur la bran-

che : / En estei chante, / En yver pleure et me gaimente, / Et me despoille ausi com l’ante / Au premier 

giel)”(｢겨울의 그리에슈 노름｣ 33-39행).

122) Michel Zink, “Chanter, dire, conter au Moyen Âge : la poésie comme récit”, Cours et travaux du Collège 

de France. Résumés 2005-2006, Annuaire 106e année, 2006, pp. 76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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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때 시의 정경은 역설  풍요를 얻는다. 자신이 겪은 것 이상을 알지 못하는 가난뱅이의 

처지가 말 한 마디마다 경험의 힘을 더하고, 실의 모사(模寫) 여부와 무 하게 시는 뚜렷

한 실감을 낳는다. 가난은 시의 소재이자 미학  표지가 된다.

  2.2. 가난뱅이 시인의 사회비

  자기 자신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개인  시들에서, 청 을 즐겁게 하면서도 연민의 감정을 

끌어내려 한 뤼트뵈 는 시에 새로운 미학  특징을 부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개인  시들

에 그처럼 유쾌하고 온순한 면모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가난뱅이인 자신을 타인들 앞에 

시하는 시인은 거꾸로 가난뱅이로서 타인들을 바라보기도 하며, 종종 날선 비 을 곁들여 자

신의 찰을 기록한다. 내용만을 본다면 이러한 비 에 그리 새로울 것은 없다. 그 언은 

흔히, 다른 여러 시에서 되풀이되는 바, “자애란 옛날에 죽어버렸으니 !(Quar Charitez est pieça 

morte !)”(｢세상의 상태(L’État du monde)｣ 169행)와 같은 탄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뤼트뵈 는 단지 탄식의 발화 주체를 가난뱅이 자신으로 바꾸어, 세상의 부패에 

의한 가난의 고통을 찰자의 시 에서 논하는 신, 거꾸로 가난뱅이의 시 에서 부패한 세

상을 바라볼 뿐이다. 하지만 임무와 시 의 일견 단순해 보이는 역 은 시인의 목소리를 변

조시키고 시의 기법을 복잡하게 하여, 색다를 것 없는 불평에서 독특한 비  효과를 끌어

낸다. 

  뤼트뵈 에게서 가난이 세상의 추이를 별하는 가늠자 구실을 한다는 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사람들이 가난뱅이를 시한다는 사실로부터, 시인은 후함이나 자애와 같은 미덕

이 사라지는 한편 탐욕과 인색이 비등해 가는 실을 읽어낸다. 그런데 이러한 실로부터 

향을 받은 것은 평범한 가난뱅이만이 아니다. 타인의 호의에, 그 에서도 귀족의 그러움

에 기 어 살아가는 종 뢰르 역시 그러한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귀족들은 자

신을 해 사한 종 뢰르를 푸 하여 곤경에 빠뜨리기도 했고, 앞서 인용한 시의 서두에

서 콜랭 뮈제는 그러한 귀족 한 명을 힐난한다.

   백작 나리, 나는 비엘을 켰습니다,

   당신  당신 앞에서.

   헌데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도 않고,

   내 보수를 지불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런 상스런 일이 !123) (RS 476, 1연 1-5행.)

123) “Sire cuens j’ai viëlé / Devant vous en vostre ostel, / Si ne m’avez riens doné / Ne mes gages aqu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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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뤼트뵈 가 약속만 번드 하게 하고 내어주는 것 없는 “ 리슈메르(Brichemer)”를 풍자할 

때, 이 역시 종 뢰르로서 그의 체험을 반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나로 말하자면, 나 그를 사랑할 만하며,

보자니 그는 인색하지도 치사하지도 않습니다.

바다 건 까지 그토록 그러운 이 없으니,

약속들로 날 부자 만들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지도 않은 알을 가지고 

올해 내게 이크를 구워  것입니다. 

Endroit de moi jou doi ameir,

Je nou truis a eschars ne chiche ;

N’a si large jusqu’outre mer,

Car de promesses m’a fait riche :

Au fromant qu’il fera semeir

Me fera ancouan flamiche. (｢ 리슈메르에 하여｣ 3-8행.)

  이 “상스런 일”은 소수만의 소행이 아니다. ｢세상의 상태｣에서 뤼트뵈 는 ｢롤랑의 노래

(La Chanson de Roland)｣의 두 주인공 롤랑(Roland)과 올리비에(Olivier), 그리고 알 산드로스

(Alexandre)와 같은 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노라 말하며 기사 신분 체의 도덕  락을 개

탄한다.124) 특히 알 산드로스는 세에 후함의 상징이라 여겨진 인물로,125) 그와 같은 기

사의 부재는 기사들이 본분을 잊어  미덕 자체가 사라져버렸음을 뜻한다. 종 뢰르들의 불

행이 그 증거이다. 

기사도의 좋은 시 은 지나갔습니다,

내겐 벌 에서도 방안에서도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메네스트 들은 곤란에 빠져

구나 자기 도나투스를 잃어버렸습니다.126)

/ C’est vilanie !”(éd. Ch. Callahan et S. N. Rosenberg).

124) ｢세상의 상태｣ 149-152행. 

125) 뤼트뵈 는 ｢푸아티에 백작에 한 비탄｣에서 알 스 드 푸아티에(Alphonse de Poitiers)의 후함을 

찬양하면서 그를 알 산드로스보다도 더 높게 평가한다. 크 티앵 드 트루아 역시 ｢그라알 이야기｣

(éd. et trad. Ch. Méla, 13-26행)에서 그와 같은 목 으로 알 산드로스를 거론한 바 있다. 앞서 인용되

었던 뤼트뵈 의 시 ｢아리스토텔 스의 이야기｣는 아리스토텔 스가 알 산드로스에게 보내는 충고

를 옮긴 것으로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126) “Donet”는 4세기 도나투스(Donat)가 지은, 당시 리 쓰이던 문법 교재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선물

(présent)’이라는 뜻의 동음이의어로 해석될 수도 있다(F-B, I, p. 388 ; MZ, p. 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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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alerie a passé gales :

Je ne la voi es chans n’es sales.

Menesterez sont esperdu,

Chascuns a son Donet perdu. (｢세상의 상태｣ 155-158행.)

  ｢ 리슈메르에 하여｣에서처럼 직  그 자신의 목소리로 발언되든, 혹은 ｢세상의 상태｣

에서처럼 일반  논의 가운데 슬쩍 삽입되는 방식으로든, 뤼트뵈 는 다양한 시에 본인의 이

해 심을 새겨 넣는다. 그런데 양자의 표 상 차이는 각 시편의 상이한 성격에서 기인한 것

이다. ｢세상의 상태｣의 경우, 시인은 이를 사회 반에 련된 교화  담론 속에 묻어 놓음

으로써 사  측면을 은폐하고 사안을 보편  차원으로 승격시킨다. 반 로 시인의 개인  이

해가 공공연히 표 되는 ｢ 리슈메르에 하여｣에서는 주제를 확 하려는 시도가 엿보이지 

않는다. 어느 개인을 겨냥하여 풍자하는 ｢ 리슈메르에 하여｣에서 시인의 모습이 여과 없

이 노출되는 것은 문제될 까닭이 없다. 하지만 ｢세상의 상태｣에서 그러하듯 공  담론의 어

법을 취할 때, 시인은 익명  일반의 표자를 자처하면서 앞의 청 을 설득해야 하고, 

따라서 ｢ 리슈메르에 하여｣에서와 같은 종 뢰르 식의 희극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 즉 

시인의 가난이 일반  맥락에 포함되어 요성을 높여가는 데 반비례하여, 가난뱅이 자신의 

모습은 차 뒤로 물러나며 흐릿해진다. 

  물론 공  목 과 시인의 자기 시가 언제나 서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뤼트뵈  이

부터, 종교 ･풍자 ･도덕  목 을 띠는 텍스트들, 즉 교화  텍스트들은 종종 자의 모

습을 면에 내세워 왔다. 그 목 은 말하는 사람 스스로를 증인으로 삼아 보편  교훈의 설

득력을 높이려는 데 있었다.127) 마찬가지 이유에서 뤼트뵈 도 ｢세상의 상태｣와 같이 심각한 

의도를 지닌 작품들에도 늘 1인칭으로 자신의 존재를 각인한다. 십자군을 독려하는 시 ｢속

(續) 바다 건 에 한 비탄(La Nouvelle complainte d’Outremer)｣ 마지막 행에서는 ‘설교자’로

서 자신의 서명을 남기기도 한다. 

뤼트뵈 가 그의 설교를 마칩니다.

Rutebués son sarmon define. (｢속 바다 건 에 한 비탄｣ 366행.)

  그러나 개인  시들에 해서는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더 이상 “설교”가 아니

고, 종 뢰르의 궁색한 모습에서 설교자다운 면모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여기서의 

뤼트뵈 는, ｢ 리슈메르에 하여｣에서 그랬듯 특정 인사를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

분의 경우 자신의 비 에 사회 체를 연루시키며, 때로는 나라한 공격과 단죄의 언사를 

남긴다. 자의 등장을 단순한 설득의 수단이 아니라 심 주제로 삼은 이 시들에서, 시인의 

127) MZ, p. 24-27, 한 P. Zumthor, Essai de poétique médiévale, pp. 86-87 ; Michel Zink, Littérature fra-

çaise du Moyen Âge, Paris, PUF, 1992, p. 212-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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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아  텍스트의 질감을 바꾸어 기원  통을 알아볼 수 없게 한다. 

  시인이 한심하고 어리석은 가난뱅이 몰골을 하고 있을 때, 무엇을 가르치고 주장한들 그의 

뜻이 제 로 달되리라 기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뤼트뵈 는 이 마찰을 해소하여 두 측면

을 교묘하게 결합하기도 하고, 혹은 마찰을 흥미로운 시  효과로 가공해내기도 한다. 자

의 로는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을 꼽을 수 있다. 이 시에서, 노름으로 인해 겪은 온갖 불

행을 나열하던 시인은, 76행에서부터 시 을 3인칭으로 바꾸어 노름꾼 구나의 삶, 액운을 

자 하는 “바보”의 삶을 서술하기 시작한다. 

주사 들이 날 잡아 붙들었소.

   나 그것들을 내버리오 ! 

그 조언을 따르려 고집하는 자는 바보요.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더 짊어진다오.

액수가 하루하루 늘어나오. 

Li dei m’ont pris et empeschié :

   Je les claim quite !

Foux est qu’a lor consoil abite :

De sa dete pas ne s’aquite,

   Ansois s’encombre ; 

De jor en jor acroit le nombre.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 74-79행.)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야박한 사 에 한 삽화 하나를 제시한 뒤 다시  1인칭으로 돌아

와 시를 마무리한다. 

에 그를 사 이라 불 던 자가

웃으며 그에게 이야기하오. “실이 떨어졌으니

   방탕 탓이로군.

성모 마리아를 향한 자네 믿음에 걸고 말하니,

당장 포목 에 가서

  외상으로 천을 얻어 보게.

포목상이 자네를 믿으려 하지 않거든,

이번엔 바로 장터로 가

   환 소에 가보게.

천사 성 미카엘에 걸고

걸치고 있는 속옷에나 겉옷에나

   돈이 없음을 맹세한다면, 

매우 멋진 장부(丈夫)임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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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자네를 알아  것이니,

   신용을 얻을 걸세.

그곳을 떠날 때는

돈이나 쪽박을 가지고 나올 걸세.”128)

이 게 내 가를 받았소이다.

이처럼 구나 가를 내주니

   더는 나 어 할 수 없소.

Cil qui devant cousin le claime

Li dist en riant : « Ci faut traime

   Par lecherie.

Foi que tu doiz sainte Marie,

Car vai or en la draperie

   Dou drap acroire.

Se li drapiers ne t’en wet croire,

Si t’en revai droit à la foire

   Et vai au Change.

Se tu jures saint Michiel l’ange

Qu’il n’at sor toi ne lin ne lange

   Ou ait argent,

Hon te verrat moult biau sergent,

Bien t’aparsoveront la gent :

   Creüz seras.

Quant d’ilecques te partiras,

Argent ou faille enporteras. »

Or ai ma paie.

Ensi chascuns vers moi s’espaie,

   Si n’en puis mais.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 88-107행.)

  뤼트뵈 는 ｢세상의 상처들｣에서도 “가난한 친지는 구도 친지로 하지 않(Povre pa-

rent nuns n’aparente)”(14행)는 야박한 세태를 비 하거니와,  이야기의 의도도 다른 데 있

지 않다. 하지만 동일한 의도는 두 편의 시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실 된다. 이와 련하

여,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 후반부에서 시인이 1인칭 시 과 3인칭 시 을 교차시킨다는 

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시인 자신과 동일시되는 화자가 단순한 개인이라기보다 노름꾼 부류 

체를 표하는 형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때,129) 그가 같은 부류의 아무하고라도 자리

128) “쪽박”으로 번역된 어휘 “faille”는 옷의 일종을 가리키지만 ‘manque’나 ‘echéc’이라는 뜻도 가질 수 

있다. 후자에 따라 읽는다면 이 시행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헛수고를 하리라는 조롱이 된다(F-B, I, 

525 ; MZ, p. 2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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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맞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76행에서 구라 명시되지 않은 한 노름꾼

에게 무 를 넘겨주고, 의 일화는 이 새로운 등장인물이 겪은 일로 제시된다. 하지만 그는 

애 부터 시인의 연장(延長)에 지나지 않기에, 시인은 아무 무리 없이 105-107행에서 다시 등

장하고, 앞의 일화마 도 자신의 것으로 취한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쪽 쪽으로 옮겨 다니는 

사이, 이야기의 출처뿐 아니라 용 범 도 모호해진다. 시인이 어느 한 집단의 형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들려주는 사 과의 이야기는 그 집단의 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고, 결과 으로 시인이 이야기 속에 담은 비 도 ｢세상의 상처들｣의  시구 못지않게 넓

은 맥락에 용될 가능성을 얻는다. 사소하고 범상한 일화 하나가 사회 반의 가난뱅이 홀

를 비 하는 화로 상을 바꾸는 것이다. 앞서 “나에게는 독기도 악의도 없소 / 내게 남

은 건 하늘 아래 아무것도 없소(En moi n’at ne venin ne fiel : / Il ne meremaint rien souz 

ciel)”(40-41행)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태를 재치 있게 기술했던 시인은, 시의 마지막에 이르러

서도 원망이나 분노를 노골 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교묘히 속뜻을 달하는 데 성공한다.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에서 비  언이 보편  함의를 얻는 과정은 이처럼 자연스럽

게 진행된다. 그러나 개인  시들 모두가 이 세련된 방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시들

은 반 로, 볼품없는 가난뱅이 행색과 진지한 교훈 사이의 부조화를 증폭시키면서, 그로 인

해 발생하는 잡음을 시  장치로 재 유하는 길을 취한다. 이 행로는 8음  12행의 네 연으

로 이루어진 시 ｢뤼트뵈 의 평화(La Paix de Rutebeuf)｣에서 가장 쉽게 악된다. 시의 1연은 

다음과 같다. 

나의 좋은 친구, 그를 하느님께서 보호하시길 !

그러나 이성이 내게 가르쳐 보이듯

나는 하느님께 기도하니,

그가 평범한 지 에 있다면, 하느님께서 그를 거기 붙들어 두시길 ! 

그가 주의 직에 이르기만 한다면            

나는 명 와 환 를 잃습니다. 

평범한 이는 성품이 훌륭하고 

그의 사랑은 굳고도 완 하며

자신과 벗하는 이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빛은 더 낮을수록

사람들이 앞뒤를 더 잘 보게 되며,

그것은 더 높아질수록 더 멀어집니다. 

Mon boen ami, Dieus le mainteingne !

129) J.-P. Bordier, “La ville et le poète au XIIIe siècle”, p. 171. 세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자가 경험

 개인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인간 일반의 ‘ 표자’ 역할을 떠맡았다는 오 슈피처의 주장은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의 경우를 히 설명해  만하다(Leo Spitzer, “Note on the poetic and the 

empirical ‘I’ in medieval authors”, Traditio, vol. 4, 1946, pp. 4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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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s raisons me montre et enseingne

Qu’a Dieu fasse une teil priere :

C’il est moiens, que Dieus l’i tiengne !

Que, puis qu’en seignorie veingne,

G’i per honeur et biele chiere.

Moiens est de bele meniere

Et s’amors est ferme et entiere,

Et ceit bon grei qui le compeingne ;

Car com plus basse est la lumiere,

Mieus voit hon avant et arriere,

Et com plus hauce, plus esloigne. (｢뤼트뵈 의 평화｣ 1-12행.)

  첫 행에서 “나의 좋은 친구”라는 상을 특정하고 있지만 이 목은 강한 일반론  성격

을 띤다. 4행의 가정 , 그리고 5행에서 venir 동사의 속법 형태는 시인의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키며, 6-12행은 ‘왜 평범한 친구가 더 좋은가’에 한 

추상  논설을 속담  비유까지 곁들여 가며 개진한다. 2연과 3연 역시,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곁에는 아첨꾼과 상꾼들이 모여들어 옛날의 가난했던 친구를 내치게 되며 그런 

악한 자들을 믿는 이는 나쁜 길로 빠지기 마련이라는 세상사의 이치를 하고 있을 따름이

다. 일반론은 3연 말미에서, “아첨꾼 믿는 권세가(Riches hom qui flateour croit)”(25행)의 사랑

이 아닌 신의 사랑만을 믿어야 한다는 종교  확신을 표할 때 정에 이른다. 

그분의 사랑은 굳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안심하는 이는 자이나

다른 모든 이들은 매한가지입니다. 

Car s’amours est ferme et seüre ;

Sages est qu’en li s’aseüre :

Tui li autre sunt d’un endroit. (｢뤼트뵈 의 평화｣ 34-36행.)

  속사(俗事)에 연연하기보다 신에게 길을 돌려야 한다는 가르침에는 나무랄 데가 없다. 

여기서 시가 끝난다면 이 ‘평화로운’ 시에는 별 특이사항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4

연에서 시인은 갑작스  방향을 틀어  다른 진로를 취한다. 그는 자신의 사례를 끌어들

이면서, 그리고 새로운 태도를 취하면서 시의 교화성에 돌출부를 만든다. 

내게는 랑스에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악운으로 인해 그를 잃었습니다.

사방에서 하느님 내게 쟁을 일으키시고,

사방에서 는 생계거리를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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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  조만간 는 이 거의 멀게 되리니

하느님께서 이 을 의 참회로 셈하시기를! 

그 자로 말하면, 보는 데서 얻는 기쁨이

내 경우에 내가 얻는 만큼 큰 것이기를,

내게 이처럼 재난을 안긴 그 자는! 

하지만 그는 이 을 알아두고 믿어야만 합니다,

내 어디에 있든 충분할 정도는 얻으리라는 것을 ― 

군가 분하여 괴로워하게 되더라도. 

J’avoie un boen ami en France,

Or l’ai perdu par mescheance.

De totes pars Dieus me guerroie,

De totes pars pers je chevance :

Dieus le m’atort a penitance

Que par tanz cuit que pou i voie !

De sa veüe rait il joie

Ausi grant com je de la moie

Qui m’a meü teil mesestance !

Mais bien le sache et si le croie :

J’avrai asseiz ou que je soie,

Qui qu’en ait anui et pezance. (｢뤼트뵈 의 평화｣ 37-48행.)

  “좋은 친구”의 언 에서는 1행의 출발 이 환기되지만, 1인칭 직설법 반과거 시제와 “ 랑

스”라는 장소의 명시는 이제부터 본인의 실제 경험이 이야기될 것임을 고한다. 1-3연의 일

반론과 4연의 체험담으로 이분되어 있는 이 구성에 해, 리갈 이도는 이 시가 다른 개인  

시들에 비해 강한 “교화  일반화(didactic generalization)”의 성격을 띤다고 지 하면서 4연의 

개인  경험을 후함의 미덕을 설교하기 한 하나의 사례로 악한다.130) 하지만 4연이 과

연 사례로 쓰이기에 합한가 하는 은 의문스럽다. 신의 주와 같은 극단  불행이나 앞

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육체  곤경이 “좋은 친구”의 상실과 맺는 계는 불분명하며, 그 밖

에 어떤 구 로도 시인에게 벌어진 일을 상세히 짐작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리갈 이도의 

생각과는 달리, 친구를 잃게 한 “악운”에 해 아무런 정보도 하지 않는 4연으로 1-3연을 

보완하기는 힘들다.

  4연이 1-3연의 일반론을 한 사례가 되기 어렵다는 을 인정하고 나면, 두 부분 사이에

서는 조화로운 상호보완의 계가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불 화음을 발견하게 된다. 시의 

을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오면서 뤼트뵈 는 자세와 어조마  뒤바꾸었다. 신앙의 표명으

로 3연을 마무리했던 시인은 갑자기 자신이 신으로부터 주받고 있노라고 통탄한다. 시력

130) PPR, p.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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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잃었다는 고통이나마 속죄로 여겨달라는 기도에는 깊은 망감이 비친다.131) 아첨꾼들을 

향한 주도, 가 뭐라고 하든 자신이 꿋꿋이 버텨내리라는 마지막 세 행의 야유도 1-3연의 

온건한 평정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 변은 당혹스럽다. 하지만 시의 앞뒤 사이에 존재하는 

립은 무 뚜렷하여 그것이 의도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때 에 띄는 것

은 ｢뤼트뵈 의 평화｣ 4연의 몇몇 착상들을 뤼트뵈 의 다른 개인  시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이다. 를 들어, 신과의 격 에 한 불안의 감정, 그리고 고통을 참회로 받아들여

달라는 기도는 ｢뤼트뵈 의 결혼｣를 떠올리게 한다. 

생각건  선하신 하느님은 

   날 멀리서 사랑하신다오,

이 곤궁 속에서 깨달았소이다.

망치가 기를 박는 곳에 나 있소,

   하느님이 거기 두셨지요.

Je cuit que Dex li debonaires

   M’aimme de loing :

Bien l’ai veü a cest besoing.

Lai sui ou le mail mest le coing :

   Diex m’i at mis. (｢뤼트뵈 의 결혼｣ 54-58행.)

이제 하느님에게 기도하니, 부디

이 고통, 이 곤경,

    이 아둔함을 

성스러운 참회로 셈하시어, 

내 그분의 친애를 얻을 수 있길. 

Or pri a Dieu que il li plaise

Ceste douleur, ceste mesaise

   Et ceste enfance

M’atourt a sainte penitance

Si qu’avoir puisse s’acointance. (｢뤼트뵈 의 결혼｣ 134-138행.)

131) 뒤푸르네는 4연에서 뤼트뵈 가 신에 한 원망을 표출한다고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37-38행은 

시인의 앞선 기도가, 즉 평범한 지 의 친구를 지켜달라는 기도가 거부당했음을, 따라서 신의 사랑이

란 여느 사람의 그것처럼 불확실한 것임을 함축한다. 그리고 38-39행 사이에는 인과 계가 있어, 시

인은 악운에 한 책임을 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의 아첨꾼이 탁발수사들에 해당된다는 

추정 등의 세부 해석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1-3연과 4연 사이의 단 을 강조하는 뒤푸르네

의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Jean Dufournet, “Rutebeuf et les moines mendiants”, Neuphilologische 

Mitteilungen, vol. 85(2), 1984, pp. 164-168, 특히 pp. 167-1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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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뤼트뵈 의 결혼｣에서 시인이 맡은 역할은 개인  시들에서의 형 인 주인공, 즉 가난

뱅이의 배역이다.132)  인용문들이 표 하는 불안이나 소망은 그 역할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뤼트뵈 의 평화｣에서 와 흡사한 감정을 표 하는 그때, 그는 1-3연에서 쓰인 설

교자의 말투를 버리고  가난뱅이의 목소리를 끌어들이며, 그 사이의 낙차로부터 충격효과

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시인의 속뜻을 암시 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겨울의 그리에슈 노

름｣의 자연스러운 시  환과  성격을 달리 하는 방식이다. 거친 목소리가 돌연히 난입

하여, 뤼트뵈 의 괴로움과 분노가, 더 이상 온건한 어조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격한 감정

이 드러난다. 말투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4연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을 두지 말

고 신에게 기 어 살아가라는 그 자신의 가르침에 배된다. 하지만 다른 에서 본다면, 

“가난한 친구(Li povre ami)”(19행)를 동정 으로 묘사한 1-3연의 일반론  맥락이 시인을 세

태의 희생자로 여기게 하여 그의 불평과 불경을 정당화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나아가 그토

록 심각한 시인의 고통은 이제 역으로 일반론의 증거가 되는데, 다만 이 증거는 하나의 이야

기를 1인칭 아래 회고 으로 서술한 형  사례담이 아닌, 당사자의 감정 이고 주 인 

반응을 그 로 녹취한 기록물에 가깝다는 에서 특징 이다. 

  ｢뤼트뵈 의 평화｣에서는 다른 자기인용의 흔 도 발견된다. 이 시 41-45행의 시력 상실이

라는 소재는 ｢뤼트뵈 의 비탄｣에서 한층 더 요한 모티 로 쓰인다.133) 

하느님은 날 욥의 동료로 삼으셨소.

그분은 나로부터 번에 

   가진 것 무엇이든 빼앗았다오,

오른쪽 으로는, 그게 더 잘 보이던 쪽인데,

가는 길마  알아보지 못해 

   나아갈 수 없소.

이야말로 고되고 끔 한 고통이니,

이 에는 낮조차 

   어두운 밤이오.

Diex m’a fait compaignon a Job :

132) 우리가 제시하는 해석의 정합성은 련 텍스트들의 창작 시 으로부터 향을 받을 수 있다. ｢뤼트

뵈 의 결혼｣이 1261년 작품임은, 그리고 아래에서 논의하게 될 ｢뤼트뵈 의 비탄｣이 그 이듬해의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 반면 ｢뤼트뵈 의 평화｣의 경우는 분명하지 않다. 이 시가 1270년  반의 

작품일 것이라는 뒤페유와 쟁크의 견해는 정황상의 추정일 뿐이다(M.-M. Dufeil, “L’œuvre d’une vie 

rythmée”, p. 292 ; MZ, p. 963). 하지만 연 기  고려를 일단 차치하더라도, ｢뤼트뵈 의 평화｣ 4연과 

여타 개인  시들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133) 같은 모티 를 쓴  하나의 사례로 ｢뤼트뵈 의 가난｣이 있다. 이 시에 해서는 3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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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m’a tolu a un sol cop

   Quanque j’avoie,

De l’ueil destre, dont miex veoie,

Ne voi ge pas aleir la voie

   Ne moi conduire.

Ci a doleur dolante et dure,

Qu’endroit meidi m’est nuit oscure

   De celui eul. (｢뤼트뵈 의 비탄｣ 20-28행.)

  모티  차원의 공통 과 더불어, ｢뤼트뵈 의 평화｣와 ｢뤼트뵈 의 비탄｣은 분노와 같이 

격한 감정을 나라하게 표출하면서 개인  시들  유독 강한 비  색채를 띤다는 에

서 더욱 깊은 련성을 갖는다. ｢뤼트뵈 의 비탄｣의 경우, 백여 행 이상이 지나갈 때까지 

자신의 불행을 열거하던 시인은 문득 옛 친구들을 상기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그들이 체 

어디로 갔는지 자문한 뒤, 우습고도 신랄한 자답을 내놓는다.

생각건  그들은 무 성기게 씨 뿌려졌소,

거름이 충분치 않아

   사라져버렸소. 

이 친구들은 날 푸 하여

하느님이 날 사면에서

   치시는 동안

단 한 명 내 집에서 볼 수 없었소.

생각건  바람이 그들을 앗아갔으니

   사랑은 죽어버렸소.

Je cuit qu’il sunt trop cleir semei ;

Il ne furent pas bien femei,

   Si sunt failli.

Iteil ami m’ont mal bailli,

C’onques, tant com Diex m’assailli

   E[n] maint costei,

N’en vi .I. soul en mon ostei.

Je cui li vens les m’at ostei,

   L’amours est morte. (｢뤼트뵈 의 비탄｣ 113-121행.)

  121행의 단언은 ｢뤼트뵈 의 평화｣에서 제시된 교훈 이상으로 일반 이다. 하지만 앞서 

지 했듯, 개인  시들은 체험의 서술을 통해 일반  언에 구체성을 더하며, 이 은 ｢뤼

트뵈 의 평화｣가 취한 연역  구성에서보다 ｢뤼트뵈 의 비탄｣의 귀납  개에서 더욱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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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진다. 시인은 삶으로부터 ‘배운’ 것에 근거를 두고 자신의 깨달음을 일반화한다. 

이 친구들일랑 바람이 쓸어가며,

내 집 문 앞에 바람이 불었고

   그들을 쓸어갔으니,

결코 구도 날 안하지 않았으며

자기 것 조 도 내게 가져오지 않았소.

   이 게 나 배웠으니,

가 조 이라도 가졌다면, 친지가 그걸 얻어가며,

친구 만드는 데 자기 재산을

   무 많이 쓴 자는

무 뒤늦게 후회하오,

그가 친구들을 찾을 땐, 심은커녕 반심으로도 

   자기 도울 이 없기 때문. 

Se sont ami que vens enporte,

Et il ventoit devant ma porte,

   Ces enporta,

C’onques nuns ne m’en conforta

Ne riens dou sien ne m’aporta.

   Ice m’aprent

Qui auques at, privei le prent ;

Et cil trop a tart ce repent

   Qui trop a mis

De son avoir a faire amis,

Qu’il nes trueve entiers ne demis

   A lui secorre. (｢뤼트뵈 의 비탄｣ 122-133행.)

  체험을 출발 으로 삼는 귀납의 방식은 주 성을 강조하면서 시인의 모습을 면화하는 

데 기여한다. 여기서 그 모습은 물론 온갖 불행을 겪은 가난뱅이의 행색이다. 그런데 그  

특별히 동시 인들의 이목을 끌었던 불행은, 에서 언 한 바, 그가 애꾸가 되었다는 사실

이다. ｢뤼트뵈 의 비탄｣을 수록한 네 가지 수고  두 곳에서 이 작품은 ｢자신의 에 한 

뤼트뵈 의 비탄(La Complainte Rutebuef de son oeul)｣(수고 C)으로 혹은 ｢뤼트뵈 의 에 

한 이야기(Le Dit de l’ueil Rustebuef)｣(수고 D)로 명명된다. 시인 자신도 신이 빼앗아간 모든 

것들 가운데 유독 “오른쪽 ”을 강조한다. 

  뤼트뵈 가 어떻게 하여 한쪽 을 잃게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고, 그가 정말 애꾸 는지

도 불확실하다. 이에 해, 자클린 세르킬리니-툴 (Jacqueline Cerquiglini-Toulet)는 을 바

꾸어 장애의 실제 여부와 무 하게 모티 의 상징  의미를 고찰하자고 제안한다. 그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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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세, 특히 14세기 이후 시인들의 자기묘사에서는 유사한 모티 가 빈번히 나타나고, 

시인들은 거기에 자기비하 혹은 겸양의 뜻을 담아, 자신이 겪은 실추를, 가령 사회  치욕이

나 사랑의 실패를 암시한다. 뤼트뵈 의 경우라면 이 장애에는 가난과 질병과 고독 따 의 

고통 모두가 응축되어 있는 셈이다.134)

  시력의 손실에 응하는 시인의  다른 형  이미지, 형  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도 주목할 만하다. 시인은 종종 자신의 작품에서 어떤 사실에 한 증인을 자처하지만 사

건의 주인공은 그가 아니다. 그는 귀부인이나 기사의 말을 몰래 들은 뒤 그것을 기록하는 일

을 할 따름이다. 이때 주인공을 훔쳐보는 시인의 자리는 한쪽 구석에 놓여, 애꾸나 사시의 

경우에 그러하듯, 그의 에는 오직 “비스듬한 시야(vision de biais)”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후미진 치 혹은 신체  장애에서 비롯된 제한  시야는 기사들처럼 자기를 과시할 수 없

는 시인의 사회  처지를 표상하고, 겸손과 굴종의 뜻을 함축한다. 그 지만, 주변화된 자의 

비틀린 시선에서 시인은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찾기도 한다. 그는 이 시선 덕분에 세상의 숨

겨진 진실을 엿보고, 비 을 던지기도 하면서, 결국 자기 나름 로 세상에 한 단을 내리

게 된다.135) 

  세르킬리니-툴 가 거론하는 여러 시인  뤼트뵈 는 가장 앞선 시 에 놓인다.136) ｢뤼트

134) Jacqueline Cerquiglini-Toulet, “Le clerc et le louche. Sociologie d’une esthétique”, in Comme mon cœur 

désire : le livre du Voir Dit, éd. Denis Hüe, Orléans, Paradigme, 2001, pp. 188-191. 세르킬리니-툴 는 

뤼트뵈  외에 기욤 드 마쇼(Guillaume de Machaut), 장 몰리네(Jean Molinet), 외스타슈 데샹(Eustache 

Deschamps)을 거론한다. 마쇼의 ｢진실된 이야기의 책(Le Livre du Voir Dit)｣에서 인용된 문은 다음

과 같다. “만약 당신의 다정한 마음이 당신의 다정한 말에 합치한다면, 당신은 바로 머무르고자 하시

겠지요. 한 당신의 사팔뜨기 하인을 당신이 생각하신다면(Et se vos doulz cuers s’acorde a vos douce 

paroles, vous vous penriés bien prés de demourer ; et aussi s’il vous souvenoie bien de vostre borgne val-

let)”(Guillaume de Machaut, Le Livre du Voir Dit, éd. Paulin Paris, Société des Bibliophiles françois, 1875, 

p. 118 : ibid., p. 188, note 3에서 재인용).

135) Ibid., pp. 191-197.

136) 세르킬리니-툴 가 참조하는 텍스트는 부분 14세기 이후의 작품이며, 그 이 의 시인으로는 뤼트

뵈 만이 거론된다. 뤼트뵈 의 이 ‘때이름’은 시각장애 모티 가 갖는 여러 함의가 그의 시에서 산

발  혹은 잠재 으로만 나타난다는 , 정  혹은 극 인 측면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는다는 

과 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뤼트뵈 의 시 ｢십자군 기사와 십자군 아닌 기사의 논 (La 

Disputaison du croisé et du décroisé)｣에서 세르킬리니-툴 가 말하는 “비스듬한 시야”의 모티 를 찾

아볼 수 있다는 은 덧붙여 둘 필요가 있다. 십자군 참여를 둘러싸고 기사들끼리 벌이는 논쟁을 뤼

트뵈 가 우연히 엿듣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작품은, 13세기와 14세기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르킬리니-툴 의 견해에 의한 ｢뤼트뵈 의 비탄｣ 해석을 정당화해주는 간  근거가 된다. 

     뤼트뵈 에게서 나타나는 시각장애 모티 의 제한  사용은 13세기 시인들이 보이는 자기의식의 

특성과 부합한다. 베르나르 리베몽은 세 시인의 정체성이 14세기에야 어느 정도 확립됨을, 13세기

까지의 시인은 아직 자신의 처지가 모호하며 불확실하다고 느 음을 지 한다(Bernard Ribémont, 

“Une auto-ironie médiévale ?”, in L’Ironie aujourd’hui : lectures d’un discours oblique, dir. M. Trabelsi, 

Clermont-Ferrand, PU Blaise Pascal, 2006, pp. 250-251). ‘시인(poète)’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 의 자들

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다가 14세기 말에서야 랑스의 작가들에게 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기해 

볼 수 있다(Michel Zink, Littérature fraçaise du Moyen Âge, p. 279. 한 id., “Chanter, dire, conter au 

Moyen Âge : la poésie comme récit”, pp. 759-7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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뵈 의 비탄｣의 풍자는 그녀의 주장에 비추어 읽어볼 만하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썩었기에

나 그들을 오리 선생에게 보내137)

   넘겨 버리오, 

그런 자들일랑 단념해 버리고서 

구석으로 치워버리는 것이 마땅하며

   간청할 일도 없소,

그들에게는 사랑할 것이 없고

사랑이라 부를 것도 없다오. 

Mi autre ami sunt tuit porri :

Je les envoi a maitre Horri

   Et cest li lais,

C’on en doit bien faire son lais

Et teil gent laissier en relais

   Sens reclameir,

Qu’il n’a en eux riens a ameir

que l’en doie a amor clameir. (｢뤼트뵈 의 비탄｣ 140-147행.)

  그에게는 기사와 귀부인을 훔쳐볼 수 있는 구석 자리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장애와 궁핍은 

그를 사회로부터 완 히 격리시킨다. 장 드 (Jean de Meun)이 쓴 ｢장미 이야기(Le Roman 

de la Rose)｣ 후반부에서, 친구(Ami)는 운명(Fortune)의 변덕이 그 희생자에게 진실된 친구와 

거짓 친구를 “뚜렷하게 보아(clerement veoir)”(4948행) 가려낼 수 있는 명석함을 베풀어 다

고 가르친 바 있다(4901-4956행, éd. A. Strubel). 하지만 한치 앞도 제 로 못 보는 애꾸  가

난뱅이에게서는 그런 총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세인들은 오감(五 ) 에서도 세상의 조화

를 인지하게 하는 시각을 제일가는 감각으로 쳤거니와,138) 의 독설은 조화를 모르는 애꾸

의 비좁은 시야, 비뚤어진 시선을 증명할 따름이다. 그에게는 이 결함을 숨기겠다는 생각조

차 없는 듯하다. 그래서 이 시의 뤼트뵈 는 ｢세상의 상처들｣, ｢세상의 상태｣에서 그랬듯 높

은 곳에서 사회의 모든 신분을 찰할 수 없음은 물론,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에서와 같이 

자기 경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3인칭 시 을 빌리지도 못하며, ｢뤼트뵈 의 평화｣ 식으로 

일반  교훈아래 심경을 장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죽어버렸소”라는 121행의 단언은 교훈

이나 각성이 아닌 환멸을 표 한다. 종 뢰르다운 유쾌한 말장난에서조차, ｢ 리슈메르에 

하여｣의 경우와 달리, 시인의 노기가 확연하게 배어나온다. 

  이러한 시에도 일종의 진실성이 없지 않다. 그것은 다만, 일반 이고 포 인 진리가 아

137) 오리는 13세기 리에서 오물처리를 담당한 자의 이름이다(F-B, I, pp. 557-558 ; MZ, p. 327 참조).

138) J. Cerquiglini-Toulet, “Le clerc et le louche”, p. 191, note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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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특정한 개인에 의해 획득되는 특수한 진실이다. 세르킬리니-툴 의 표 을 빌리면, 시는 

주체를 소실 으로 삼는 “원근법 아래” 놓이고, 말의 진실성은 말하는 주체에 의해, 주체의 

치에 의해 보증된다.139) 여기에는 더 이상 보편타당성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말하는 자

가 자신의 삶으로 뒷받침하는 증언을 무작정 불신하기는 어렵다. 가난이 립 계 속에서 상

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140) 가난뱅이의 시에서  

진리를 찾기란 애당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뤼트뵈 는 더군다나 도시의 시인이다. 풍요와 빈곤이 날카롭게 조되는 이곳에서 가난

뱅이들은  더 구석진 곳으로 내몰린다. 그 다면 가난뱅이 시인의 세계가 앞의 재

를, 지리멸렬한 일상의 공간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제약은 그의 사회비 에서도 약 만은 아

닐 것이다. 시인의 시선을 차단하는 것은 끊임없이, “환 소의 돈닢보다 더욱 자주(Plus so-

vent que denier a Change)”(｢세상의 상태｣ 2행) 뒤바 며 복잡해져 가는 세상의 논리 자체이

다. 가난뱅이의 편 한 시야는 편 인 세상을 반 한다. 세상의 편 성을, 부의 표면 아래 

숨겨진 이면을 직시할 수 있는 시 ( 點)을 가난이 시인에게 제공한다. 

  2.3. 가난뱅이 시인의 자기비

  세는 가난뱅이들의 반항으로 인한 혼란의 험을 염려했다. 그러므로 ｢뤼트뵈 의 비

탄｣의 노골  주 같은 것은 사뭇 도발 이라 여겨졌음직도 하다.141) 하지만 격한 언사를 

동원하여 뤼트뵈 가 가하는 비난의 뜻은 기실 일정한 틀 안에 머문다. 사회의 근본  변화

가 아니라 인정(人情)을 요구하는 시인은 가난을 자애의 문제로 환원하는 이데올로기에서 조

도 벗어나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제약을 단순한 한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시인의 시선은 

외부 실뿐만 아니라 가난뱅이 가면을 쓴 그 자신을 향하기도 하며, 가난뱅이를 수동  

139) “La littérature... est mise en perspective. La vision que les textes proposent, leur « vérité », n’est plus ga-

rantie par Dieu mais par le sujet qui relate et par la place de celui-ci. On comprend que l’auteur, dans ces 

textes, ait à se situer topographiquement et relationnellement : c’est sa place, en effet, et son statut social 

qui déterminent la vision qu’il retranscrit”(ibid., p. 196).

140) “... la pauvreté est relative entre les hommes et l’on perçoit beaucoup d’ambiguïté sous l’emploi des 

mêmes mots. On est toujours plus ou moins pauvre qu’un autre”(PMA, p. 10, 한 pp. 14-17 참조).

141) 개인  시들에서 뤼트뵈 의 모습은 미셸 몰라가 추측한 세 가난뱅이의 태도  심리에 부합하

는데, 몰라는 여기서 세 말에 만연한 민  기의 한 단 를 보는 듯하다. “Le pauvre sait qu’il n’a 

ni réserves, ni relations pour échapper, comme le riche, aux tortures de la faim. Il n’y a donc pas lieu de 

s’étonner si, parmi les attitudes des pauvres, l’amertume se joint à la conscience de l’impuissance et à un 

sentiment d’injustice et d’insécurité, et libère la tendance naturelle chez l’homme à l’agressivité. La fin du 

Moyen Âge procurera l’occasion de le vérifier davantage”(PMA,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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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여기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의 자기응시는, 혹은 보다 근본 으로, 스스로를 가난뱅

이로 묘사한다는 그의 선택은, 시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한 반성 이고 비 인 의식의 계

기를 만든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가난뱅이 역할에 부과된 이데올로기  제약에서 시인 

자신이 겪은 제약을 읽어내고 그에 한 시인의 응 방식을 포착하는 것이다. 

  어조가 갖는 스펙트럼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의 시 가운데 ｢뤼트뵈 의 비탄｣만큼 복잡한 

텍스트는 달리 없다. 총 165행  삼분의 이에 해당되는 1-109행이 자신의 불행을 열거하고 

괴로움을 토로하는 데 소용되고, 다음 110-147행은 옛 친구들을 향한 날선 풍자로 채워진다. 

그리고 종반에 이르러 시인은  다시 음색을 바꾼다. 그는 신에게 경건하게 기도를 바친 다

음, 시의 수신자인 루이 9세의 동생 알 스 드 푸아티에를 향해 그러운 처사를 청한다. 

   이제 기도하니,

스스로 세 부분을 이루신 분, 

그분에게 간청하는, 그분을 경애하며

   주님이라 부르는

구도 내칠  모르시는 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시험하시는 분에게 

   (그분이 나를 시험하 으니)

그분이 내게 건강을 주시어

내가 그분 뜻을 행함에

   이제 흔들림 없기를. 

왕의 아들인 나으리에게 

내 이야기와 내 비탄을 보내니,

   그가 내게 필요하기 때문, 

그가 참으로 기꺼이 날 도와주었기 때문이라,

그는 푸아티에와 

   툴루즈의 훌륭한 백작이오.

이토록 괴로워하는 이가

갈구하는 것 그는 잘 알아주리다.

   [Or prie Celui

Qui trois parties fist de lui,

Qui refuser ne set nului

   Qui le reclaime,

Qui l’aeure et seignor le claime,

Et qui cels tempte que il aime,

   Qu’il m’a tempté,

Que il me doinst bone santé,

Que je face sa vole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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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s cens desroi.

Monseigneur qui est fiz de roi

Mon dit et ma complainte envoi,

   Qu’il m’est mestiers,

Qu’il m’a aidié mout volentiers :

C’est li boens cuens de Poitiers

   Et de Toulouze.

Il saurat bien que cil golouze

Qui si faitement se doulouze. (｢뤼트뵈 의 비탄｣ 148-165행.)

  시인의 신실한 마음을 의심하기는 어렵지만, 기도의 세부에서는 다소 엉뚱한 목들을 찾

아볼 수 있다. 컨  155-157행에서 시인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표할 때, 

이는 거꾸로 “그분의 뜻”과 거리가 먼 지난 삶의 과오를 떠올리게 한다. 그의 다짐을 그 로 

믿기도 어렵다. 그는 이 시 내내 단속 으로 이제서 행실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의문을 던지면서 무력감을 토로해 왔기 때문이다.142) 매정한 친구들을 비난하던 와 에도 그

는 새삼 자립  생활을 결심하지만, 즉각 실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선한 이들”의 도움을 

청하겠다고 생각을 바꾼다. 그들의 도움을 얻는 일이 처음인 것도 아니다.

이제 운명이 지나가게 놔두고

스스로를 도우려 애쓸 것이오 ―

   내 할 수 있다면.

나는 선한 이들 쪽을 향해야 하오,

인(大人)이시며 그럽고

   나를 먹여 살렸던 분들이라오.

Or lairai donc Fortune corre,

Si atendrai a moi rescorre,

   Se jou puis faire.

Vers les bone gent m’estuet traire

Qui sunt preudome et debonaire

   Et m’ont norri. (｢뤼트뵈 의 비탄｣ 134-139행.)

142) “이제부터는 잖고 명해질 것이며 / (일 벌어진 뒤나마) / 과오를 삼가리오. / 허나 이미 일 끝난 

뒤 무슨 소용 ? / 마음 돌린 게 뒤늦구나(Ne sai ce s’a fait mes outrages. / Or devanrrai sobres et sages 

/ Aprés le fait / Et me garderai de forfait. / Mais ce que vaut quant c’est ja fait ? / Tart sui meüz)” ; “나 

근심할밖에, 더는 어 할 수 없소(Ce je m’esmai, je n’en puis mais)” ; “모르겠소, 잠을 자도 밤을 새도 

/ 생각을 해 도, / 어느 구석에서 쓸 돈을 찾아내어 / 이 시  보낼 수 있을는지(Si ne sai, se je dor 

ou voil / Ou se je pens, / Queil part je panrrai mon despens / De quoi passeir puisse cest tens)”(｢뤼트뵈

의 비탄｣ 42-46, 68, 87-9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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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에서 나타나는 머뭇거림이나 시 결미의 호소 등을 고려할 때 뤼트뵈 에게 극  

자기개선의 계획이 없음은 확실하다. 하지만 핑계거리는 있다. 신께서 “건강”을 다면 이제

부터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는 155-157행의 결심에서는 거꾸로 곤궁이 해결되지 않는 한 도

덕  향상도 불가능하다는 속뜻을 읽을 수 있으며, 가난이 인간의 타락을 유발한다는 세의 

사고방식을 고려한다면 이런 발상이 억지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심각한 기도와 청

원의 순간에서까지 시인이 자신의 도덕  약 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 그가 자신의 자격보다 

무자격을 강조한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모든 면에서 최 한 스스로를 낮추는 뤼트뵈 의 태도를 이해하려면 그가 이어받은 종교

 문학의 통을 다시  떠올려 보아야 한다. 종교  바탕 에서 가난뱅이 역할을 떠맡는 

시인은 가난에 한 종교의 견해도 수용한다. 무람없는 풍자를 퍼붓던 그가 “사랑은 죽어버

렸소(L’amours est morte)”(｢뤼트뵈 의 비탄｣ 121행)라고 확언할 때, 가난의 문제란 사랑, 즉 

자애의 문제로 환원되고, 그것은 교회의 입장과 다른 것이 아니다. 알 스 드 푸아티에를 향

한 청원에 앞서 신에게 기도를 올릴 때에도 가난뱅이에게 베푸는 자선이 천국을 향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교리143)를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교회의 자애론은 가난뱅이를 

수동  치에 고정시키며, 자애의 청원자로서 뤼트뵈 는 그 치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

로 가난뱅이가 시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수고에 합당한 가가 아니다. 자애에 기 는 한 그

가 간구하는 것은 순 한 시여(施輿)에 불과하다. 물론 몇몇 연구자들이 지 하듯, 가를 

제로 하고서 작품을 제공하는 세 시인의 ‘노동’을 ‘구걸’이라 할 수는 없다.144) 하지만, 그

다면 더더욱, 실상의 ‘상호간 거래’가 텍스트에서 일방  ‘간청’으로 변질된다는 사실, 

시의 도입부에서 “내게 운(韻)을 청하신 여러분(Vos qui rime me demandeiz)”(11행)을 호명하

던 그가 주문자들 앞에서 자신의 솜씨와 노력을 내세우기는커녕 겸손하게 ‘보수’ 아닌 ‘도

움’을 바란다는 사실은 요하다. 

  그러나 가난뱅이로 스스로를 한정짓는 뤼트뵈 의 태도는 양가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자

기비하에는 도의 가능성이 숨어 있으며, 그 가능성은 다시 한 번 종교에 의해 제공된다. 

기독교는 한편으로 자선의 이념을 통해 가난을 상화하는 데 일조하고 가난뱅이에게 겸손

을 강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핍과 치욕을 감내한 수의 겸손을 모범으로 내세우면서 

과 수치의 세속  립을 상 화한다. 겸손은 요한 기독교  미덕이고, 참회의 문제에 

련될 때는 더욱 그 다.145) 그리고 ｢겸손의 길(La Voie d’Humilité)｣ 서두가 보여주는 시인

의 자화상은 이 미덕에 한 그의 확한 이해를 증명한다. 그는 먼  아침 일 부터 밭을 

가는 “선인(preudons)”(9행)에 한 이야기를 꺼내 그의 수고를 종교  공덕에 견  뒤, 나태

143) A. Vauchez, La spiritualité du Moyen Âge occidental, p. 118. 

144) 일례로 PPR, p. 284 참조.

145) Michel Zink, “Humbles et humiliés. Récits médiévaux de l’abaissement”, Cours et travaux du Collège de 

France. Résumés 2010-2011, Annuaire 111e année, 2012, 57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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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늦잠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비시킨다. 

동틀 무렵,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때,

뤼트뵈 , 거칠게 일하는 그 자는 

(요컨 , 그가 거칠기 때문)

녁잠에 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두실 것은, 생계거리를 어디서 얻을지 

그가 별 생각을 않는다는 입니다.

Au point dou jor, c’on entre en oeuvre,

Rutebués qui rudement huevre,

Car rudes est, se est la soume,

Fu ausi com dou premier soume.

Or sachiez que gaires ne pense

Ou sera prise sa despance. (｢겸손의 길｣ 17-22행.)

  부지런한 일꾼과 비교하며 자신을 격하하는 시인이 “온갖 나쁜 짓의 선생”인 게으름의 종

교  험성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146) 하지만 이 시의 배경은 “바로 3월 순(Mei mars 

tout droit)”(1행)이다. 교회가 신자들의 회심을 구하던 사순  엽, 뤼트뵈 가 ｢겸손의 

길｣을 지은 것은 시로써 고해의 이념을 가르치기 해서이다.147) 그는 추상  교훈의 직  

서술을 피하고, 꿈의 시공간 속에 고해의 도정을, 즉 미덕들을 따르고 악덕들을 피하며 회개

와 참회를 거쳐 고해에 이르는 길을 알 고리화한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게

으른 죄인 뤼트뵈  자신이다. 쟁크가 말하듯 여기에는 “철 히 기독교 인 반 ”이 있다고 

할 만하니, 고해의 논리에 따라 그는 자신의 약 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장차 천국에 이를 

“겸손의 길”을 찾아낸 것이다.148) 시가 독려하는 고해란 스스로의 잘못을 돌이켜 보는 행

라는 에서 겸손의 미덕과 무 하지 않고, 교회는 수치를 무릅쓰고서 자신의 경멸스러운 오

을 고백하는 고통이 참회의 일부임을 인정하 다.149) 그러므로 언뜻 뻔뻔스러워 보이는 뤼

146) ｢집회서｣ 33장 28장. 뤼트뵈 는 ｢거짓의 이야기(Le Dit du mensonge)｣ 3행에서 이 목을 상기한다

(MZ, pp. 218-219 참조).

147) F-B, I, p. 337 ; MZ, pp. 342-343 참조. 

148) “... par un retournement profondément chrétien, il trouve dans sa faiblesse même le chemin du salut, que 

lui montre son rêve, la « voie d’humilité », la « voie de paradis »”(MZ, p. 31). 여기서 이 시의 두 제목을 

환기해 볼 수 있다. 수고 C가 ｢겸손의 길｣이라 하고 있는 이 시는 수고 A에서 ｢천국의 길(La Voie 

de Paradis)｣이라 칭해지며, 유사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 여러 작품에서 같은 제목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F-B, I, p. 337 참조) 후자의 제목이 더욱 타당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쟁크는 이 시의 목

지가 죽은 뒤에나 이를 수 있는 천국이 아님을 지 하면서, 시가 알 고리 으로 의인화하는 미덕

들 가운데 가장 앞에 나서는 것이 겸손이라는 을 들어 수고 C의 명명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

(MZ, pp. 342-343. 한 PPR, pp. 29-33 ; Michel Zink, “Bonheurs de l’inconséquence dans le texte de 

Rutebeuf”, L’esprit créateur, vol. 27, 1987, pp. 82-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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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뵈 의 태도는 겸손의 증거이자 고해의 시로서 하나의 모범이 되는 셈이다.

  뒤페유는 ｢겸손의 길｣이 1262년 무렵, 학 분쟁이 거의 종결된 이후 분쟁 당시의 과오에 

해 회개를 표함으로써 교회와 화해하기 해 어진 시라고 추정하 다.150) 그런데 이 회

개는 “ 향”의 의사를 수반하지 않는다. 종교  죄악의 알 고리 뒤에서는 여 히 탁발수도

회의 타락상이 암시되고, 어떤 목은 기욤의 억울한 추방을 환기하기도 한다.151) 하지만 여

기서 회개의 진실성에 한 반증을 도출할 수는 없다. 겸손과 비 은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기독교  풍자는 풍자하는 자의 겸손이 제될 때만 가능하다는, 그 기에 

자신의 죄를 고해하는 자에게만 타인과 세상을 비난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클라우디오 갈데

리지(Claudio Galderisi)의 지 을 받아들인다면152), 회개의 진정성을 굳이 부정하지 않더라도 

논쟁 속에서 겸손이 갖는 략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탁발수사들의 오

만을 비난해 온 시인은 자신의 악덕을 고백함으로써  선자들에 해 우 를 하기에 

이른다. 

  ｢뤼트뵈 의 회개(La Repentance Rutebeuf)｣에서도 겸손과 비 이라는 두 요소의 공존을 볼 

수 있다. 그는 우선, 신앙을 소홀히 한 채 놀이와 여흥에 몰두하고, 스스로 일을 하지는 않고 

남에게 빌붙어 먹고 살며, 육신의 안락을 좇고 싸움을 부추기는 등, 지 껏 갖은 죄악을 

질러 왔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내 마음은 실로 물지어야 하리,

하느님 온 히 섬기는 데 

결코 내 자신 바칠  몰랐고,

나의 분별력을 

149) M. Zink, “Humbles et humiliés”, p. 579.

150) M.-M. Dufeil, “L’œuvre d’une vie rythmée”, p. 286. 그는 이 시가 어졌을 1262년을 “revirement”의 

시기라 명명한다. 쟁크 역시 창작시   시의 의도에 있어 그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 듯하다(MZ, p. 

343). 랄의 경우, 1행의 “바로 3월 순”을 문자 그 로 받아들여, 사순 의 네 번째 일요일과 겹치

는 1265년 3월 15일을 해 이 시가 어졌으리라 추론한다(F-B, pp. 338-339). 

151) F-B, I, pp. 337-338 ; G. Lafeuille, Rutebeuf, pp. 39-40 참조. 726-736행에서 찬사의 상으로 거명되는, 

아마도 시의 주문자 을 생-빅토르(Saint-Victor) 수도자들이 학 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

실은 뤼트뵈 가 이 시에서 기존의 비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무 치 않을 것이다(Jacques 

Verger, “Saint-Victor et l’université”, L’école de Saint-Victor de Paris. Influence et rayonnement du Moyen 

Age à l’Époque moderne, dir. D. Poirel, Turnhout, Brepols, 2010, p. 145 참조. 한 A. Serper, Rutebeuf 

poète satirique, p. 84 참조). 뒤페유는 시인의 비  의도에 해 제한된 의미만을 부여하면서 시의 

다층성을 간과한다는 인상을 남긴다. 

152) Claudio Galderisi, “Le poète engagé entre propagande et satire. Les circonstances du texte et la paresse 

du lecteur : Renart le Bestourné”, in Convaincre et persuade : Communication et propagande aux XIIe et 

XIIIe siècles, dir. M. Aurell, Poitiers, Université de Poitiers, 2007, pp. 406-407. 뒤푸르네의 말처럼 회개라

는 것이 죄악과의 싸움이라면(Rutebeuf et les frères mendiants. Poèmes satiriques, trad. Jean Dufournet, 

Paris, H. Champion, 1991, p. 169), 뤼트뵈 는 자기 내면의 죄악과 싸우는 동시에 그것과 뗄 수 없이 

얽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을 공격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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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와 장난에 쏟았으되

시편을 노래하려 하진 않았으니. 

Bien me doit li cuers larmoier,

C’onques ne me soi amoier

A Deu servir parfaitement,

Ainz ai mis mon entendement

En geu et en esbatement,

C’onques n’i dignai saumoier. (｢뤼트뵈 의 회개｣ 4-9행.)

남의 재산, 남의 생계로 

매일 내 배를 불려왔노라.

J’ai touz jors engraissié ma pance

D’autrui chateil, d’autrui sustance (｢뤼트뵈 의 회개｣ 19-20행.)

나는 몸이 바라는 로 해주었다, 

나는 운을 맞추고 노래를 불러 

한편에 맞서서 다른 편의 마음에 들고자 했다, 

J’ai fait au cors sa volentei,

J’ai fait rimes et s’ai chantei

Sus les uns por aux autres plaire (｢뤼트뵈 의 회개｣ 37-39행.)

  이리하여 뤼트뵈 는 심 의 날 벌에 처해지게 되리라는 두려움에 떤다. 그에게는 무한

히 자애로운 성모의 보(仲保)를 호소하면서 완연한 굴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밖에 다른 수

가 없다. 

빛나는 모든 선을 품에 담은 그녀가

나의 환우(患 )를 돌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그 속에서 나는 숱한 장애를 보니)

잘못된 으로 내게 갚은 것이다. 

의사도 약사도 

나를 고쳐 건강  할 수 없도다. 

Ce Cele en cui toz biens resclaire

Ne prent en cure m’enfertei,

De male rente m’a ren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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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 cuers ou tant truis de contraire.

Fusicien n’apoticaire

Ne m’en pueent doneir santei. (｢뤼트뵈 의 회개｣ 43-48행.)

  그러나 이 회개의 어조는 시의 마지막에서  다른 요소와 교착된다.

나는 르나르를 꾀었노라 믿었다,

헌데 꾐도 재주도 쓸모가 없어, 

그는 제 궁 에서 안락하다. 

이 세상은 사라져가는 것이라,

나는 다른 쪽으로 떠나가야 한다.

가 돈을 올리든, 나 이 을 버리노라. 

Je cuidai engignier Renart :

Or n’i vallent enging ne art,

Qu’asseür [est] en son palais.

Por cest siecle qui se depart

Me couvient partir d’autre part.

Qui que l’envie, je le las. (｢뤼트뵈 의 회개｣ 79-84행.)

  간교한 여우 르나르가 뤼트뵈 의 시에서 빈번히 탁발수도회의 화신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은 시인이 고백하는 패배가 학 분쟁의 참담한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

다.153) 그 지만 이 체념은 일종의 역  혹은 를 내포한다. 그는 이 세상이라는 ‘노름 ’

을 떠날 것이라 선언하면서 싸움터를 망  재로부터 종교  원성의 장(場)으로 옮겨놓

는 것이다.154) 욕의 세속  기 으로부터 해방된 이곳에서, 겸손은 “궁 ”의 오만한 르나

르에 맞서서 세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패가 된다.

  그런데 이 패의 사용은 간단하지 않다. 결미에서 시인 자신이 말하듯, 그것은 근본 인 삶

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겸손의 길｣에서는 그의 악덕이 ‘늦잠’의 삽화 등으로 암시될 

153) ｢반 자 르나르 이야기｣가 표 이다. 그 밖에도 ｢자코뱅들과 학의 불화(La Discorde des 

Jacobins et de l’Université)｣ 53-56행 ; ｢ 선에 하여(D’Hypocrisie)｣ 80-82행 ; ｢규칙들의 이야기(Le 

Dit des règles)｣ 8-15행 참조. 뒤푸르네는 ｢뤼트뵈 의 회개｣의 르나르가 다른 경우와 달리 선자 일

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랄은 르나르와 논쟁시 사이의 계를 강하게 암시한 바 있

으며, 쟁크는 그것이 탁발수도회를 가리키는 것임을 단언한다(J. Dufournet, “Rutebeuf et le Roman de 

Renart”, p. 44 ; F-B, pp. 573-574 ; MZ, p. 331). 앞서 인용한 38-39행은 뚜렷이 그의 논쟁시들을 지시

하고 있으며, 르나르의 “궁 ”에 한 언 은 탁발수사들의 화려한 신축 건물들에 한 그의 비난을 

상기시키기도 한다(｢거짓의 이야기｣ 78-81행 참조).

154) 기욤 드 생타무르가 추방당하고 재속 교사들의 패배가 확실해 졌을 때 어진 ｢기욤 드 생타무르 

선생의 이야기｣ 189-196행에서도 이와 같은 의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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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고 참회의 과정은 꿈속의 알 고리  도정으로 체되었던 반면, ｢뤼트뵈 의 회개｣는 

시인이 하는 삶을 나라하게 문제시한다. 종 뢰르로서 살아 온 그의  생애는 이제 

일련의 죄악으로 해석된다. 타인의 호의에 빌붙는 종 뢰르의 생활방식이란 그 자신 비난했

던 탁발수사들의 기식 행태와 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환기되고,155) 논쟁을 해서든 여흥

을 해서든 그가 지은 모든 시가 단죄받는다. 진실의 담지자를 자처하던156) 시인은 그 모두

가 허 음을 자백한다. 

이야말로 훌륭한 성직자라,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157)

Ci a boen clerc, a miex mentir ! (｢뤼트뵈 의 회개｣ 21행.)

  겸손과 회개를 완 히 하기 해, 더불어 패배의 ‘역 ’을 가능하게 하기 해, 시인은 과

거의 삶을 포기해야 하고, 일단은 시 짓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시의 첫 행은 이 을 확언한

다. 

운(韻) 짓기를 나 그만두어야 하노라,

그 노릇 이토록 오래 손에 쥐었더니

심히 근심할 만하구나.

Laissier m’estuet le rimoier,

Car je me doi moult esmaier

155) 이 과 련, ｢뤼트뵈 의 회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기인용  요소들에 해서는 A. Serper, 

Rutebeuf poète satirique, pp. 53-54 ; Jean Dufournet, “La Repentance Rutebeuf ou le mot de la fin”, in 

L’univers de Rutebeuf, p. 109 참조. 에 인용된 20행의 경우에는 논쟁시의 한 시행과 동일하다. “천국

을 [탁발수사들로부터] 이것[천국]을 넘겨받는 이들은 / 들이 마시고 취하도록 해주는 자들, /  남

의 재산, 남의 생계로 / 들 배를 불려주는 자들(A ceux le donent et delivrent / Qui les aboivrent et 

enyvrent / Et qui lor engraissent les pances / D’autrui chateil, d’autrui sustances)”(｢규칙들의 이야기｣ 

19-22행 ; 같은 시 51행 역시 참조). 그런데 세르페의 견해와 달리, 이 문구의 주어는 탁발수사들이 아

니라 그들을 섬기는 이단자들  고리 업자들이다. ｢속 바다 건 에 한 비탄｣ 281행에서는 유

사한 표 이 부르주아를 비난하기 해 쓰인다. 물론 탁발수사를 기식자로 취 하는 것이 뤼트뵈  

논쟁시의 한 테마 다는 은 분명하다.

156) “여러 자리에서 진실을 이야기해왔습니다(Veritei ai dite en mainz leuz)”(｢규칙들의 이야기｣ 3행)와 

같은 언 을 떠올릴 수 있다. 

157) 랄과 바스탱은 “au miex mentir”(수고 A의 이본)를 “en disant tout le contraire de la vérité”라는 발화

부사  뜻으로 새기며, 쟁크는 그들을 따라 이 시행을 “quel bon clerc je fais... par antiphrase !”라 옮기

고 있다. 반면 해리 루카스는 여기에서 “Un bon clerc est celui qui sait le mieux mentir”라는 뜻을 읽어

내며(Les Poésies Personnelles, éd. H. Lucas, p. 126), 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on reconnaît le 

bon clerc à son art de mentir !”라는 뒤푸르네의 번역도 루카스의 해석과 가깝다. 세르킬리니-툴  역

시 루카스의 견해에 무게를 싣는다(J. Cerquiglini-Toulet, “Le clerc et le louche”, p. 197, note 32). 우리

의 번역은 후자의 계열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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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 tenu l’ai si longuement. (｢뤼트뵈 의 회개｣ 1-3행.)

  수고 A에서 하고 있는 ｢뤼트뵈 의 죽음(La Mort Rutebeuf)｣이라는 제목과 함께,  세속

으로부터의 이탈을 시사하는 말미의 고별사와 함께, 시인의 필 선언은 숱한 기  추측을 

발했다.158) 하지만 규명할 수 없는 시인의 삶보다 요한 것은 이로부터 시인의 자기의식

을, 더불어 시에 한 시인의 의식을 읽어내는 것이다. 그는 ｢뤼트뵈 의 결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손일꾼이 아니오. 

Si ne sui pas ovriers de mains. (｢뤼트뵈 의 결혼｣ 98행.)

   시인이 비천한 육체노동자와 자신을 차별화함으로써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는 견해도 있

으나159) 이 차별화에서 순수한 자 심을 읽어내기는 어렵다. 가난의 비참을 늘어놓는 ｢뤼트

뵈 의 결혼｣ 체의 맥락에서 육체노동자와 스스로를 구별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에게 불

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귀족도 성직자도 아닌 그가 손노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능의 징표이다. 시라는 것은 기껏해야 손노동의 체물이고, 먹고 살기 한 방편에 지나

지 않는다.160) 이 체노동은 게다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시 짓기, 즉 종 뢰르 노릇은 

여타 건 한 노동과 달리 하나의 죄에 해당되며, 교회는 오래 부터 부단히 그 을 강조해 

왔다. 종 뢰르들은 경박함과 세속  부패의 상징으로, 매춘부처럼 재물을 해 몸과 혼을 

158) 이러한 해석은 당 에서부터 발견된다. 뤼트뵈 의 여러 작품을 한 자리에 묶은 수고 A는 ｢뤼트뵈

의 죽음｣을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그 끝에 결어(“Expliciunt tuit li dit Rustebuef”)를 삽입하여 이 시를 

그의 마지막 시로 간주하도록 한다(W. Azzam, “Un recueil dans le recueil”, pp. 195, 200-201 참조). 

1842년 폴랭 리스는 시의 결미에 근거를 두고 뤼트뵈 가 수도원으로 들어가려 했으리라고 추측했

다(P. Paris, “Rutebeuf”, p. 769). 쥐비날도 1874년의 뤼트뵈  집 개정 에서 이 목으로부터 수도

원으로의 귀의나 죽음에 한 암시를 읽어내면서 수고 A의 결어를 인용한다(Œuvres complètes de 

Rutebeuf, trouvère du XIIIe siècle, éd. Achille Jubinal, 2e éd., 3 vol., Paris, Paul Daffis, 1874-1875, I, p. 

37). 반면 랄의 경우, 수고 A의 제목을 택하며 이 시를 뤼트뵈 의 말년에 치시키고 있기는 하지

만, 기  해석의 가능성에 해 보다 회의 이다. 그는 시의 마지막 두 행이 ｢뤼트뵈 의 평화｣ 

47-48행과 유사하다는 을 들어 그것이 반드시 종교  귀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리라고 본다

(F-B, I, pp. 574-575). 뒤페유는 고별사보다 학 분쟁과의 련성에 을 두어 이 시가 1261-1262년 

사이의 겨울에 어졌다고 추정하며, 쟁크는 이 해석을 따른다(M.-M. Dufeil, “L’œuvre d’une vie ryth-

mée”, p. 286 ; MZ, p. 331). 

159) 쥐비날은 이를 “noble fierté”의 표 으로 간주하며(Œuvres complètes de Rutebeuf, trouvère du XIIIe 

siècle, éd. A. Jubinal, 1839, I, p. XV), 자크 르 고 도 이로부터 “지  노동자가 어떻게 해서든 도시 

작업장에서 자기 출신을 무시하고 육체 노동자와 구별되고자 하는 의지”를 본다(자크 르 고 ,  세

의 지식인들 , 15쪽). 세르페에게서도 유사한 을 찾아볼 수 있다(Rutebeuf le poète satirique, pp. 

49-50). 

160) MZ, pp. 27-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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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넘기는 자들로 간주되었고, 12세기 호노리우스 아우구스토두넨시스(Honorius d’Autun)는 

이들로부터 구원의 희망 일체를 박탈하 다.161) 이와 같은 교회의 입장은 세 내내 큰 변화 

없이 지속된다. 13세기 들어 경제  발 으로 인해 노동의 실에 한 심이 확 되고 이

까지 천시되던 직업들이 정당화되는 등 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되던 상황 속에서도, 종 뢰

르의 ‘노동’은 여 히 무용한 것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죄악시되었다.162) 결국 ｢뤼

트뵈 의 회개｣에 담긴 시인의 자아비 이란 교회의 단죄를 자기 용한 결과이다. 이 논리

에 따르자면 그는 자신의 일을 포기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나 뤼트뵈 가 종교  염려 때문에 생계수단을 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은 의심스럽

다. 설령 ｢뤼트뵈 의 회개｣가 정말로 그의 마지막 시라 한들 시인이 그때서야 자기 일의 

험성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그가 참여한 1250년 의 학 분쟁에서 노동이 요

한 문제로 두된 바 있기 때문이다. 기욤 드 생타무르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

라”는 성서 구 에 근거하여 탁발을 타락의 증거로 꼽았으며,163) 뤼트뵈 가 기욤의 주장을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런데 탁발을 비난할 때, 뤼트뵈  자신은 주로 그것이 축재(蓄財) 수단

으로 오용된다는 데 을 맞춘다. 그가 노동의 견지에서, 즉 나태를 유발한다는 에서 그

것을 문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164) 이 사실은 논쟁 당시부터 시인이 자신의 노동을 향한 의

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종 뢰르의 일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식하

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 편의 논쟁시 서두에서 그가 노동의 주제를 거론할 때, 이는 

탁발수사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보다 시인 자신의 “일”을 변호하기 해서이다.165) 

161) JF, pp. 25-29. 랄은 교회의 가르침이 성직자들에게조차 별 효력이 없었다고 부연한다(pp. 29-32). 

그러나 세 내내 지속된 교회의 단죄는 사람들의 사고에 큰 향을 미쳤고, 종 뢰르들의 작품에서

도 그 흔 을 발견할 수 있다. 종 뢰르의 희극  천국행을 다룬 블리오 ｢성 베드로와 종 뢰르｣

에서 빌렘 멘은 “un contrepoids plaisant à l’attitude des théologiens et des moralistes qui nient que les 

jongleurs puissent entrer au paradis”를 발견한다(Le Jongleur par lui-même, éd. W. Noomen, p. 152). 메네

갈도는 비슷한 시기에 어진 블리오와 기 담 등 단편 이야기(récit bref) 텍스트들에서 반복되는 

종 뢰르의 복권(réhabilitation)이라는 주제를 교회의 증하는 억압에 한 반작용으로 해석한다(S. 

Menegaldo, Le Jongleur dans la littérature narrative des XIIe et XIIIe siècles. Du personnage au masque, 

pp. 453-461, 474-477 참조). 

162) Carla Casagrande et Silvana Vecchio, “Clercs et jongleurs dans la société médiévale (XIIe et XIIIe siè-

cles)”, Annales. Économies, Sociétés, Civilisations, vol. 34(5), 1979, pp. 913-928. 카사그란데와 베키오에 

따르면, 13세기 말 토마스 아퀴나스는 종 뢰르의 사회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그의 이론이 

실화된 것은 다음 세기의 일이고, 그때에 이르러서도 통  념이 완 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르 

고 는 13세기까지 남아있던 ‘부정한 직업(métier illicite)’이란 매춘부와 종 뢰르뿐이었다고 말한다

(Jacques Le Goff, “Travail”, in Dictionnaire raisonné de l’Occident médiéval, dir. J. Le Goff et J.-Cl. 

Schmitt, Paris, Fayard, 1999, p. 1147).

163)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10. 학 분쟁 당시 벌어진 노동 문제의 맥락에 해서

는 1장 3   PMA, p. 164 ; MZ, pp. 29-30 ; A. Traver, The Opuscula of William of Saint-Amour, pp. 

7-29 참조.

164) 외  사례로는 ｢ 리의 수도회들(Les Ordres de Paris)｣ 13-24행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시인

은 탁발수사들의 선 인 돈벌이 수법에 더 큰 심을 기울인다. 

165) F-B, I, p. 3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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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권 서들이

뜻을 같이하는 바, 이는 진실이라,

게으른 자는 쉽사리 죄를 지으며,

일하지 않고 자기 삶을 마치는 자,

그는 제 혼을 욕보이고 헤매게 하니

그러한 삶이란  순정하지 않은 탓입니다.

따라서 내 할  아는 로

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소재 하나에 운을 붙이는 것입니다. 

일하는 신 이것을 나는 비하 으니

다른 일은 할  모르기 때문입니다. 

Puis qu’autours et autoriteiz

S’acordent que c’est veriteiz

Qui est oiseus de legier pesche,

Et cil s’ame honist et tresche

Qui sans ouvreir sa vie fine,

Car teiz vie n’est mie fine,

Por ce me wel a oevre metre

Si com je m’en sai entremetre,

C’est a rimer une matire.

En leu d’ouvreir a ce m’atyre,

Car autre ouvrage ne sai faire. (｢거짓의 이야기｣ 1-11행.)

  “다른 일은 할  모르”는 뤼트뵈 는 자신의 시가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되기를 바란

다.166) 하지만 노동의 이념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논리, 즉 게으름을 경계하는 종교의 논

리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의 논리  어느 쪽도 그의 소망에 확실한 보장을 주지 않는다. 

교회는 오래 부터 종 뢰르들과 그들의 일을 주해 왔다. 그 일이 생산과 교환의 차원에

서 실제  유용성을 갖는 것도 아니다.167) 그런데 ｢뤼트뵈 의 결혼｣에 따르면  하나의 문

제가 뤼트뵈 의 곤란을 가 한다.

난 진정 오래 묵은 바보라,

   하는 일 보면 알 만하오.

뤼트뵈 , 거칠게 일하는 그 자는168)

166) 이 바람은 다른 시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콘스탄티노 에 한 비탄(La Complainte de 

Constantinople)｣ 4-6, 29-30행 ; ｢성녀 엘리사벨의 생애(La Vie de sainte Elysabel)｣ 14행 참조. 

167) A. Strubel, “Le poète, le jongleur et la ville”, §§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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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앞도 못 가린다고들 하겠지.

   사람들 말이 맞소,

나는 옷가지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Je sui droiz foux d’ancecerie :

   Bien pert a l’uevre.

Or dirat on que mal ce cuevre

Rutebuez qui rudement huevre :

   Hom dira voir,

Quant je ne porrai robe avoir. (｢뤼트뵈 의 결혼｣ 42-47행.)

  뤼트뵈 의 언 들을 종합해 본다면, 그가 종 뢰르가 되어야 했던 것은 가난뱅이로서 먹

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 무능하고 어리석은 탓에 다른 일은 할  몰랐기 때문인데, 무능

과 어리석음은 시 짓는 일에마  악 향을 끼친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시가 서툴게, “거

칠게(rudement)” 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며, 뤼트뵈 (Rutebeuf)라는 이름을 어쩔 수 없

는 ‘거칠음’의 징표로 삼는다.169) 물론 그의 말을 곧이곧 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뤼트뵈

의 결혼｣은 ‘바보 축제(fête des Fous)’의 분 기 속에서 희극  도의 효과를 산출하는 시

이기 때문이다.170) 그의 자기비하는 오히려 반어  자기과시로 받아들여질 만하고, 그가 내

심 자신의 시 짓는 솜씨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 

시를 마무리하는,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경건하고도 겸허한 기도는 시의 이해를 복잡하게 

하며,  자기희화  기명( )의 진의도 모호하게 한다.

이제 하느님에게 기도하니, 부디

이 고통, 이 곤경,

    이 아둔함을 

성스러운 참회로 셈하시어, 

168) 쟁크는 고(古) 랑스어의 rude가 ‘서툰(grossier)’을 뜻할 뿐, ‘열심히 하는’, ‘고된’의 의미는 갖고 있

지 않다는 을 강조한다(MZ, pp. 270-271, note 3 참조). 

169) 빌렘 멘은 종 뢰르의 차림새와 그들의 직업  성공 사이의 련성을 다음과 같이 지 하기도 

한다. “En effet, la récompense pouvait consister en argent, mais souvent aussi en nature. Les ménestrels du 

roi d’Angleterre recevaient, en plus de leur paiement contractuel à la journée ou par an, une robe d’été et 

une robe d’hiver, de même que deux paires de chaussures. Être bien habillé signifiait donc que les affaires 

prospéraient. Inversement, être mal vêtu pouvait être interprété comme signe d’incapicité professionnelle, té-

moin l’un des jongleurs dans le débat des Deus bordeors ribauz”(Les Jongleurs par lui-même, éd. W. 

Noomen, p. 11 ; ｢두 명의 허풍선이 객담꾼｣ 20-27행 참조). 

170) 자신의 결혼이 1월 1일에 치러졌다고 하는 서두의 언 (1-4행)에 해, 랄은 림 과 공  사

이의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서 혼례를 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 한다(F-B, I, p. 546). 미셸 루스는 

이때가 통 으로 ‘바보 축제’의 날이었음에 착안하여 이 시의 패러디  면모를 부각시킨다(Michel 

Rousse, “Le Mariage Rutebeuf et la fête des Fous”, Le Moyen Âge, vol. 88, 1982, pp. 43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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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그분의 친애를 얻을 수 있길.171)  

Or pri a Dieu que il li plaise

Ceste douleur, ceste mesaise

   Et ceste enfance

M’atourt a sainte penitance

Si qu’avoir puisse s’acointance. (｢뤼트뵈 의 결혼｣ 134-138행.)

  뤼트뵈 의 우스꽝스러운 서명은 학 분쟁과 련된 논쟁시들, 그리고 성인 과 기 담 

등 강한 종교성을 띠는 몇몇 텍스트에서도 반복된다. 그  가장 발 된 형태는 ｢성녀 엘리사

벨의 생애(La Vie de sainte Elysabel)｣ 결미에 있다.172) 

뤼트뵈 가 거칠게 운을 지었다면

 그의 운에 거친 데가 있다면,

가 그 운을 맞췄는지 유의하십시오.

뤼트뵈 , 거칠게 일하는 자,

거친 일을 거칠게 해내는 자,

(거칠다 보니 자주 거짓말을 하는데)

그가 이 운을 거칠게 맞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쓴들  

소가 거칠지 않은 고랑을 낼 것이라고는

아무래도 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뤼트뵈 가 거친 운을 짓는다면,

야 더 따지지 않겠지만, 뤼트뵈 는 

소만큼 거칠지요. 

171) 수고 A와 C는 이어지는 결어에 “Amen”을 삽입한다. 

172) ｢뤼트뵈 의 결혼｣과 ｢성녀 엘리사벨의 생애｣ 외에, ｢ 선과 겸손에 한 가르침(La Leçon 

d’Hypocrisie et d’Humilité)｣ 45-46행 ; ｢겸손의 길｣ 18-19행 ; ｢이집트 여인 성녀 마리의 생애(La Vie de 

sainte Marie l’Égyptienne)｣ 1301-1306행 ; ｢교회지기의 기 (Le Miracle de Sacristain)｣ 747-766행 참조. 

뒤페유의 연보에 따르면 이 시들은 특정 시기(1261-1264년 무렵)에 집 된다(M.-M. Dufeil, “L’œuvre 

d’une vie rythmée”, pp. 284-289). 랄 역시 유사한 추측을 내놓은 바 있다(F-B, I, p. 33, note 1). 

     시인의 서명에 한 언 들 가운데 요한 것들로는 다음을 꼽을 수 있다. F-B, I, pp. 32-35 ; 

Maurice Delbouille, “En relisant Rutebeuf”, Marche Romane, vol. 10, 1960, p. 158, note 8 ; A. Serper, 

Rutebeuf poète satirique, 1969, pp. 48-50 ; Jean Dufournet, “À la recherche de Rutebeuf. Un sobriquet am-

bigu ― Rutebeuf et la poésie de l’eau”, in L’univers de Rutebeuf, pp. 67-74 ; MZ, pp. 7, 27-33 ; Olivier 

Collet, “Sic ubi multa seges, bovis acres nosce labores : les inscriptions d’auteur dans l’œuvre de 

Rutebeuf ”, Les Lettres romanes, vol. 58(Extra 1), 2004, pp. 33-44 ; Xavier Leroux, “De l’annomination à 

la nomination : instauration du cadre énonciatif dans l’œuvre de Rutebeuf”, Revue des langues romanes, 

vol. 111, n° 1, 2007, pp. 56-63. 



80

Se Rutebuez rudement rime

Et se rudesse en sa rime a,

Preneiz garde qui la rima.

Rutebuez, qui rudement euvre,

Qui rudement fait la rude euvre,

Qu’asseiz en sa rudesse ment,

Rima la rime rudement.

Car por nule riens ne creroie

Que bués ne feïst rude roie,

Tant i meïst hon grant estude.

Se Rutebuez fait rime rude,

Je n’i part plus, mais Rutebués

Est ausi rudes coume bués. (｢성녀 엘리사벨의 생애｣ 1994-2006행.)

  ｢겸손의 길｣과 같은 작품에서 겸손이 략  가치를 갖듯이, 와 같은 변명도 하나의 토

포스로서 논쟁  언이나 교화  주제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자신이 뜻하지 않

게 거짓말을 했을지 모른다는 경고는 소재의 진실성을 역으로 강조하는 수사  장치로 기능

한다. 시인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소’(buef)라는 동물은 서툴음과 어리석음뿐 아니라 참을

성, 악착스러움과 같은 상 으로 정 인 함의도 갖는다는  역시 고려할 만하다.173) 소

는 복음사가 루카의 상징이기도 한데, 루카의 도상은 흔히 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표 되

니, 여기서 ‘소’의 이미지와 시인을 이어주는 심원하고도 종교 인 연결 고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174) 그 다면 자신의 이름에 한 뤼트뵈 의 풀이는 은연  시 쓰기라는 노동을 정당

화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이름을 성인 과 기 담 속에 새겨 넣으며, 시인은 시

작( )이 모종의 기도로서 구원에 보탬이 되기를 희구했을 법하다.175) 성인 이 종 뢰르

의 작품 가운데서도 드물게 교회의 호의를 얻는 장르 가운데 하나 음을 생각한다면 이 바

람은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176)  

  하지만 자신의 노동을 인정받아 구원을 얻으려는 종교  희망의 신실함을 인정한다면, 뤼

트뵈 가 택한 겸손의 토포스 역시 단순한 수사  장식이 아니라고, 즉 그는 겸손이라는 미

덕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그가 ｢겸손의 길｣과 ｢뤼트뵈 의 

회개｣의 자임을 참작한다면 그런 가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탁발수도회 비 에서 그가 

빈번히 상 의 겸손을 장된 오만이라 고발했음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 다. 겸손을 미덕으

173) J. Dufournet, “À la recherche de Rutebeuf”, p. 73.

174) X. Leroux, “De l’annomination à la nomination”, p. 62. 루카의 경우를 거론하지는 않으나, 올리비에 

콜  역시 소가 고랑을 는 행 와 시인의 쓰기 사이에 련성이 존재함을 주장한다(O. Collet, 

“Sic ubi multa seges, bovis acres nosce labores”, pp. 37-39).

175) X. Leroux, “De l’annomination à la nomination”, pp. 59, 63 참조. 

176) JF, pp. 44-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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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세운다면 그 역시 탁발수사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는 셈이다.177) 그러므로 겸손한 태도 

안에 다소의 희망을 간직했다 해서 그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어도 텍스트 속에 어떤 확신도 없다는 , 그의 희망이 매우 조심스럽게 표명되어야 했으

리라는 은 명백하다. 시인이 무슨 확신을 가질 만한 여건을 갖춘 것도 아니다. 교회는 종

뢰르가 성인 과 같은 몇몇 공인된 장르 외의 ‘속된’ 일 모두를 그만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178) 여느 종 뢰르처럼 뤼트뵈 의 작품도 그런 부류에 국한되지 않는

다. 창작 시 이 밝 진 것들만 보더라도 그의 이력에서 블리오의 세속  시기와 성인 의 

경건한 시기를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179) 종 뢰르로서 살아가려면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었으니, 사후의 구원을 걱정하면서도 그로서는 속된 시 짓기를 작 하여 무작정 당장의 생활

을 포기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진퇴양난을 시인은 해결하지 못한다. 신에 그는 시작(

)에 그것을 새겨 넣는다. 간 으로는 작품들의 다양한 주제가, 보다 직 으로는 한 텍

스트에서 갈마드는 다기한 음역 가 그의 곤란과 동요를 암시한다. 때로 그 암시는 농담 속

에서 포착되기도 한다. ｢뤼트뵈 의 결혼｣에서 가난뱅이 바보 역할의 시인은 “궁할 때 사람

들은 친구를 알아본다(Au besoing voit on l’ami)”180)는 속담에 빗 어 신의 무 심을 한탄하

는데, 이 재간에서 종교  망감의 흔 을 부인하기는 어렵다.181) 

177) 이 역설은 ｢거짓의 이야기｣에서 아이러니를 통해 형상화된다. 미덕들과 악덕들간의 싸움, 즉  

투쟁(psychomachia)의 통  테마를 차용한 시인은, 그러나 미덕과 악덕의 속성을 뒤바꾸어, 미덕이 

악덕과 같이 행세하도록 한다. 겸손은 탁발수사들과 여타의 권력에 힘입어 세를 키우면서 오만을 

물리치고 면에 나선다. 시인은 겉으로 겸손의 승리에 찬사를 보내지만, 말의 엄 한 정의를 생각한

다면 풍당당한 겸손이란 기실 장된 오만에 불과한 것이다(37-158행). 겸손의 실천에서는 자기 확

신이 배제되어야 한다.

178) 이 요구는 결국 종 뢰르 일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다. 뛰어난 종 뢰르로 인정받기 해서

는 되도록 많은 재주를 가져야 했기 때문이다(JF, pp. 66-86 ; Paul Zumthor, La Lettre et la voix. De la 

« littérature » médiévale, Paris, Seuil, 1987, pp. 62-63 ; C. Casagrande et S. Vecchio, “Clercs et jongleurs 

dans la société médiévale”, p. 924 참조). ｢두 명의 허풍선이 객담꾼｣에서 종 뢰르들이 각자의 다양한 

재주를 열거하며 뽐내는 모습은 유능한 종 뢰르의 기 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희화화된 형태로 시

해 다(Les jongleurs par lui-même, éd. W. Noomen, pp. 25-65). 

179) J.-P. Bordier, “L’Antéchrist au Quartier latin selon Rutebeuf”, p. 9 ; id., Jean-Pierre Bordier, “Réflexions 

sur le voir dire de Rutebeuf”, in Farai chansoneta novele. Essais sur la liberté créatrice au Moyen Âge. 

Hommage à Jean-Charles Payen, Caen, PU de Caen, 1989, pp. 77-86 참조. 

180) Proverbes français antérieurs au XVe siècle, éd. J. Morawski, n° 170. 유사한 속담으로, “Au besoing 

voit on qui amis est”(n° 171)를 들 수 있다. 

181) 미셸 루스는 이 시의 희극  차원과 자신의 재능에 한 (반어  자기비하로 표 된) 시인의 자부

심 사이에 고통의 흔 이 존재함을 지 한다. “Même si son mariage n’est qu’une production burlesque 

de ce texte de folie, même si chaque phrase risque de se muer en son contraire, il reste qu’on ne peut être 

insensible au timbre propre à Rutebeuf ; il n’est pas à l’aise dans ce monde « bétourné » qu’il lui faut 

créer, il souffre, et son espoir est peut-être, au delà des subsides qu’il attend de ses protecteurs, dans la 

conscience qu’il a de son talent (oserait-je : de son génie) et dans la confiance qu’il en reçoit de lui devoir 

une gloire certaine”(M. Rousse, “Le Mariage Rutebeuf et la fête des Fous”, p.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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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  선하신 하느님은 

   날 멀리서 사랑하신다오,182)

이 곤궁 속에서 깨달았소이다.

Je cuit que Dex li debonaires

M’aimme de loing :

Bien l’ai veü a cest besoing. (｢뤼트뵈 의 결혼｣ 54-56행.)

  종교  피안과 물질  차안 사이에서 분열된, 혹은 쟁크가 명명하듯, 그러나 19세기의 비

유와 무 하게 문자 그 로의 뜻에서 “성스러운 시인”이자 “ 주받은 시인”인183) 뤼트뵈

의 처지를 통해, 그가 굳이 이름까지 들어 자신의 무능을 내세운 근본 동기를 짐작할 수 있

다. 시인의 무능은 ‘거친’ 시를 낳고 그 결과 시인의 가난을 래한다. 가난은 무능한 시인으

로 하여  끊임없이 거친 시를 쓰도록 강제한다. 이 악순환 속에서 가난뱅이라는 처지와 시

인이라는 직업이 첩된다. 시의 빈약함은 시인의 가난함과 동궤에 놓인다. 이미 종교  교

리에 의해 기각당한 시의 가치는 시인의 어리석음에 의해,  가난이라는 시의 물질 이고 

비천한 동기로 인해 다시 한 번 평가 하된다. 하지만 이 평가 하를 통해, 바보이자 가난뱅

이임을 감추지 않는 시인이 바로 어리석음과 가난 때문에 죄스러운 시인 노릇을 그만둘 수 

없다는 사정을 암시할 때,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겸손에 힘입어 과오에 한 핑계거리가 

마련된다.184) 그리고 시인의 노동이 오래된 종교의 이데올로기와 새로운 경제의 이데올로기 

모두에 의해 의심받던 그때, 어리석음과 가난이라는 라한 핑계거리가 그 노동에 최소한의 

존재 자격을 보장해 다. 이것은 물론 노동의 서열 가장 낮은 곳에나 겨우 자리할 것이다. 

하지만 이 낮은 자리에서, 자기 치에 한 겸손한 의식을 무기로 삼아, 시인은 세상의 죄

를 규탄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린다. 

  무엇보다 종교  맥락에서, 가난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시인의 핑계는 무익

한 것이 아니었다. 이 시 는 모든 죄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자애의 성모’에게 기 었고, 뤼

트뵈 의 성모 숭배는 여러 작품에 반향된다.185) ｢뤼트뵈 의 회개｣에서도 그는, 자신의 잘

182) 이 시행에서는 궁정 시가의 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먼곳의 사랑(amor de lonh)’에 한 패러디

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Andrew Cowell, At Play in the Tavern : Signs, Coins, and Bodies in the Middle 

Ag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9, p. 190 참조).

183) “Rutebeuf est beaucoup plus un poète sacré et beaucoup plus un poète maudit que ne l’ont cru ceux qui 

à l’époque moderne se sont prétendus ses successeurs, ou au moins il l’est dans un sens très différent du 

leur, parce qu’il ne l’est pas dans un sens métaphorique”(M. Zink, “Poète sacré, poète maudit”, p. 295).

184) 뤼트뵈 에게서 겸손의 토포스가 갖는 의미에 한 해석들 가운데 우리의 논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는 쟁크, 뒤푸르네, 리베몽 등의 연구가 있다. 쟁크는 종교  함의에 심을 가지며, 뒤푸르네

는 그것이 후원자들의 호의를 얻으려는 종 뢰르의 직업  략이라는 데 주안 을 둔다. 그리고 리

베몽은 종 뢰르 집단의 사회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를 읽는다(MZ, p. 31 ; Jean Dufournet, 

“Quelques exemples de la défense des jongleurs au Moyen Âge”, in L’univers de Rutebeuf, pp. 238-244 ; 

B. Ribémont, “Une auto-ironie médiévale ?”, pp. 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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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을 낱낱이 인정하면서, 이 “여의사”가 모든 악을 치유하고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

다는 에 희망을, 패배한 싸움의 역 뿐 아니라 죄에 빠진 자기 삶의 구원을 한 희망을 

둔다.

나는 여의사 한 명을 알고 있으니,

리옹에도 비엔에도,

세상 끝까지 가본다 하더라도,

그처럼 훌륭한 여의원은 없다. 

어떤 상처도, 아무리 오래된 것이든, 

그녀가 돌보려 한다면 

씻고 닦아내지 못할 것이 없다. 

그녀는 암흑의 삶으로부터 

축복받은 이집트 여인을 정화하 으며,186) 

깨끗하고 순결하게 신께 돌려보내었다. 

진실이 그러하므로, 그녀가 돌보아주기를,

불 한 내 기독교도의 혼을 ! 

Je sai une fisicienne

Que a Lions ne a Vienne

Non tant com touz li siecles dure

N’a si bone serurgienne.

N’est plaie, tant soit ancienne,

Qu’ele ne nestoie et escure,

Puis qu’ele i vuelle metre cure.

Ele espurja de vie oscure

La beneoite Egyptienne :

A Dieu la rendi nete et pure.

Si com est voirs, si praigne en cure

Ma lasse d’arme crestienne. (｢뤼트뵈 의 회개｣ 49-60행.)

185) ｢이집트 여인 성녀 마리의 생애｣, ｢테오필의 기 (Le Miracle de Théophile)｣, ｢교회지기의 기 ｣은 

성모의 기 과 련된 성인  혹은 극작품이다. 그는 ｢성모에 한 한 편의 이야기(Un dit de Notre 

Dame)｣, ｢뤼트뵈 의 아베 마리아(L’Ave Maria Rutebeuf)｣, ｢성모에 하여(C’est de Notre Dame)｣ 등, 

성모에게 바치는 세 편의 시도 남겼다. 

186) “축복받은 이집트 여인”이란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를 가리킨다. 그녀는 본래 창녀 으나 성모의 기

 덕택에 회심하여 은수 생활을 했다고 해진다. 뤼트뵈 가 쓴 ｢이집트 여인 성녀 마리의 생애｣

는 그녀를 다룬 작품이다. 다니엘 오설리번은 육체의 쾌락을 좇는 삶을 했다는 에서 뤼트뵈

와 그녀 사이에 요한 공통 이 있다고 지 한다(Daniel E. O’Sullivan, Marian Devotion in 

Thirteenth-Century French Lyric, Toronto / Buffalo /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5, pp. 95-96). 



84

  뤼트뵈 의 가난뱅이 역할이 늘 같은 의미를 띠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경우가 단 하나의 

의미로 수렴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가 모든 가능성을 인지하고 효과를 철 히 계산했으

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어쩌면 그는 단지 청 에게 재미를 주기 한 장치로서 가난뱅이의 

가면을 선택했을 것이며, 부분의 경우에는 이 목 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러나 가면을 그

럴 듯하게 만들고자 살을 덧붙일수록, 가난뱅이의 비루한 모습이 선명해질수록, 그는 가난의 

온갖 함의를, 가난을 둘러싼 사회 이고 도덕 이고 종교 인 이데올로기를 시 속에 끌어들

인다. 이 게 만들어진, 결핍과 결함과 죄에 빠진 이 인물의 목소리는 “거칠게 일하는” 시인 

자신의 목소리와 뒤섞이기 시작한다. 가난뱅이의 처지는 이제 시인의 처지를 유비한다. 그러

므로 뤼트뵈 의 연기에서 기  반 만을, 혹은 순 한 가장( 裝)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여러 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히 가난뱅이 시인으로 기억되는 것은, 그가 가난을 통해 세상과 자신을 바

라볼 때 그의 시  역량이 가장 뚜렷이 발 되기 때문, 한 시인으로서 그의 치가 가장 

명징하게 의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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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난뱅이의 목소리와 시  신 : 

｢뤼트뵈 의 가난｣ 분석

  1276-1277년 무렵 어진 ｢뤼트뵈 의 가난(La Pauvreté Rutebeuf)｣에서, 시인은 당시 랑

스 군주인 담왕 필리  3세(Philippe III le Hardi)에게 자신의 궁핍을 한탄하며 간곡히 도움

을 청한다. 이를 1839년 최 의 뤼트뵈  집 첫머리에 배치한 아르실 쥐비날은 여기서 뤼

트뵈  시의 한 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음직하다.187) 장 뒤푸르네(Jean Dufournet)는 ｢뤼

트뵈 의 가난｣에 여타 “불운의 시들”의 여러 특징이 집 되어 있음을 지 하면서 이를 “같

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시 모두에 한 […] 일종의 소우주”라고 규정한다.188) 

  ｢뤼트뵈 의 가난｣이 많은 비평  주목을 받은 시는 아니다. 뒤푸르네의 을 제외한다면 

이 시를 개별 으로 다룬 논문이나 상세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은 놀랄 만하다. 시

의 목표가 무나 분명하고 구성과 내용은 비교  단순해 보인다는 것이 외면의 주된 이유

가 되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를 마무리하는 시 에서 ｢뤼트뵈

의 가난｣은 좋은 분석 상이 된다. 뒤푸르네가 말하듯 이 시가 “불운의 시들”의 형에 해

당된다면, 여기에서는 ‘가난뱅이 시인’의 형  면모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첫 

번째 목 은 이 형성에 기 어 지 까지의 논의를 종합하고 구체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뤼트뵈 의 가난｣이 형  사례로서만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른 시에서 다

소 흐릿하거나 산발 인 양상으로 나타난, 지 까지 우리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한 

가지 측면을 이 시는 분명한 형태로 시해 다. 그것은 시  언어 혹은 수사의 차원이다. 

‘거칠게 일하는 자’라는 뤼트뵈 의 자기규정이 가난뱅이라는 처지와 시인이라는 직업을 

첩시키고 양자의 목소리를 혼융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 목소리는 시의 원(原) 질료인 언어

에도 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리고 시의 제목과 의도를 생각한다면 ｢뤼트뵈 의 가난｣에

서 가난뱅이 시인의 언어를 렷하게 볼 수 있으리라는 기 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다. 

187) 쥐비날은 이 시가 선 의 왕 루이 9세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의 견해는 랄과 바스탱

의 본이 나오기 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졌다(Œuvres complètes de Rutebeuf, trouvère du XIIIe siècle, 

éd. A. Jubinal, 1839, I, pp. 1-2 ; F-B, I, p. 569).

188) “... ce texte est aussi une sorte de microcosme, lourd, dans une extrême densité, de tous les autres po-

èmes consacrés au même sujet”(Jean Dufournet, “La Pauvreté Rutebeuf”, in L’univers de Rutebeuf,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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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는 어디서부터 제가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제 가난에 해 말하자면

그토록 얘깃거리가 풍족한 탓입니다. 3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청하니, 랑스의 고귀한 왕이여,

제게 약간의 쓸 것을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무도 큰 자비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6

사람들이 를 믿고 빌려  

남의 재산으로 는 살아왔습니다.

이젠 구도 제게 신용을 주지 않으니, 9

제가 가난뱅이에 빚쟁이임을 아는 까닭입니다.

당신께서도 나라 바깥에 계셨는데,

제 희망은 모두 당신께 있었습니다. 12

II

비싼 생계가 그리고 제 식구들이,

그들은 몸도 마음도 병들지 않은지라, 

푼돈이건 담보 잡힐 것이건 남겨두지를 않았습니다. 15

사람들을 보자니 거 하는 데 능하고 

주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기 것 지키는 데는 하나같이 지혜롭습니다. 18

죽음이 제게 큰 손해를 입혔으며,

훌륭하신 왕이여, 당신께서도 (두 차례 여정에서 

선한 이들을 로부터 멀리 데려가셨으니), 21

야만스런 곳 튀니스로의

머나먼 순례길도, 

사악한 불신자들도 그러했습니다. 24

III

한 왕이여, 당신마  없고 만다면, 

모두 빠짐없이 제게 없는 셈입니다. 

먹고 살 것은 필요한데 없으니, 27

구도 제게 베풀지 않고, 구도 제게 주지 않습니다.

는 추 에 기침하고, 배고픔에 하품하고,

이 게 는 죽어가며 고통을 당합니다. 30

제게는 이불도 없고 침 도 없습니다,

이만한 가난뱅이는 상리스까지도 없습니다. 

하, 그래서 는 갈 곳을 모르나이다. 33

제 구리는 짚침 에 이력이 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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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으로 된 침 는 침 가 아닐 것인데,

제 침 에는 짚밖에 없습니다. 36

IV

하, 당신께 알려드리니,

제겐 빵 얻을 거리가 없습니다. 

리에서, 모든 풍요 가운데 있은들 39

그  어느 것도 제 것은 아닙니다. 

잘 보지 못하기에 잘 얻지도 못해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42

제겐 성 바오로가 더 많이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잘 알지만, ‘우리의’가 뭔지 모르겠으니

비싼 생계가 제 모든 걸 앗아간 탓이라, 45

그것이 제 집을 텅 비워놓은 나머지 

제게는 ‘믿습니다’가 거부당하여

당신이 보시는 것밖엔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48

I

Je ne sai par ou je coumance,

Tant ai de matyere abondance

Por parleir de ma povretei. 3

Por Dieu vos pri, frans rois de France,

Que me doneiz quelque chevance,

Si fereiz trop grant charitei. 6

J’ai vescu de l’autrui chatei

Que hon m’a creü et prestei :

Or me faut chacuns de creance, 9

C’om me seit povre et endetei. 

Vos raveiz hors dou reigne estei,

Ou toute avoie m’atendance. 12

II

Entre chier tens et ma mainie,

Qui n’est malade ne fainie,

Ne m’ont laissié deniers ne gages. 15

Gent truis d’escondire arainie

Et de doneir mal enseignie :

Dou sien gardeir est chacuns sages. 18

Mors me ra fait de granz dam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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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vos, boens rois, en deus voiages

M’aveiz bone gent esloignie, 21

Et li lontainz pelerinages

De Tunes, qui est leuz sauvages,

Et la male gent renoïe. 24

III

Granz rois, c’il avient qu’a vos faille,

A touz ai ge failli sans faille.

Vivres me faut et est failliz ; 27

Nuns ne me tent, nuns ne me baille.

Je touz de froit, de fain baaille,

Dont je suis mors et maubailliz. 30

Je suis sans coutes et sans liz,

N’a si povre juqu’a Sanliz.

Sire, si ne sai quel part aille. 33

Mes costeiz connoit le pailliz,

Et liz de paille n’est pas liz,

Et en mon lit n’a fors la paille. 36

IV

Sire, je vos fais a savoir,

Je n’ai de quoi do pain avoir.

A Paris sui entre touz biens, 39

Et n’i a nul qui i soit miens. 

Pou i voi et si i preig pou ;

Il m’i souvient plus de saint Pou 42

Qu’il ne fait de nul autre apotre.

Bien sai Pater, ne sai qu’est notre,

Que li chiers tenz m’a tot ostei, 45

Qu’il m’a si vuidié mon hostei

Que li credo m’est deveeiz,

Et je n’ai plus que vos veeiz. 48

(｢뤼트뵈 의 가난｣ 문.)

  뤼트뵈 의 개인  시들은 리갈 이도가 지 하듯 ‘비탄시(complainte)’의 어조를 띤다. 원

래 비탄시는 지 가 높은 고인을 추모하거나 공  문제에 한 견해를 제기하는 등의 진지

한 목 을 가지며, 1인칭 시  아래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 하는 시어를 빈번히 사용한다. 

그런데 뤼트뵈 가 이 요소들을 종 뢰르인 자신에게 용하여 곤궁에 한 하소연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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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는 것은 기이한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불운한 결혼, 도박의 실패, 돈 문제와 같

은 옹색하고 비천한 이야기들을 짐짓 심각한 어조로 들려주면서 그 사이의 충돌로 시  효

과를 만든다. 이 부조화는 개인  시들의 희비극  성격에 조응하는 것이기도 하다.189)

  변형된 비탄시로서 ｢뤼트뵈 의 가난｣은 시인 자신을 화자이자 소재로 취한다. 1행에서만 

두 차례 반복되는 1인칭 “je”는 그러한 ‘나’의 존재를 뚜렷이 부각시킨다. 그런데 앞의 “je”에 

바로 부정의 “ne”가 뒤따르면서 뤼트뵈 가 시 한 편 제 로 지을 방법도 ‘모르겠다’(“ne 

sai”)고 고백할 때, 시인이 무 의 심에 서 있는 만큼 그의 무능은 더욱 나라하게 노출된

다. 가난의 소재가 무나 풍족하여 어쩔 수가 없다는 푸념은 가난의 고통이 무나 심해 시

를 쓰기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할 터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거꾸로 직업  실패가 가난을 

낳은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 말재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할 시인이 타인들

에게 불신의 상이 되어 빈곤에 빠졌다는 것은 시인으로서 그의 자격 상실을 보여주는 증

거이기 때문이다. 가난뱅이이자 시인이라는 이 의 정체성이 이처럼 완 하게 첩되어, 그

의 시는 한낱 가난뱅이의 청원으로 자리매겨진다. 신의 이름을 빌려 왕의 선의를 간구하는 

그의 모습은 여느 걸인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190)

  자신의 가난이 어떤 지경에 처했는지를 하며 이를 야기한 무능을 암시하는 것이 1연의 

내용이라면, 2연은 가난의 외  요인을 따지는 데 할애된다. 그는 우선 심신 건강한 가족들

이, 어쩌면 무 건강한 탓에, 살림을 거덜 내기만 하고 도움은 안 된다는 을 한탄한다. 빚

을 얻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 말하던 시인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기심을 탓

한다. 본래는 타인에게 잘 베푸는 법을 아는 것이 세상살이의 미덕이었을진 ,191) 요즘 사람

들의 ‘지혜’란 오히려 자기 것을 잘 지키는 데, 베푸는 법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이다.

  2연의 후반부는 불행의  다른 원인을 알려 다. 필리  3세가 유럽 내에서 벌인 두 차례

의 쟁, 그리고 선왕 루이 9세가 감행한 튀니스 십자군 원정이 그것이다.192) 19행에서 말하

189) PPR, pp. 288-289. 뤼트뵈 의 작품 가운데 형 인 비탄시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푸아티에 백작

에 한 비탄(La Complainte du comte de Poitiers)｣과 같은 추도시들, 십자군을 독려하기 한 ｢바다 

건 에 한 비탄(La Complainte d’Outremer)｣이나 기욤 드 생타무르의 추방에 해 항의하는 ｢기욤 

드 생타무르 선생에 한 비탄(La Complainte de maître Guillaume de Saint-Amour)｣과 같은 시사 이

고도 종교 인 몇 편의 작품들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시들에 해서는 PPR, pp. 58-61, 164-166 등 

참조.

190) 13세기 후반의 소극 ｢하인과 장님(Le Garçon et l’Aveugle)｣에 등장하는 장님도 구걸을 하면서 신의 

이름을 내세운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오, 훌륭하신 나으리들 / 마리아의 아들 하느님께서 / 여러분 

모두가 그이의 집에서 / 그이와 함께하게끔 하시도록 !(Faites nous bien, sengnor baron, / que Diex li 

fius Marie / vous meche tous en sa maison / et en sa compaignie !)”(Le Garçon et l’Aveugle. Jeu du XIIIe 

siècle, trad. Jean Dufournet, Paris, H. Champion, 2005).

191) 뤼트뵈 는 ｢푸아티에 백작에 한 비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행과 베풂으로써 / 인은 

천상의 왕국을 얻는다(... por bontei ne por don / A preudons le regne celestre)”(86-87행).

192) 20행은 필리  3세가 푸아(Foix)의 주 로제 베르나르(Roger Bernard)를 격 한 1272년 2-8월간의 

쟁, 그리고 카스티야의 알 스 10세(Alphonse X de Castille)에 의해 패배당한 1276년 7월의 쟁을 

가리킨다. 22-24행에서는 비참한 실패로 끝난 루이 9세의 튀니스 십자군(1270년)이 암시된다(F-B,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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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죽음”이란 그로 인한 귀족들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뤼트뵈 처럼 귀족의 후함에 

기 어 살아가던 종 뢰르에게 이 사태는 잖은 타격이 되었을 만하다.193) 그런데 카페 왕

조 2 에 걸친 국가 ･종교  사업들을 보잘것없는 종 뢰르의 가난과 결부시키는 그의 

사고에는 불경한 구석이 없을 수 없으며, 뒤푸르네는 왕의 출정이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었

으니 그 책임도 왕이 져야 한다는 암시를 읽어내기까지 한다.194) 뤼트뵈 가 여러 편의 시로 

십자군을 독려한 바 있음을 생각한다면 그를 십자군 반 자로 만들 법한 뒤푸르네의 해석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시에서 왕에 한 비 을 읽어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필

리  3세가 즉 하기  이미 시인이 그의 인색함을 가볍게 풍자한 바 있다는 ,195) 그리고 

고인이 된 귀족들의 후함이란 추도시의 주된 모티 라는 에 비추어 보면, “선한 이들”의 

죽음에 한 시인의 안타까움에서는 살아있는 귀족들, 더군다나 백성의 안 를 돌보아야 할 

왕이 자신을 홀 한다는 사실에 한 비난을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여 히 무례가 없지 

않으며, 왕가의 숙명과 기독교도의 사명이 걸린 사업들에 종 뢰르의 생계를 맞세우는 논리

는 자못 생뚱맞다. 하지만 이 시에서 뤼트뵈 가 취하고 있는 역할에 유의해야 한다. 왕가의 

숙명이나 십자군의 사명을 이해할 능력, 군주가 챙겨야 할 온갖 소사의 무게를 가늠할 능

력 따 는 애 부터 가난뱅이 바보의 배역에 허락되어 있지 않으며, 시인은 이 제약을 뒤집

어 자신의 방종에 한 방패막이로 삼는다. 그는 스스로를 희화화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혹시 모를 질책을 회피한다. 

  1-2연의 자기조롱은 청원의 기술이자 자기방어의 수단으로서 일종의 수사  략이 된다. 

그런데 시의 후반부에서 자기조롱은 더 깊은 수 으로까지 나아가고, 수사법도 보다 복잡한 

함의를 부여받는다. 그 은 3연에서, 시인이 궁핍의 묘사를 구체화하여 의식주 가운데 무엇 

하나 갖추어진 것이 없음을 이야기할 때 확연하게 드러난다. 시인은 이 하소연 체를 ‘아노

미나티오’(annominatio), 즉 한 단어의 변이형들이나 같은 어원의 단어들, 혹은 단순히 발음이 

유사한 어휘들을 연결시키는 수사  문채로 꾸민다.196) 련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197)

569-570 ; MZ, p. 969).

193) 1270년 튀니스 십자군의 사자를 추모하는 뤼트뵈 의 추도시, 즉 샹 뉴 백작 티보 5세(Thibaud 

V de Champagne)를 한 ｢나바르 왕에 한 비탄(La Complainte du roi de Navarre)｣과 알 스 드 푸

아티에를 한 ｢푸아티에 백작에 한 비탄｣을 떠올려 볼 수 있다. 

194) J. Dufournet, “La Pauvreté Rutebeuf ”, pp. 93-94. 

195) 1267년 튀니스 원정이 결정된 뒤, 그는 필리 를 포함한 루이 9세의 두 아들과 조카가 십자군에 참

여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 마디를 덧붙인다. “비록 내게 선을 행하는 데 그들이 굼뜨고 

느리기는 하나, / 그들에 한 연민으로 내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 그러나 나를 안하는 일은 (왜 숨

기겠습니까 ?) / 이번 여정으로 그들은 천국을 향해 날아가리라는 것(Tot soit qu’a moi bien faire soient 

tardif et lant, / Si ai je de pitié por eulz le cueur dolant : / Mais ce me reconforte (qu’iroie je celant ?) / 

Qu’en lor venues vont en paradix volant”(｢튀니스로의 길(La Voie de Tunis)｣ 65-68행). 

196) “Annominatio consists of repetitions of various forms of a word, worlds based on the same root, homo-

nyms, or worlds which are identical except for a letter or two”(PPR, p. 191, not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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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27행에서는 동일한 어원(라틴어 fallere)을 갖는 faillir(결여되다) 동사 혹은 falloir(필요

하다) 동사가 다양한 생형으로 다섯 차례 반복된다. 

  ― 28행은 “nuns ne me... ( 구도 내게 … 않는다)”라는 부정 문형의 반복으로 한 시행을 이

룬다.

  ― 29행에서 “mors(죽은)”는 의미상 유사한 “maubailliz(고통을 당하는)”과 두운법으로 연결

된다.

  ― 28-30행의 각운에서, 어근이 같은 동사 baillir(주다)와 malbaillir(고통을 주다)의 변화형 

사이에, 발음은 흡사하지만 어원 으로나 의미상으로 무 한 baailler(하품하다)의 변화

형이 끼어든다. 

  ― 31행에서는 sans이 두 차례 반복되며, 각운 치에 놓인 어구 “sans liz(침 가 없는)”는 

다음 행의 각운에서 지명 “Sanliz(상리스)”와 이어진다. 

  ― 34행의 “pailliz”는 단순히 짚(paille)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짚더미(tas de 

paille) 혹은 짚으로 된 침 (lit de paille)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단어는 철자상 paille

(짚)과 lit(침 )를 포함하고 있으며, 35-36행의 말장난은 그 에 착안한 것이다. 

  거의 모든 시행에 걸쳐 있는 이러한 말장난은 ｢뤼트뵈 의 가난｣만의 특징이 아니다. 사뭇 

진지한 텍스트들을 포함한 뤼트뵈 의 작품 다수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남용은 후  논자들에게 주된 비난거리가 되었다.198) 하지만 이들의 단은 세 수사

197) 다음의 정리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 J. Dufournet, “La Pauvreté Rutebeuf ”, p. 99를 참조했다. 어원은 

Dictionnaire du Moyen Français, version 2012, ATILF - CNRS & Université de Lorraine(Site internet : 

http://www.atilf.fr/dmf)에 제시된 바를 따랐다. 

198) 가령 ｢테오필의 기 (Le Miracle de Théophile)｣의 핵심이라 할 ‘테오필의 회개’(384-431행)에서도 아

노미나티오와 같은 수사  장치들이 극 으로 사용된다. 2장 3 에서 논의한 시인의 서명 역시 

표  사례로, 그것이 개 종교  작품이나 논쟁시처럼 진지한 텍스트에서 나타난다는 은 이미 지

한 바와 같다. 쥐비날에서 랄에 이르기까지의 평자들 모두는 이 경박한 취향에 난처함을 느낀다. 

“... il ne recule devant aucun jeu de mots, quelque mauvais qu’il soit, et il n’y a pas de répétition qui lui 

fasse peur. J’en citerai pour preuve les détestables facéties auxquelles il se livre sur son nom avec une fré-

quence qui témoigne du charme qu’il trouvait à ce singulier exercice, peu digne d’un poëte de quelque va-

leur”(Œuvres complètes de Rutebeuf, éd. A. Jubinal, 1839, I, p. XXIII). “il est... grave (mais s’en est-il aper-

çu ?) que la recherche de la rime riche, surtout dans ses écrits moraux ou polémiques, lui ait causé du tort, 

non seulement parce qu’elle a abouti très souvent au jeu de mots, et hors saison, mais aussi, plus d’une 

fois, parce que la rime est ainsi devenue la maîtresse au lieu de rester la servante ; c’est-à-dire le mot, ap-

pelant un autre mot de même forme, a appelé du même coup une idée qui n’était pas dans la ligne du pro-

pos principal. De là des déviations qui nuisent à la clarté du développement”(F-B, I, p. 59). 하지만 랄의 

경우, 호 속의 자문(自問)은 그가 이 말장난이 개인  취향의 결과라기보다 세문학의 특징이라 

여겼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보다 이른 시기의 서에서 그는 이것이 종 뢰르의 불가피한 선택일 것

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 il n’eût pas été habile d’apitoyer sans amuser : le jongleur, en disant sa 

peine, s’est souvenu que son office était de plaire et de distraire. S’il y a un goût à accuser, c’est celui 

de ses auditeurs plus que le sien”(JF, p. 165). 다른 한편, 아노미나티오에 한 미셸 쟁크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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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에 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리갈 이도는 당 의 규범에 근거하여 겉보기에 말

장난과 같은 이 기법이 오히려 진지한 쓰기에 어울리는 수사임을 밝혔다. 세인들에게 단

어 간의 음성  유사성이란 거기에 담긴 념 간의 본질  계를 함축하는 것이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시인들이 외양상 유사한 단어들을 연결 지을 때, 그들은 나름 세계의 심오한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셈이다.199) 

  하지만 아노미나티오 일반에 어느 정도 고 한 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별 텍

스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은 별도의 고찰을 요구한다. ｢뤼트뵈 의 가난｣과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다. 가난뱅이 종 뢰르의 신세한탄에 그처럼 정묘한 수사법을 쓰는 것이 불

화음을 낳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3연의 개는 이러한 짐작을 뒷받침한다. “ 한 

왕이여”라는 호격과 함께 3연은 자못 진지한 분 기로 시작된다. 다음 26행에서는 faillir 동

사의 생형으로 아노미나티오가 만들어지며, “A touz(모든 것에)”와 “sans faille(빠짐없이)”가 

칭을 이루며  시행을 앞뒤로 포 하여 시인의 망은 일종의 비극  뉘앙스까지도 부여받

는다. 하지만 곧이어 27행에서 문제가 “먹고 살 것”임이 밝 지면서 잠깐 고조되었던 분 기

는 갑자기 흐트러진다. “nuns ne me ... ( 구도 내게 … 않는다)” 문형의 반복은 가난뱅이의 

궁핍과 고립을 강조하고, 그의 괴로움은 다음 행에서 “추 ”와 “배고픔”이라는 말  고통, 

“기침”과 “하품”이라는 육체  사실로 구체화된다. 30행에서 죽음(“mors”)과 고통(“mau-

bailliz”)이라는 심각한 주제가 두운법으로 제시되기는 하지만, 시인은 곧 이를 이불도 침 도 

없다는 구차한 이야기로 이어간다. 여기에서 “sans(… 없는)”의 반복은 다시  시인의 결핍을 

강조하고, 각운에 놓인 “sans liz(침 가 없는)”와 지명 “Sanliz(상리스)”의 치는 희극  효과

를 낳는다. 

  뤼트뵈 는 아노미나티오의 성립 조건이 되는, 소리의 련이 의미의 련을 함의한다는 

믿음을 뻔뻔스  반하면서 수사법을 한갓된 말장난으로 환원한다. baillir(주다), baailler(하

품하다), malbaillir(고통을 주다) 등 외견상 서로 유사한 단어들의 변화형으로 이루어진 28-30

행의 각운이 그 다. 28행과 30행의 경우, malbaillir가 baillir로부터 생된 어휘인 까닭에 두 

단어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그 사이에 놓인 29행의 “baaille”는 어원상으로든 의미상으로

랄 등과 유사하다는 은 흥미롭다. 하지만 그는 정  을 취하여, 이로부터 뤼트뵈 의 고유한 

언어를 발견한다. “L’impression d’une poésie à la « va-comme-je-te-pousse » est accrue par la facilité par-

esseuse des calembours, de l’annominatio, du ton entendu ou désabusé, de la simplicité ostentatoire des 

proverbes familiers inlassablement repris et retaillés à la mesure du mètre, des remplois de formules, d’im-

ages ou de vers entiers d’un poème à l’autre”(Michel Zink, “Rythmes de la conscience. Le noué et le lâche 

des strophes médiévales”, in La conscience de soi de la poésie : poésie et rhétorique, dir. Y. Bonnefoy, 

Paris, Lachenal & Ritter, 1997, p. 63. 한 MZ, pp. 33-34 참조).

199) PPR, pp. 205-254, 특히 pp. 208-214를 참조. 강조 은 서로 상이하지만, 20세기 반 이후 부분의 

연구자는 아노미나티오와 같이 소리의 유사성에 기반한 수사  기법들에 극  의미를 부여한다. 

Robert Guiette, “L’invention étymologique dans les lettres françaises au Moyen Age”, in Forme et sene-

fiance : études médiévales, Genev̀e, Droz, 1978, pp. 110-121 ; Anne-Lise Cohen, “Exploration of Sounds in 

Rutebeuf’s Poetry”, The French Review, vol. 40, 1967, pp. 658-667 ; D. Hüe et H. Gallé, Rutebeuf, pp. 

109-112 ; X. Leroux, “De l’annomination à la nomination”, pp. 51-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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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나머지와 동떨어져 있고, 그 둘에 비해 격이 낮은 단어라고도 할 만하다. 이러한 배치로 

인해 시의 흐름 곳곳에 요철이 생겨난다. 

  연을 마무리하는 34-36행에서도 유사한 가 나타난다. 34행의 “pailliz(짚침 )”가 다음 두 

행에서 “paille(짚)”, “liz(침 )”로 분할되는 것은 (어원과 무 하게) “짚으로 된 침 (liz de 

paille)”라는 뜻을 지닌 그 단어가 공교롭게도 철자상 “paille”, “liz”를 거의 온 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뤼트뵈 가 실제로 말하려 하는 바는 “짚으로 된 침 는 침 가 아닐 

것”이라는 , “pailliz”는 결코 “liz”가 될 수 없다는 이다. 아노미나티오의 기본 제에 거

슬러, 그는 말과 사물 사이의 격차를 강조한다.

  뤼트뵈 가 보여주는 수사  격은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말장난에서 진 한 기색

을 찾아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아노미나티오가 언어와 세상의 조화에 기반을 두는 수사법이라

면 시인의 격으로부터 조화에 한 회의를 읽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 것이다.200) 그

는 조화의 완결된 이념  형식 안에 비천한 실을 내용물로 채워 넣고, 내용과 형식의 이질

성은 그 자체로 조화의 원리에 반하며 그것을 침식한다. 이와 같은 수사  일탈은 수사법이 

제로 하는 세계 에 한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이어지는 4연에서 거리는 더욱 뚜렷하게 

벌어진다. 

  4연의 처음 두 행에서 뤼트뵈 는 “빵”을 거론하며 새삼 가난이라는 주제를 환기하고, 

39-40행에서는 가난뱅이의 궁핍과 고립을 리의 “모든 풍요”에 맞세운다. 군주의 도움을 청

하는 가난뱅이가 자신을 소외된 자로 묘사하는 것은 사랑과 자애로써 그를 사회  배제의 

험에서 구해내어야 할 군주의 의무를 환기하는 것이다.201) 하지만 가난뱅이의 불행, 그의 

소외는 경제 ･사회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41행은 ｢뤼트뵈 의 비탄｣과 ｢뤼트뵈 의 

평화｣에서 볼 수 있는 시력 상실의 모티 를 되풀이하는데,202) 이미 지 하 듯 세에 그것

은 세계의 조화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내  결함을 표상한다.203) 따라서 이 신체  장애의 모

티 에는 시인의 정신  장애가 함축되고, 그 여 는 우선 시의 형식에 타격을 입힌다. 이

200) 우리의 입장은 13세기의 이데올로기  혹은 심성사  맥락에서 요한 근거를 얻는다. 스트뤼벨에 

따르면, 수사법뿐 아니라 신학  성찰에까지 향을 미친, 특히 다양한 장르의 알 고리 텍스트로 표

되었던 세 특유의 아날로지  세계 은 이 시기부터 동요하기 시작했다(Armand Strubel, “Le sens 

de l’écriture et le déchiffrement du monde ― I. Le Moyen Âge”, in Histoire de la France littéraire. 

Naissance, Renaissance. Moyen Âge - XVIe siècle, dir. F. Lestringant et M. Zink, Paris, PUF, 2006, pp. 

237-262, 특히 pp. 260-262).

201) “L’amour du prince pour les pauvres contribue à faire d’eux des membres du corps social du royaume 

et non plus des exclus. La conduite du roi doit inciter son peuple à se comporter de même envers les in-

digents et ainsi renforcer la cohésion du peuple politique”(Pr. Aladjidi, Le roi, père des pauvres (France 

XIIIe-XVe siècle), p. 56). 

202) 2장 2  참조. 랄과 바스탱은 41행의 텍스트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그것을 “j’y vois beau-

coup de choses”라는 뜻의 “Prou i voi...”로 정정한다. 하지만 쟁크는 시행을 수고에 어진 로 되살

린다. 랄과 바스탱의 텍스트에 의존하는 뒤푸르네도 여기에서는 원문을 따른다(F-B, I, p. 572 ; 

Poèmes de l’infortune et autres poèmes, trad. J. Dufournet, p. 96-97 ; MZ, p. 972).

203) 2장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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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각운 체계(aabaabbbabba)를 버리고 갑자기 평운 형식(aabb..)을 사용한 4연은 시작법

의 기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다.204) 

  이어지는 개에서는 시인이 겪는 물질 이고도 정신 인 곤란의 가장 심각한 증상이 나

타난다. 41-42행의 각운에서 “pou”와 “saint Pou(사도 바오로)”가 만들어내는 말장난은 시인이 

극도의 비참 탓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나머지 신앙에 한 최소한의 경외마  유지하지 못

함을 보여 다. 주기도문(paternostre)조차 “‘아버지’(pater)”와 “‘우리의’(nostre)”로 쪼개놓은 

그는 후자에 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가난뱅이인 그로서는  소유사에 담긴 ‘소유’

의 념을 이해할 수 없고, 구의 심도 받지 못하는 그에게는 ‘우리’라는 말 역시 무의미

하다.205) 결국 그는 “‘아버지’” 신의 은총을, 신과 자신 사이, 신과 ‘우리’ 인간들 사이의 계

를 확신할 수가 없다. 어의상 ‘나는 믿나이다’를 뜻하는 47행의 라틴어 “‘믿습니다’(credo)”는 

사도신경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시인은 종교  질서로부터 격 되어 그 깊은 뜻을 모르는 

척, 9행의 “신용(creance)”에 한 구( 句)에 이 단어를 놓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

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속된 뜻을 부여한다. 결과 으로 가난뱅이는 불경자가 된다. 그

는 성속의 두 차원에서 락을 겪는다. 마지막 시행, 그의 헐벗음은 강한 의미로, 세 이고

도 인 결핍이라는 이 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시인의 종교  기가 ‘말’에서 표 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다른 시에서 믿음과 

말 사이의 계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 바 있다. 

지 의 상황이란, 어쩌면,

허약해진 믿음 탓에

우리의 말씨가 바 어버릴 입니다. 

204) ｢뤼트뵈 의 가난｣ 1-3연은 ‘엘리낭 연(strophe d’Hélinand)’의 규칙을 따른다. 이는 엘리낭 드 루

아드몽의 ｢죽음의 시(Les Vers de la Mort)｣ 이래 리 퍼진 형식으로, ｢죽음의 시｣와 같이 교화 이면

서도 개인 인 성격을 지닌 텍스트들에서 쓰 다. 뤼트뵈 도 일곱 차례에 걸쳐, ｢성교회에 하여

(De sainte Église)｣ 등 논쟁이나 교화를 목 으로 하는 시에서, 혹은 개인  시들  ｢뤼트뵈 의 평

화(La Paix de Rutebeuf)｣, ｢뤼트뵈 의 회개(La Repentance Rutebeuf)｣처럼 도덕론 ･종교  면모가 두

드러지는 작품에서 엘리낭 연 형식을 따른다. 쟁크는 ｢뤼트뵈 의 가난｣이 후자의 시들과 같은 이유

로 이 구조를 취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이 시의 두드러진 희극성에 해서도, 4연의 

일탈에 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M. Zink, “Rythmes de la conscience. Le noué et le lâche des stro-

phes médiévales”, p. 63. 엘리낭 연의 특징과 승에 해서는 pp. 59-63 참조). 일단 짚어두어야 할 사

실은 4연의 8음  평운이 세의 가장 단순하고 성 인 시작( ) 형식이라는 이다. 복잡한 것

에서 단순한 것으로의 이러한 ‘퇴행’은 뤼트뵈 의 시작법 반이 자기비하  함의를 갖는다는 우리

의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 이하의 분석과 련하여, 엘리낭 연이 종교  연원을 갖는 형식인 만큼, 

그 얼개에서 벗어난 4연에 이르러 뤼트뵈 가 기독교  모티 들을 말장난 속에 끌어들이는 것은 우

연이 아니리라는 추측을 덧붙일 수 있다.

205) 랄과 바스탱, 그리고 쟁크는 이 “nostre”에서 ‘소유’의 의미만을 읽지만(F.-B., I, p. 572 ; MZ, p. 

973), 뒤푸르네는 “(개인 인 그리고 집단 인) 소유의 념”을 짚어내며 다각 인 해석의 여지를 남

긴다(Poèmes de l’infortune et autres poèmes, trad. J. Dufournet,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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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porroit estre, se devient,

Que la foi qui feble devient

Porroit changier nostre langage. 

(｢콘스탄티노 에 한 비탄(La Complainte de Constantinople)｣ 10-12행.)

  세가 생각한 언어와 세상 사이의 조화는 궁극 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 사이의 조

화를 함축한다.206) 기독교는 ‘말 ’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의 본래 기능을 왜곡하는 

객설은 죄악시되고, 교회는 모든 말을 농담으로 돌리는 종 뢰르의 버릇에서 이러한 죄악의 

형을 본다.207) 사도 바오로를, 심지어 신앙의 기본  표 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끌어

들여 희롱하는 뤼트뵈 의 말장난은 그 표본이 될 만하다. 하지만 그의 희롱에는 궁극 으로 

자기 자신의 종교  실격이 연루된다. 시인은 주기도문을 이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  이

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자신이 사도신경을 버린 게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다고 말한다. 배고픔과 추 에 시달리는 가난뱅이 바보는 시를 짓는 일에 쩔쩔매는 것처럼 

이 세상의 원리에 해 당혹감을 느끼고, 자신이 그 밖으로 내쳐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한다. 그가 언어를 유희의 도구로밖에 삼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어의 깊은 뜻을, 언어를 기

하는 말 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리의 풍요로부터 소외되듯 신앙의 질

서로부터 배제된다. 무람없는 헛소리로 종교  어휘들을 혼란시킬 때, 그의 무질서한 말은 

종교의 질서 안에 들 수 없는 그의 처지를 유비한다. 그러므로 뤼트뵈 가 종교  질서를 해

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불손한 유희 속에서도 그의 종교  의식은 날카롭게, 다만 자신의 

결여에 한 자각 속에서 반 (反轉)된 형상으로, 음화(陰畵)로 드러난다. 

  가난뱅이의 목소리가 시인의 목소리와 겹쳐질 때, 시인은 가난에 해 가난뱅이로서 말하

고, 시는 자꾸만 궤도를 벗어나, 겉보기에 무의미한 말장난으로 치닫는다. 하지만 시  가난

의 상태는 세상의 질서에 한 시인의 거리를, 시인의 주변  치를 표상하고, 이 가장자리

에서 그는 쟁의 재난  향을, 권력자들을 포함한 만인의 도덕  락을, 리의 “모든 

풍요”(39행)가 감추고 있는 그늘을 포착한다. 그러나 뤼트뵈 는 자신의 곤경에 한 책임이 

스스로에게,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돌려질 것이라는 을 알고 있다. 그는 “남의 재산으로 

는 살아왔습니다”(7행)라고 고백하는데, ｢뤼트뵈 의 회개(La Repentance Rutebeuf)｣208)에서

도 언 되는 이 과오는 가난뱅이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종 뢰르 생활의 필연  결과이다. 이

처럼 그의 시에서 가난뱅이의 목소리가 도드라질 때, 거기에서는 조화로운 질서를 향한 회의

와 그로부터 려나는 자의 불안이 뒤얽히고, 이 회의와 불안은 조화의 표 으로서 시  수

사의 골조를 동요하게 하여, 언뜻언뜻 마디가 어 난 시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

206) PPR, p. 214.

207) C. Casagrande et S. Vecchio, “Clercs et jongleurs dans la société médiévale (XIIe et XIIIe siècles)”, p. 

917 참조.

208) “남의 재산, 남의 생계로 / 매일 내 배를 불려왔노라(J’ai touz jors engraissié ma pance / D’autrui cha-

teil, d’autrui sustance)”(｢뤼트뵈 의 회개｣ 19-2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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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다면 여기에는 역설이 있다. 뤼트뵈 의 시가 상투  수사를 벗어나도록 하여 그의 

시  신에 해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러한 부정합의 흔 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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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세의 가난을 다룬 연구서의 서문에서 역사학자 미셸 몰라는 다음과 같이 쓴다. 

  […] 설교자든 도덕론자든 연 기작가든 술가든 어떤 자가, 설령 호의 이라

고 해도, 가난뱅이에 해 말하고 가난뱅이를 그려낼 때면, 그는 어떤 개인  

에서, 그 자신과 련된 문제에 비추어 가난뱅이를 바라본다. 그가 가난뱅이의 

에 자리하는 경우는 드물다.209)

  가난에 한 각별한 심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가난뱅이를 자처하여 배고픔과 추 를 이

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뤼트뵈 가 의 일반론에서 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시에서는 

가난을 낳는 사회구조에 한 통찰도, 가난뱅이 삶의 핍진한 재 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이데올로기의 제한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숱한 가능성 가운

데 뤼트뵈 가 굳이 가난이라는 가장 볼품없는 선택지를 골랐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세상에 

한 시인의 “개인  ”을, 그리고 시인 “그 자신과 련된 문제”를 이해하기 해서는 

이 선택에 한 이해가 불가결하다. 즉 시인이 가난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실을 바라보았

는지, 그리고 가난이 그의 시에 어떠한 자원을 제공했는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해명하

고자 했다. 

  뤼트뵈 가 가난이라는 소재에 부여하는 의미도, 그에 해 취하는 시 도 일 이지 않

다. 가난뱅이들이 시받는 실을 한탄하는 그는 가난뱅이들을 도움의 상으로만 간주하

여 스스로도 이들을 소외시킨다. 심지어 그는 가난뱅이들을 비난하는 데 나서기도 하고, 궁

핍의 불행을 조롱하기도 한다. 탁발수도회의 거짓 가난에 한 비  역시 자애와 경멸 사이

에서 흔들리는 통  가난 인식의 변형을 보여 다. 탁발수사들이 가난의 외양 뒤에 악덕을 

숨긴다는 데 분노하면서 그들에 의해 핍박받는 진짜 가난뱅이들에게 연민을 보내다가도, 그

는 가난에 해 세가 품어 온 오랜 의심과 경멸을 동원하여 탁발수사들을 공격한다. 이 모

든 경우에서 뤼트뵈 는 가난뱅이들의 입장을 변하는 데 별 뜻이 없었다. 그가 가난의 문

제를 이해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가난이란 세상에 한 발언의 한 가지 도구일 뿐이고, 

세상 속에서 에 띄는 하나의 상일 뿐이다. 이 도구화  상화의 수 을 시인은 넘어서

지 못한다. 하지만 가난을 가장 특권 인 상이자 도구로 삼았다는 은 뤼트뵈  시의 한 

특징이 된다. 가난과 부의 립을 차 심화시켜가던 실에서 시인이 가난이라는 매개를 통

209) “... quand un auteur, même bienveillant, prédicateur, moraliste, chroniqueur ou artiste, parle du pauvre ou 

le présente, il le voit d’un point de personnel et en fonction de ce qui le concerne lui-même ; il se place 

rarement au point de vue du pauvre”(PMA,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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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을 인식하고자 했다는 것은 사소한 사실이 아니다. 

  뤼트뵈 가 스스로를 한 명의 가난뱅이로 묘사하면서 그 자신의 가난을 이야기할 때 이데

올로기에 내재된 모순은 한층 더 증폭된다. 시인의 가난뱅이 행세는 우선 청 의 연민을 자

극하면서도 스스로를 조롱하여 즐거움을 주려는 종 뢰르의 직업  략이 낳은 결과이다. 

이 이 의 략에 따라 시인은 아무런 희망 없이 주변 상황을 수동 으로 감내하는 무력한 

자기 자신을 묘사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의 구체  흔 들을 받아들이게 된 시는 역

설 으로 더욱 풍요로운 정경을 얻는다. 더불어, 뤼트뵈 는 가난뱅이로서 세상을 응시하면

서 사회에 한 비  조망을 확보하기도 한다. 그의 풍자에 힘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 체험

에 바탕을 둔 가난뱅이의 목소리이다. 궁핍에 시달리는 외톨이의 말은 일반론  교훈이 가질 

수 없는 시  효과를 리고, 더 이상 보편타당한 진리를 담지는 못하지만 말하는 이의 삶이 

보장하는 나름의 진실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轉 )는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난

뱅이를 주변화하던 도시 사회의 역사  상황에 조응한다. 그런데 가난뱅이의 모습에는 동시

에 시인의 자격지심이 스며든다. 종 뢰르에 한 종교  단죄와 사회  경계 속에서, 뤼트

뵈 는 노동이랄 수도 없는 시 짓기를 직업으로 하 다. 벌을 피하기 해 그는 가난을 핑

계거리로 삼아 구원의 가능성을 기약하고, 겸손하게 몸을 낮추면서 자신의 시가 노동으로 인

정받을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한다. 요약하자면, 가난뱅이 역할은 시인의 생계거리와 시의 미

학  동력을 제공하고, 비  효과의 근거를 이루며, 종교 이고 사회 인 불안의 표지가 

된다. 

   ｢뤼트뵈 의 가난｣이라는 한 편의 시는 가난 소재의 복잡한 함의를 아우른다. 왕에게 청

원을 올리는 가난뱅이 바보의 모습은 연민과 웃음을 낳지만, 시인에게 세태의 악화를 무람없

이 풍자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한 그는 가난뱅이의 목소리가 갖는 효과를 극

화하여, 기성의 수사 규칙에 동요를 불러일으키면서 종교 ･사회  질서와 자기 자신 사이

의 격 을 표 하고, 무시할 수 없는 시  신을 가져온다. 이 짧은 작품은 가난이라는 비

루한 소재로부터 뤼트뵈 가 어떤 자원을 끌어내었는가 하는 에 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

한다. 

  우리의 연구로 뤼트뵈 에게서 가난이 갖는 의미 모두가 포착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논

의에서 생략되었거나 부분 으로만 다루어진 시들, 가령 성인 과 블리오에 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하며, 세의 다른 문학 작품들과 사상  흐름, 역사  배경에 해서도 한층 더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뚜렷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해 뤼트뵈

 시의 다층  면모를 가늠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시인에 한 이해를 심화하

기 한 새로운 종합  탐색의 비단계가 될 것이다. 

  뤼트뵈 가 다양한 모습으로 가난을 그려내고 온갖 의미를 그 에 덧 울 때, 이데올로기

를 벗어나지 않는 시인은 그러나 이데올로기 내부의 흥미로운 변이를 만들어낸다. 그가 보여

주는 가난의 이미지들 사이의 모순은 따라서 간과되거나 감축될 수 없다. 변이의 폭을 가늠

하기 해서는 시인에게 부과된 제약을 셈에 넣어야 하는 것이다. 자애의 상이자 경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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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서, 그러나 오로지 상으로서만 양극 사이를 오가는 가난의 모순을 그의 찰은 깨

뜨리지 못하나, 이 모순에 한 천착은 그 자체로 당  실에 한 시인의 날카로운 감각을 

증명한다. 그리고 스스로 가난뱅이 역을 맡을 때 그는 가난의 모순을 짊어지면서 그 에 자

신의 모순을 첩시킨다. 두 모순의 첩은 가난의 모순에도, 간혹 어떤 진실을 말하기도 하

지만 결국은 보잘것없는 종 뢰르인 시인의 모순에도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가

난뱅이의 가면 뒤에서, 시인은 돈벌이를 궁리하면서 구원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타

락에 분노하다가 자신의 죄를 상기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분열을 의식하고, 이 분열에 

해 그에 걸맞은 표 을 부여한다. 뤼트뵈 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 신 시를 

갱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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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앞서 요한 분석 상이 되었던, 혹은 논의의 내용을 형 으로 시하는 뤼트뵈 의 시 

여섯 편의 문 번역을 싣는다. 

｢세상의 상태(L’État du monde)｣ 

｢규칙들의 이야기(Le Dit des règles)｣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La Griesche d’hiver)｣

｢뤼트뵈 의 결혼(Le Mariage Rutebeuf)｣

｢뤼트뵈 의 비탄(La Complainte Rutebeuf)｣

｢뤼트뵈 의 회개(La Repentance Rutebeuf)｣

  련 목에서 문을 소개한 ｢그  거 뱅이들의 이야기(Le Dit des ribauds de Grève)｣

(1장 2 ), ｢뤼트뵈 의 가난(La Pauvreté Rutebeuf)｣(3장)은 여기서 제외되었다. 

  번역의 본으로는 본문에서와 같이 미셸 쟁크의 집(Œuvres complètes, éd. et trad. Michel 

Zink, 2e éd., Paris, Le Livre de Poche, 2001)을 사용하 고, 텍스트 이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에 한해 간단한 각주를 덧붙 다. 각주는  본과 에드몽 랄과 쥘리아 바

스탱의 집(Œuvres complètes de Rutebeuf, éd. Edmond Faral et Julia Bastin, 2 vol., Paris, A. et 

J. Picard, 1959-1960)을 참고하여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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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estat du Monde

  Por ce que li mondes se change

Plus sovent que denier a Change,

Rimer vueil du monde divers.

Toz fu estez, or est yvers ;

Bon fu, or est d’autre maniere,

Quar nule gent n’est més maniere

De l’autrui porfit porchacier,

Se son preu n’i cuide chacier.

Chascuns devient oisel de proie :

Nul ne vit més se il ne proie.

Por ce dirai l’estat du monde,

Qui de toz biens se vuide et monde.

  Relegieus premierement

Deussent vivre saintement,

Ce croi, selonc m’entencion.

Si a double religion :

Li un sont moine blanc et noir

Qui maint biau lieu et maint manoir

Ont et mainte richece assise,

Qui toz sont sers a Covoitise.

Toz jors vuelent sanz doner prendre,

Toz jors achatent sanz riens vendre.

Il tolent, l’en ne lor tolt rien.

Il sont fondé sus fort mesrien :

Bien pueent lor richece acroistre.

L’en ne preesche més en cloistre

De Jesucrist ne de sa Mere

Ne de saint Pol ne de saint Pere ;

Cil qui plus set de l’art du siecle,

C’est le meillor selonc lor riegle.

  Après si sont li Mendiant

Qui par la vile vont criant :

« Donez, por Dieu, du pain aus Freres ! »

Plus en i a de vint manieres.

Ci a dure fraternité

Quar, par la sainte Trinité,

Li uns covenz voudroit de l’aut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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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상태

  환 소의 돈닢보다 더욱 자주 

세상이 바 므로, 

이 얄궂은 세상에 해 운을 짓고자 합니다. 

내내 여름이었으나, 이제 겨울입니다.

훌륭한 곳이었으나,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도,

제 이익을 얻으리라 생각하지 않는 한,

남의 이득을 해 애쓰는 재주가 없는 탓입니다

구나 맹 (猛禽)이 되어

먹이를 물지 않고는 아무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즉, 모든 선을 텅 비워 치워버린

세상의 상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수도자들은 

성스럽게 살아가야 하니,

내 생각으로는 그 습니다. 

그런데 수도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은 흰 옷과 검은 옷을 입은 수도자들로1)

좋은 터 많고 좋은 집 많고

확실한 재물도 많이 가진 이들인데,

모두가 탐욕의 노 입니다.

매일 주는 것 없이 얻고자 하며,

매일 는 것 없이 사들입니다.

그들은 빼앗으나,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튼튼한 재목(材木) 에 자리 잡아

재물을 잘 쌓아올릴 수 있습니다.

수 그리스도에 해서든 그 어머니에 해서든,

성 바오로에 해서든 성 베드로에 해서든,

경내에서 설교하는 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세속의 수법을 가장 잘 아는 자야말로 

그들 규칙으로는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다음으로는 탁발수사들이 있어

도시를 돌아다니며 외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청하니, 수사 형제들에게 빵을 

그런 자들이 스무 종류 넘게 있습니다.   [주십시오 !”

이 형제애란 가혹한 것이라

실로, 성삼 일체를 걸고 말 드리니,

한 수도원은 다른 수도원이

1) “흰 옷”은 시토회 수도자(Cistercien)의, “검은 옷”은 베네딕토회 수도자(Bénédictin)의 복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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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l fust en un chapiau de fautre

El plus pereilleus de la mer :

Ainsi s’entraiment li aver.

Convoitex sont, si com moi samble ;

Fors lerres est qu’a larron emble,

Et cil lobent les lobeors

Et desrobent les robeors

Et servent lobeors de lobes,

Ostent aus robeors lor robes.

  Aprés ce que je vous devise

M’estuet parler de sainte Yglise,

Que je voi que plusor chanoine,

Qui vivent du Dieu patremoine,

Il n’en doivent, selonc le Livre,

Prendre que le soufissant vivre,

Et le remanant humblement

Deüssent il communement

A la povre gent departir ;

Més il verront le cuer partir

Au povre, de male aventure,

De grant fain et de grant froidure :

Quant chascuns a chape forree

Et de deniers la grant borsee,

Les plains coffres, la plaine huche,

Ne li chaut qui por Dieu le huche

Ne qui riens por Dieu li demande,

Quar Avarisce li commande,

Cui il est sers, a metre ensamble,

Et si fet il, si com moi samble.

Més ne me chaut, se Diex me voie !

En la fin vient a male voie

Tels avoirs et devient noianz ;

Et droiz est, quar, ses iex voianz,

Il est riches du Dieu avoir

Et Diex n’en puet aumosne avoir ;

Et se il vait la messe oïr,

Ce n’est pas por Dieu conjoïr,

Ainz est por des deniers avoir,

Quar, tant vous faz je a savoir,

S’il n’en cuidoit riens raporter,

Ja n’i querroit les piez porter.

  Encor i a clers d’autre g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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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트 모자에 담겨 

바다 가장 험한 곳에 떠다니길 바랍니다. 

이 게 인색한 자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탐욕스럽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잘난 도 이란 도 에게서 훔치는 자,

그들은 사기꾼들에게 사기치고

도둑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꾼들을 사기로 하며

도둑들에게서 장물을 빼앗습니다. 

  지 까지 설명 드린 것에 이어서 

나는 성교회에 해 말해야겠으니,

내 보기에, 여러 참사원은

하느님의 유산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성서에 따르면, 그들은 이로부터

먹고 살기에 충분한 만큼만 취해야 하며,

나머지는 겸허하게 

가난한 자들한테 온 히 

나 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난뱅이의 심장이 악운으로,

심한 배고픔과 심한 추 로 인해 

쪼개져도, 그들은 보고만 있을 것입니다.

구든 털  제의(祭衣)와

큰 지갑 가득한 돈닢을, 

꽉 찬 상자들, 꽉 찬 함을 갖고 있다면,    [부르든,

그에게는 상 없습니다, 가 하느님 이름으로 자길 

가 하느님 이름으로 자기에게 뭘 부탁하든.    

재물을 쌓아 모으도록 인색이

명령하면, 그는 인색의 노 인지라 

그 게 행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지만 내게는 상 없습니다 ― 하느님이 날 살피시길 ! 

결국 나쁜 길로 어들어 

그런 재산은 헛된 것이 되니,

지당한 일입니다, 그가 으로 보듯, 

그는 하느님의 재산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하느님은 그로부터 선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미사를 들으러 간다면

이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닢을 벌려는 것인데, 

실로, 내 알려드리는 바, 

그가 무언가 얻어내려 하지 않았다면

그곳으로 발도 옮기려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부류의 성직자들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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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 quant il ont la loi aprise,

Si vuelent estre pledeeur

Et de lor langues vendeeur,

Et penssent baras et cauteles

Dont il bestornent les quereles

Et metent ce devant derriere.

Ce qui ert avant va arriere,

Quar, quant dan Deniers vient en place,

Droiture faut, droiture esface.

Briefment, tuit clerc, fors escoler,

Vuelent Avarisce acoler.

  Or m’estuet parler des genz laies,

Qui resont plaié d’autres plaies.

Provost et bailli et maieur

Sont communement li pieur,

Si com Covoitise le vost ;

Quar je regart que li provost,

Qui acenssent les provostez,

Que il plument toz les costez

A cels qui sont en lor justise,

Et se deffendent en tel guise :

« Nous les acenssons chierement,

Si nous convient communement,

Font il, partout tolir et prendre

Sanz droit ne sanz reson atendre ;

Trop avrions mauvés marchié

Se perdons en nostre marchié. »

  Encor i a une autre gent :

Cil qui ne donent nul argent,

Comme li bailli qui sont garde ;

Sachiez que au jor d’ui lor tarde

Que la lor garde en lor baillie

Soit a lor tens bien esploitie

Que au tens a lor devancier.

N’i gardent voie ne sentier

Par ou onques passast droiture ;

De cele voie n’ont il cure,

Ainçois penssent a porchacier

L’esploit au seignor et trai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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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배우기만 했다 하면 

그들은 소송꾼이,

를 는 장사꾼이 되고자 하며,

속임수와 간계를 궁리하여

분쟁을 뒤집고 

면을 후면과 맞바꿉니다. 

앞에 있던 것이 뒤로 가니,

돈닢 나리가 등장하면

올바름이 없어지기 때문, 올바름이 사라지기  

요컨  모든 성직자는, 학생은 빼고,   [때문입니다.

인색에 들러붙으려 합니다. 

  이제  다른 상처들로 상처 입은

속인들에 해 말해야겠습니다. 

총 들과 감사들과 지사들은2)

하나같이 가장 악한 자들이라,

탐욕이 바라는 로입니다. 

내가 살펴본즉 총 들이란 

총 직을 임차하 기에 

자기 할에 있는 이들을

사면에서 벗겨먹으며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비싸게 임차하 으니,

우리들 모두는 

법도 근거도 기다릴 새 없이

(그들이 말하길) 도처에서 빼앗고 취해야 하오.

우리네 장사에서 실패하고 만다면

심히 잘못된 셈을 치른 꼴이 되리오.”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 돈도 내지 않는 이들, 

임명받아 자리를 지키는 감사들 같은 이들입니다. 

알아두십시오, 오늘날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감사직을

임자 때만큼이나

자기들 때에도 잘 이용하려고 안달합니다.

행여 올바름이 지나갈 만한

한길도 오솔길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길에 그들은 신경 쓰지 않으며 

오히려 궁리하는 일은 주의

이득을 해 애쓰는 것,  다른 한편에서는

2) 이 세 직책의 업무는 다양할 뿐 아니라 가변 이어서, 번역어로는 략의 의미밖에는 살릴 수 없었다. 총

(prévot)은 왕을 리하여 재 과 치안을 담당하 고, 감사(bailli)는 총 의 상 자로서 사법과 재정 등을 담

당했다. 지사(maire)는 주의 이름으로 지를 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탐욕스러웠기에 

사람들의 두려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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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lor profit de l’autre part :

Ainsi droiture se depart.

  Or i a gent d’autres manieres

Qui de vendre sont coustumieres

De choses plus de cinq cens paires

Qui sont au monde necessaires.

Je vous di bien veraiement,

Il font maint mauvais serement

Et si jurent que lor denrees

Sont et bones et esmerees

Tel foiz que c’est mençonge pure ;

Si vendent a terme, et usure

Vient tantost et termoierie

Qui sont de privee mesnie ;

Lors est li termes achatez

Et plus cher venduz li chatez.

  Encor i sont ces genz menues

Qui besoingnent parmi ces rues

Et chascuns fet divers mestier,

Si comme est au monde mestier,

Qui d’autres plaies sont plaié.

Il vuelent estre bien paié

Et petit de besoingne fere ;

Ainz lor torneroit a contrere

S’il passoient lor droit de deus lingnes.

Neïs ces païsanz des vingnes

Vuelent avoir bon paiement

Por peu fere, se Diex m’ament.

  Or m’en vieng par chevalerie

Qui au jor d’ui est esbahie :

Je n’i voi Rollant n’Olivier,

Tuit sont noié en un vivier ;

Et bien puet veoir et entandre

Qu’il n’i a més nul Alixandre.

Lor mestiers defaut et decline ;

Li plusor vivent de rapine.

Chevalerie a passé gales :

Je ne la voi es chans n’es sales.

Menesterez sont esperdu,

Chascuns a son Donet per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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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이익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게 올바름은 사라지고 맙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

이 세상에 필요한

오백 가지 넘는 물건을 

는 일이 그들의 업입니다. 

진실로 이야기 드리는 바, 

그들은 여러 거짓 맹세를 하며

다짐하기를, 그들의 상품은 

훌륭하고 흠 없는 것이라 말하지만, 

간혹 그것은 순 한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외상으로 팔아넘기고, 고리 이

곧장 외상과 함께 따라 나오니,

이것들은 한 식구 간입니다.

이때 기한 유 에는 돈이 들어

물건은 더 비싸게 팔리지요. 

  한  보잘것없는 자들이 있어

 길거리에서 일을 하며

세상에 필요한 로

각자 갖가지 직분을 맡는데,

다른 상처들로 상처 입었습니다. 

그들은 보수를 잘 받으면서

일은 조 만 하기를 바랍니다,

허나 터럭 두 올만큼이라도 제 권리를 넘어선다면

외려 그들은 해를 입을 것입니다. 

포도밭의  농부들조차 

좋은 보수를 얻되

일은 조 만 하길 바랍니다 ― 하느님이 날 도우시길 !

  이제 나는 기사직에 이르 으니,

이것은 오늘날 이 나가 있습니다. 

내겐 롤랑도 올리비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모두 못에 잠겨버렸습니다.

보고 들을 수 있듯이

더 이상 알 산드로스 따 는 없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락하여 무 져 갑니다,

강도짓으로 살아가는 자 여럿입니다. 

기사도의 좋은 시 은 지나갔습니다,

내겐 벌 에서도 방안에서도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메네스트 들은 곤란에 빠져3)

구나 자기 도나투스를 잃어버렸습니다.4)

3) 여기서 메네스트 은 종 뢰르(jongleur) 일반을 가리킨다. 

4) “Donet”는 4세기 도나투스(Donat)가 지은 문법 교재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선물’이라는 뜻의 동음이의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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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n’i voi ne prince ne roi

Qui de prendre face desroi,

Ne nul prelat de sainte Yglise

Qui ne soit compains Covoitise

Ou au mains dame Symonie,

Qui les doneors ne het mie.

Noblement est venuz a cort

Cil qui done, au tens qui ja cort ;

Et cil qui ne peut riens doner

Si voist aus oisiaus sermoner,

Quar Charitez est pieça morte !

Je n’i voi més nul qui la porte,

Se n’est aucuns par aventure

Qui retret a bone nature ;

Quar trop est li mondes changiez,

Qui de toz biens est estrangiez.

Vous poez bien apercevoir

Se je vous conte de ce voir.

Explicit l’estat du m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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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로, 군주나 왕 가운데 

빼앗는 일 꺼릴 자 없고,

성교회의 무슨 고 성직자든

탐욕의 동료가 아닐 자는, 혹 어도

선물 주는 자들을 조 도 미워하지 않는

성직매매 부인의 동료가 아닐 자는 없습니다.

지  돌아가는 세상에선, 선물 바치는 자가 

풍당당히 궁정 안에 자리 잡는데 

아무것도 바칠 수 없는 자는 

새들에게나 설교하러 가라지요,

자애란 옛날에 죽어버렸으니 !

내겐 그것을 맡은 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행으로 군가

선한 천성의 덕을 본 이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세상이 무나 바 어

모든 선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요. 

여러분은 잘 알아보시겠지요,

내가 이에 해 진실을 이야기했는지. 

세상의 상태 結.

해석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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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t li diz des regles

  Puis qu’il covient veritei taire,

De parleir n’ai ge plus que faire.

Veritei ai dite en mainz leuz :

Or est li dires perilleuz

A ceux qui n’aiment veritei,

Qui ont mis en autoritei

Teuz chozes que metre n’i doivent.

Ausi nos prennent et desoivent

Com li werpyz fait les oiziaux.

Saveiz que fait li damoiziaus ?

En terre rouge se rooille,

Le mort fait et la sorde oreille,

Si viennent li oizel des nues,

Et il ainme mout lor venues,

Car il les ocist et afole.

Ausi vos di a briés parole :

Cil nos ont mort et afolei,

Qui paradix ont acolei.

A ceux le donent et delivrent

Qui les aboivrent et enyvrent

Et qui lor engraissent les pances

D’autrui chateil, d’autrui sustances,

Qui sunt, espoir, bougre parfait

Et par paroles et par fait,

Ou uzerier mal et divers

Dont on sautier nos dit li vers

Qu’il sont et dampnei et perdu.

Or ai le sens trop esperdu

S’autres paradix porroit estre

Que cil qui est le roi celestre,

Car a celui ont il failli,

Dont il sont mort et mal bailli.

Mais il croient ces ypocrites

Qui ont les enseignes escrites

Einz vizages d’estre preudoume,

Et il sont teil com je les noume.

  Ha ! las ! qui porroit Deu avoir

Aprés la mort por son a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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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들의 이야기

  진실을 함구해야 한다니,

말한다는 것은 내게 더는 쓸모없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진실을 이야기해왔습니다만,

이제 진실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 

끼워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을 

권 의 말  안에 끼워 넣는 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험하지요. 

여우가 새들에게 하듯

들은 우리를 붙잡아 속입니다. 

이 도련님이 어 하는지 아십니까 ? 

붉은 땅바닥에 몸을 굴리고  

시체에 귀머거리인 척하면

구름에서 새들이 내려오는데

그들이 오면 그는 무척 좋아합니다,

죽여 버리고 괴롭히게 될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짧게 한 마디로 이야기 드리자면, 

들은 우리를 죽이고 괴롭히며

천국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것을 넘겨받는 이들은

들이 마시고 취하도록 해주는 자들,

 남의 재산, 남의 생계로

들 배를 불려주는 자들,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아마도 완 한 배교자인 자들,

혹은 시편의 시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듯 

주받아 타락한 자들인 

악랄하고 가혹한 고리 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천상의 왕에게 속한 것 말고

다른 천국이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실로 정신 나간 것일 테지요. 

기실  천국을 놓쳐 버렸기에

그들은 죽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자들울, 

자기는 인이노라 얼굴에 

표시 써 붙인  자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내가 이름 붙인 그 로입니다. 

  아, 런 ! 죽은 뒤에도 자기 재산으로

하느님을 가질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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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n feroit embleir et tollir.

Mais il les couvanrrat boulir

El puis d’enfer cens jai raeimbre.

Teil mort doit on douteir et creimbre.

Bien sont or mort et aweuglei,

Bien sont or fol et desjuglei,

S’ainsi ce cuident deslivreir.

Au moins cerat Diex au livreir

De paradix, qui que le vende.

Je ne cuit que sains Pierres rende

Oan les cleix de paradix,

Et il i metent .X. et dix

Cex qui vivent d’autrui chateil !

Ne l’ont or bien cist achatei ?

S’on at paradix por si pou,

je tieng por baretei saint Pou,

Et si tieng por fol et por nice

Saint Luc, saint Jaque de Galice,

Qui s’en firent martyrier,

Et saint Pierre crucefier.

Bien pert qu’il ne furent pas sage

Se paradix est d’avantage,

Et cil si rementi forment

Qui dist que poinne ne torment

Ne sont pas digne de la grace

Que Diex par sa pitié nos face.

Or aveiz la premiere riegle

De ceux qui ont guerpi le siecle.

  La seconde vos dirai gié.

Nostre prelat sunt enragié,

Si sunt decretistre et devin.

Je di por voir, non pas devin :

Qui por paour a mal s’aploie

Et a malfaitour se souploie

Et por amor verité laisse,

Qui a ces .II. chozes se plaisse,

Si maint bone vie en cest monde,

Qu’il at failli a la seconde.

  Je vi jadiz, si com moi semble,

.XXIIII. prelaz enc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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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고 빼앗는 것도 훌륭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지옥의 우물에서

삶아질 것입니다, 결코 보속 받지 못한 채. 

그런 죽음을 겁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게 해서 풀려나리라 믿는다면,

그들은 이미 죽어 이 먼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어리석어 농락당한 것입니다. 

가 천국을 팔아먹든, 천국을

베풀 때는, 어도 하느님이 계실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뜸

성 베드로가 내주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데, 

들은 열 명씩 열 명씩 그곳에 데려다 놓습니다, 

남의 재산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 

그들이 이를 사들인 게 아니냐고요 ? 

고작 그런 것으로 천국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성 바오로를 이라 여기겠습니다,

한 순교를 받아들인

성 루카, 갈리시아의 성 야고보를

한 십자가형을 받아들인 성 베드로를 

바보요 멍청이라 여기겠습니다. 

만약 천국이 공짜라면

분명 이들은 명하지 못했지요, 

한 괴로움과 고통조차도 

하느님이 연민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만큼의 값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 셈이지요. 

이제 세속을 버렸다는 자들의

첫 번째 규칙을 아시겠지요.

  두 번째를 여러분께 말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성직자들은  빠진 이들이고

법학자들도 신학자들도 그 습니다.

짐작이 아니라, 진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포로 인해 악에 굽히고

악인들에 굴하며

애정으로 인해 진리를 내버리는 자,

이 두 가지에 순종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즐거운 삶 지내라지요,

그는 두 번째 삶을 놓쳤으니 !

  옛 에 보기로는, 생각건 ,1)

스물네 명의 고 성직자가 함께

1) 재속 교사와 탁발수도회 사이의 분쟁을 멈추기 한 1256년 3월 1일의 재안을 가리킨다. 탁발수도회를 지

지하던 교황은 6월 17일 이를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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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 par acort boen et leal

Et par consoil fin et feal,

Firent de l’Universitei,

Qui est en grant aversitei,

Et des Jacobins bone acorde.

Jacobin rompirent la corde.

Ne fut lors bien nostre creance

Et notre loi en grant balance,

Quant les prelaz de sainte Eglize

Desmentirent en iteil guize ?

N’orent il lors asseiz vescu

Quant on lor fist des bouches cul,

C’onques puis n’en firent clamour ?

Li preudoume de Sainte Amour,

Por ce qu’il sermonoit le voir

Et le disoit par estouvoir,

Firent tantost semondre a Roume.

Quant la cours le trova preudoume,

Sans mauvistié, sens vilain cas,

Sainte Esglise, qui teil clerc as,

Quant tu le leissas escillier,

Te peüz tu mieux avillier ?

Et fu banniz sens jugement.

Ou Cil qui a droit juge ment,

Ou ancor en prandra venjance.

Et si cuit bien que ja commance :

La fins dou siecle est mais prochienne.

Ancor est ceste gent si chienne,

Quant .I. riche home vont entour,

Seigneur de chatel ou de tour,

Ou uzerier, ou clerc trop riche

(Qu’il ainment miex grant pain que miche),

Si sunt tuit seigneur de laiens.

Ja n’enterront clerc ne lai enz

Qu’il nes truissent en la maison.

A ci granz seignors cens raison !

  Quant maladie ces gent prent

Et conscience les reprent,

Et Anemis les haste 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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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고 충실한 합의를 통해

 완 하고 신실한 지침을 통해 

커다란 곤경에 처해 있던

학 그리고

자코뱅들이 훌륭한 화합을 이루도록 했습니다.2)

자코뱅들은 그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율법은 커다란 동요에 빠진 게 아닙니까,

성교회의 고 성직자들을

들이 그런 식으로 부인한다면 ? 

그 다면 그들은 살 만큼 산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입방귀를 어도 

이에 해 항의하지 않는다면 ? 

생타무르의 인을,3) 

그가 진실을 설교하고 

의무에 따라 이야기했다고 하여,

들은 로마로 소환하게 하 습니다. 

궁정이 그를 살펴본즉 인으로서

악의도 없고, 천한 짓 지른 바도 없는데, 

성교회, 그만한 성직자를 가진 그 여, 

그가 추방당하도록 내버려두었다니, 

더 이상 그 가 비천해질 수 있으랴 ? 

게다가 그는 재 도 없이 쫓겨났으니! 

올바르게 심 하시는 그분이 거짓말하시는 것이 

이에 해 복수를 하실 것입니다.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작된 듯합니다. 

세상의 끝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한  자들은 개와 같아,

어느 부유한 사람에게,

성 혹은 탑의 주에게,

혹은 고리 업자나 무 부유한 성직자에게 찾아갈 

( 들은 부스러기보다 큰 빵을 더 좋아하니),  [때면

여지없이 그 안의 주가 됩니다.

성직자나 속인이 안에 들어가려 할 때마다

집 안에서 들을 발견하지 않는 이 없습니다. 

이야말로 주들이지요, 자격도 없이 ! 

  이 신자들을 병환이 붙잡고

 양심이 덮치며 

, 이들이 벌써 죽은 꼴을 보았으면 하고,

2) 자코뱅(Jacobin)은 도미니코회 수사를 가리킨다. 도미니코회가 리의 생-자크(Saint-Jacques) 거리에 자리를 잡

은 데서 연유하 다.

3) 탁발수도회에 맞서 재속 교사들을 이끈 기욤 드 생타무르(Guillaume de Saint-Amour)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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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 ja les vorroit troveir mors,

Lors si metent lor testament

Sor cele gent que Diex ament.

Puis qu’il sunt saisi et vestu,

La montance d’un seul festu

N’en donrront ja puis pour lor armes.

Ainsi requeut qui ainsi sarme.

Senz avoir curë ont l’avoir,

Et li cureiz n’en puet avoir,

S’a poinne non, dou pain por vivre

Ne acheteir .I. petit livre

Ou il puisse dire complies.

Et cil en ont pances emplies,

Et Bibles et sautiers glozeis,

Que hon voit graz et repozeis.

Nuns ne puet savoir lor couvaine.

Je n’en sai c’une seule vainne :

Il welent faire lor voloir,

Cui qu’en doie li cuers doloir.

Il ne lor chaut, mais qu’il lor plaise,

Qui qu’en ait poinne ne mesaise.

  Quant chiez povre provoire viennent

(Ou pou sovent la voie tiennent

C’il n’i at riviere ou vignoble),

Lors sont si cointe et sunt si noble

Qu’il semble que se soient roi.

Or couvient pour eux grant aroi,

Dont li povres hom est en trape.

C’il devoit engagier sa chape,

Si couvient il autre viande

Que l’Escriture ne commande.

C’il ne sunt peü cens defaut,

Ce li prestre de ce defaut,

Il iert tenuz a mauvais home,

C’il valoit saint Peire de Rome.

Puis lor couvient laveir les jambes.

Or i at unes simples f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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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가 심히 재 할 때, 

이들은 자기 유언을                 [다잡으시길 !4)

 자들 앞으로 남깁니다 ― 하느님이 들을  

들이 유품을 받아 손에 넣기만 하면       

지푸라기 한 오리 값도               

죽은 이들의 혼을 해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게 뿌린 자는 그 게 거두는 법. 

가진 소임도 없이 들이 재산을 가져가므로

신부는 그로부터 먹고 살 빵조차

고생 없이는 얻을 수가 없고

만도(晩禱)를 낭송하는 데 쓸 

작은 책 한 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은 배를 불리고

성경과 주석 달린 시편들을 갖게 되어

사람들이 보니 살  데다 안락합니다. 

구도 들의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한 가지 기질만을 알고 있는데,

군가 가슴 아 게 되더라도

들은 자기 원하는 로 하려 합니다. 

군가 괴롭고 불행하게 되더라도

들에겐 상 없습니다, 자기들만 즐겁다면. 

  가난한 사제네 집에 들를 때

(냇가나 포도밭이 없다면야

그 길로 자주 가지 않습니다) 

들은 실로 당당하며 실로 고귀하여 

왕이라도 되는 듯합니다. 

들에게는 호사가 마땅하므로 

가난한 사람은 곤경에 빠집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망토를 당 잡 서라도

성서가 명하는 것 아닌 

다른 요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들이 부족함 없이 배를 채우지 않는다면,

사제가 이 일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는 악인으로 취 될 것입니다 ―

설령 로마의 성 베드로만큼 덕스럽다 한들. 

뒤이어 들의 다리도 씻겨주어야 하지요. 

요즘에는 검소한 여인들이 있어5)

4) ‘다잡다’라고 번역된 동사 amender는 ‘돕다’와 ‘고치다’의 두 가지 뜻으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문구에서는 

‘하느님이 그들의 계획을 도우시길’, 혹은 ‘하느님이 그들의 계획을 좌 시키시길’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가

능하다. 

5) 베긴(Béguine)회에 속한 여인들. 155-156행은 그녀들이 쓰는 주름 잡힌 베일을 암시한다. 베긴회는 ･물질

으로 도미니코회와 긴 한 계를 맺고 있던 여성들의 수도 단체로, 그녀들은 일반 수녀와 달리 서원을 

하지 않고 세속에서 생활했다. 뤼트뵈 는 ｢베긴 여자들의 이야기(Le Dit des Béguines)｣에서 그러한 생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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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 ont envelopeiz les couz

Et sont barbees comme couz,

Qu’a ces saintes gens vont entour,

Qu’eles cuident au premier tour

Tolir saint Peire sa baillie ;

Et riche fame est mau baillie

Qui n’est de teil corroie seinte.

Qui plus bele est, si est plus sainte.

Je ne di pas que plus en fascent,

Mais il cemble que pas nes hacent,

Et sains Bernars dit, ce me cemble :

« Converseir home et fame encemble

Sens plus ovrer selonc nature,

C’est vertuz si neste et si pure,

Ce tesmoigne bien li escriz,

Com dou Ladre fist Jhesucriz. »

Or ne sai plus ci sus qu’entendre :

Je voi si l’un vers l’autre tendre

Qu’en .I. chaperon a .II. testes,

Et il ne sunt angre ne bestes.

Ami se font de sainte Eglyse

Por ce que en plus bele guise

Puissent sainte Eglise sozmetre.

Et por ce nos dit ci la letre :

« Nule doleur n’est plus fervans

Qu’ele est de l’anemi servant. »

Ne sai que plus briement vos die :

Trop sons en perilleuze vie.

Ex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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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둘 를 감싸며

수탉처럼 수염 장식을 단 여인들이 

 성인들에게 찾아오는데, 

그녀들은 단번에

성 베드로의 임지(臨地)를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그런 허리띠를 두르지 않는다면6)

부유한 여인은 괴로움을 겪지요.

가장 쁜 여자, 그녀가 가장 성스러운 여자입니다.

들이 뭘 더 어 다고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그녀들을 싫어하지는 않은 듯하고,

 성 베르나르도가 이야기하길, 내가 알기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머물면서도

그 이상 자연에 따라 행하지 않는 일, 

이러한 미덕은 실로 깨끗하며 실로 순정한 것이라,

성서가 증거하는 바, 

수 그리스도가 문둥병자에게 행한 일과 같노라.”

그런데 어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니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몸을 뻗어

두건 한 개에 머리 두 개가 달렸는데 

천사도 짐승도 아니니 말입니다. 

들은 성교회의 친구 노릇을 하나

더욱 멋들어진 수법으로 

성교회를 복종시킬 수 있기 함입니다.  

그래서 문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하인인 척하는 원수가 주는 고통보다 

더 혹독한 고통은 없노라.”7) 

이보다 짧게 이야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엄청난 험에 처했습니다. 

結.

식이 거짓된 허울이라고 풍자한다. 

6) 성격, 생활방식 등과 련된 비유  표 . 미셸 쟁크는 “그녀가  여자들의 행실과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si elle ne suit pas leur mode et leur façon)”이라고 풀어서 번역한다. 

7) 보에티우스(Boèce)의 ｢철학의 안에 하여(De Consolatione Philosophiae)｣에서 따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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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encoumence li diz de la Griesche d’Yver

Contre le tenz qu’aubres deffuelle,

Qu’il ne remaint en branche fuelle

   Qui n’aut a terre,

Por povretei qui moi aterre,

Qui de toute part me muet guerre,

   Contre l’yver,

Dont mout me sont changié li ver,

Mon dit commence trop diver

   De povre estoire.

Povre sens et povre memoire

M’a Diex donei, li rois de gloire,

   Et povre rente,

Et froit au cul quant byze vente :

Li vens me vient, li vens m’esvente

   Et trop souvent

Plusors foïes sent le vent.

Bien le m’ot griesche en couvent

   Quanque me livre :

Bien me paie, bien me delivre,

Contre le sout me rent la livre

   De grand poverte.

Povreteiz est sus moi reverte :

Toz jors m’en est la porte overte,

   Toz jors i sui

Ne nule fois ne m’en eschui.

Par pluie muel, par chaut essui :

   Ci at riche home !

Je ne dor que le premier soume.

De mon avoir ne sai la soume,

   Qu’il n’i at point.

Diex me fait le tens si a point,

Noire mouche en estei me point,

   En yver blanche.

Ausi sui con l’ozière franche

Ou com li oiziaux seur la branc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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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그리에슈 노름

나무가 잎을 떨구는, 

가지에 남은 잎 없이

   모두 땅에 떨어진 시 과 맞닥뜨려,

날 때려눕히는,

사방에서 내게 쟁을 거는 가난 때문에, 

   겨울과 맞닥뜨려

내 시가 크게 바 어 버린 이때,

무나 얄궂은 말을 시작하려니1)

   가난사(史)라오.

가난한 지각(知 )에 가난한 기억력을

의 왕 하느님이 내게 주셨소,

    가난한 수입을,

 삭풍이 불 땐 궁둥이에 추 를.

바람이 내게 닥치고, 바람이 내게 불어 닥치고,

   무나 자주

수시로 바람을 느끼오.

그리에슈는 약속한 로 

   무엇이든 내게 내어주오,

내게 지불하오, 내게 넘겨주오, 

1수를 주면 내게 돌려주오, 

   커다란 가난 1리 르를. 

가난이  내 에 덮쳐들었소, 

매일 그 문 내게 열려 있고,

   매일 그 안에 내가 있어,

한 번도 도망치지 못했소.

비에는 젖고, 더 에는 땀 흘리니

   이야말로 부자로다 !

나는 녁잠밖에 자지 못하오. 

내 재산이 모두 얼마인지 모르겠소,

   아무것도 없으니.

하느님은 날씨를 내게 딱 맞추시어,

까만 리가 여름에 날 쏘고,

   겨울엔 하얀 놈들.

나는 야생 버들과

는 나뭇가지 의 새와 같소.

1) 7행의 문구는 ‘내 상황이 바 었다’는 뜻의 용구로 자주 쓰 지만, 여기에서는 ‘시’라는 “ver”의 본뜻도 환기

된다. 8행의 “diver”도 ‘변화하는’ 혹은 ‘나쁜’, ‘잔인한’이라는 이  의미를 띤다. “l’yver”, “li ver”, “diver”로 

이어지는 6-8행의 각운은 이 ‘얄궂은 이야기’(dit diver)를 ‘겨울의 이야기’(dit d’hiver)로 여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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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estei chante,

En yver pleure et me gaimente,

Et me despoille ausi com l’ante

   Au premier giel.

En moi n’at ne venin ne fiel :

Il ne me remaint rien souz ciel,

   Tout va sa voie.

Li enviauz que je savoie

M’ont avoié quanque j’avoie

   Et fors voiié,

Et fors de voie desvoiié.

Foux enviaus ai envoiié,

   Or m’en souvient.

Or voi ge bien tot va, tot vient,

Tout venir, tout aleir convient,

   Fors que bienfait.

Li dei que li decier ont fait

M’ont de ma robe tot desfait,

   Li dei m’ocient,

Li dei m’agaitent et espient,

Li dei m’assaillent et desfient,

   Ce poize moi.

Je n’en puis mais se je m’esmai :

Ne voi venir avril ne mai,

   Veiz ci la glace.

Or sui entreiz en male trace.

Li traÿteur de pute estrace

   M’ont mis sens robe.

Li siecles est si plains de lobe !

Qui auques a si fait le gobe ;

   Et ge que fais,

Qui de povretei sent le fais ?

Griesche ne me lait en pais,

   Mout me desroie,

Mout m’assaut et mout me guerroie ;

Jamais de cest mal ne garroie

   Par teil marchié.

Trop ai en mauvais leu marchié.

Li dei m’ont pris et empeschié :

   Je les claim quite !

Foux est qu’a lor consoil abite :

De sa dete pas ne s’aq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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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엔 노래하고,

겨울엔 울면서 한탄하고,

가지마냥 헐벗는다오,

   첫서리 때면. 

나에게는 독기도 악의도 없소.

하늘 아래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소. 

   모두 제 갈 길로 갔소.

내가 잘도 걸어 던 돈이

가진 것 무엇이든 앗아갔으며

   날 밖으로 이끌어

길 밖으로 엇나가게 하 소.

어리석은 돈을 걸었구나,

   이제 나 기억하오.  

이제 내 본즉 모두가 가고, 모두가 오는지라, 

모두 왔다가 모두 가는 것이 마땅하오, 

   선행만 아니라면. 

주사 공(工)들이 만든 주사 들이

내 옷을 모두 벗겨먹었소,

   주사 들이 날 죽이오,

주사 들이 날 엿보아 매복하오,

주사 들이 내게 달려들어 덤비오,

   그래서 나 짓 리오.

더는 나 어 할 수 없소, 근심할밖에. 

4월도 5월도 오는 것이 안 보이오, 

   보시다시피 지 은 얼음 . 

이제 나는 험로에 들어섰소.

종자 더러운 배신자들이 

   날 옷도 없이 팽개쳤소.

세상은 이토록 사기로 가득하구나 ! 

조 이라도 가진 자는 으스 건만 

   뭘 하고 있나, 

가난의 짐더미를 느끼는 나는 ? 

그리에슈는 날 평화로이 놓아두지 않아

   날 어지럽  오,

내게 덤벼들고 내게 쟁을 걸어 오. 

이런 장사로는 이 고통에서 

   결코 치유되지 못할 거요.

나쁜 곳을 무 많이 드나들었소.

주사 들이 날 잡아 붙들었소.

   나 그것들을 내버리오 ! 

그 조언을 따르려 고집하는 자는 바보요. 

빚을 갚기는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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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ois s’encombre ;

De jor en jor acroit le nombre.

En estei ne quiert il pas l’ombre

   Ne froide chambre,

Que nu li sunt souvent li membre,

Dou duel son voisin ne li membre

   Mais lou sien pleure.

Griesche li at corru seure,

Desnuei l’at en petit d’eure,

   Et nuns ne l’ainme.

Cil qui devant cousin le claime

Li dist en riant : « Ci faut traime

   Par lecherie.

Foi que tu doiz sainte Marie,

Car vai or en la draperie

   Dou drap acroire.

Se li drapiers ne t’en wet croire,

Si t’en revai droit à la foire

   Et vai au Change.

Se tu jures saint Michiel l’ange

Qu’il n’at sor toi ne lin ne lange

   Ou ait argent,

Hon te verrat moult biau sergent,

Bien t’aparsoveront la gent :

   Creüz seras.

Quant d’ilecques te partiras,

Argent ou faille enporteras. »

   Or ai ma paie.

Ensi chascuns vers moi s’espaie,

Si n’en puis mais.

Ex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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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더 짊어진다오.

액수가 하루하루 늘어나오. 

여름에도 그는 그늘이나 

   시원한 방을 찾지 않소, 

개 팔다리가 헐벗었으니까. 

이웃의 괴로움은 생각나지 않으나 

    자기 괴로움에는 운다오.

그리에슈가 그 로 뛰어들어

삽시간에 발가벗기니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소.

에 그를 사 이라 불 던 자는

웃으며 그에게 이야기하오. “실이 떨어졌으니

   방탕 탓이로군.

성모 마리아를 향한 자네 믿음에 걸고 말하니,

당장 포목 에 가서

  외상으로 천을 얻어 보게.

포목상이 자네를 믿으려 하지 않거든,

이번엔 바로 장터로 가

   환 소에 가보게.

천사 성 미카엘에 걸고

걸치고 있는 속옷에나 겉옷에나

   돈이 없음을 맹세한다면, 

매우 멋진 장부(丈夫)임을 보고

사람들이 자네를 알아  것이니,

   신용을 얻을 걸세.

그곳을 떠날 때는

돈이나 쪽박을 가지고 나올 걸세.”2)

   이 게 내 가를 받았소이다.

이처럼 구나 가를 내주니

   더는 나 어 할 수 없소.

結.

2) “쪽박”으로 번역된 어휘 “faille”는 옷의 일종을 가리키지만 한 ‘실패’라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 후자에 

따른다면 이 시행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헛수고를 하리라는 조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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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encommence li mariages Rutebuef

En l’an de l’Incarnation,

.VIII. jors aprés la Nacion

Celui qui soffri passion,

   En l’an sexante,

Qu’abres ne fuelle, oizel ne chante,

Fis je toute la riens dolante

   Qui de cuer m’aimme.

Nez li muzars musart me claimme.

Or puis fileir, qu’il me faut traimme :

   Mout ai a faire.

Diex ne fist cuer tant deputaire,

Tant li aie fait de contraire

   Ne de martyre,

C’il en mon martyre ce mire,

Qu’il ne doie de boen cuer dire :

   « Je te clain quitte ».

Envoier .I. home en Egypte,

Ceste doleur est plus petite

   Que n’est la moie.

Je n’en puis mais se je m’esmoie.

L’an dit que fox qui ne foloie

   pert sa saison :

Que je n’ai borde ne maison,

Suis je mariez sans raison ?

   Ancor plus fort :

Por doneir plus de reconfort

A cex qui me heent de mort,

   Teil fame ai prise

Que nuns fort moi n’aimme ne prise,

Et c’estoit povre et entreprise

   Quant je la pris.

At ci mariage de pris,

Qu’or sui povres et entrepris

   Ausi com ele !

Et si n’est pas jone ne be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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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트뵈 의 결혼

강생으로 해를 따져, 

수난을 겪으신 그분의

탄신으로부터 여덟 날 지나,

   해는 육십 년,1)

나무에 잎 나지 않고, 새는 울지 않는 때,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나 참으로 아 게 하 소. 

멍청이조차 날 멍청이라 부른다오. 

내게 실이 부족하니, 실을 자아야 마땅하오,

   할 일이 많소.

하느님이 만드신 사람 마음이 아무리 혹독한들,

내가 그를 얼마나 거스르고 

   고난을 주었다 한들,

그가 내 고난에 해 생각한다면

선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으리다,

   “내 를 사하노라.”

어느 한 사람 이집트로 보내 보오.

그 고통도 나의 것보다는 

   더 작을 것이오.

더는 나 어 할 수 없소, 근심할밖에.

사람들 말하기로, 바보짓 않는 바보는 

   제 때를 놓친다 하는데, 

내겐 오두막도 집도 없으니 

내가 분별없이 결혼했다 하겠소 ? 

   그뿐 아니오. 

죽도록 날 미워하는 이들을

더욱 즐겁게 해주고자

   이런 마 라를 얻었으니

나 아니고서야 사랑하지도 알아주지도 않을 여자라, 

그녀 가난하고 신세 곤란할 에

   내 그녀를 얻은 거요.

이야말로 값나가는 결혼이니

이제 나 가난하고 신세 곤란하여

   그녀와 마찬가지 !

그녀는 지도 쁘지도 않소,

1) 당시에는 부활 이 새해의 기 이 되었기에, 식으로 계산한다면 1261년 1월 1일에 해당된다. 사실 이 

시기( 림 과 공  사이)에는 결혼식을 치를 수 없었다. 1월 1일은 통 으로 ‘바보 축제’의 날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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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quante anz a en son escuele,

   C’est maigre et seche.

N’ai mais paour qu’ele me treche !

Despuis que fu neiz en la creche

   Diex de Marie, 

Ne fut mais tele espouzerie.

Je sui droiz foux d’ancecerie :

   Bien pert a l’uevre. 

Or dirat on que mal ce cuevre

Rutebuez qui rudement huevre :

   Hom dira voir,

Quant je ne porrai robe avoir.

A toz mes amis fais savoir

   Qu’il ce confortent, 

Plus bel qu’il porront ce deportent

(A cex qui ces noveles portent

   Ne doignent gaires !).

Petit douz mais prevos ne maires.

Je cuit que Dex li debonaires

   M’aimme de loing :

Bien l’ai veü a cest besoing.

Lai sui ou le mail mest le coing :

   Diex m’i at mis.

Or fais feste a mes anemis,

Duel et courrouz a mes amis.

   Or dou voir dire !

S’a Dieu ai fait courrouz et ire,

De moi se puet joier et rire,

   Que biau s’en venge.

Or me covient froteir au lange.

Je ne dout privei ne estrange

   Que il riens m’emble.

N’ai pas buche de chesne encemble ;

Quant g’i suis, si a fou et tremble :

   N’est ce asseiz ?

Mes poz est briziez et quasseiz

Et j’ai touz mes bons jors passe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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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밥그릇에 쉰 살을 담았으며 

   말라 비틀어졌소.

그녀가 날 오쟁이지울까 두려움은 없소이다.

구유통에서 마리아로부터

   하느님 나신 이래

이런 혼사가 있었던  없다오.

난 진정 오래 묵은 바보라,

   하는 일 보면 알 만하오.

뤼트뵈 , 거칠게 일하는 그 자는 

제 앞도 못 가린다고들 하겠지.

   사람들 말이 맞소,

나는 옷가지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내 친구들 모두에게 이를 알리니

   그들이 안을 얻고

할 수 있는 한 즐거워 마지않길 !

(이 소식 하는 이들에게는

   별 것 베풀지 말길 !)

총 도 지사도 더는 겁나지 않소.2)

생각건  선하신 하느님은 

   날 멀리서 사랑하신다오,

이 곤궁 속에서 깨달았소이다.

망치가 기를 박는 곳에 나 있소,

   하느님이 거기 두셨지요.

나는 내 원수들에게 환희를,

내 벗들에게 괴로움과 울화를 안겼소.

   이건 참말이오 !

내가 만약 하느님에게 울화와 분노를 안긴 바 있다면,

날 두고 기뻐하며 웃으실 수 있으리니

   그분은 훌륭히 복수하신 셈.

양털 옷에 맨살을 문 야 할 이오.

친지고 낯선 이고 무엇인들 가져갈까

   나 겁나지 않소.

참나무 장작이라곤 가진 게 없어,

내가 게 있다면, 반편이나무가 사시나무처럼 

   이 충분치 아니하오 ?               [떨어 오,3)

내 옹기는 부서져 조각났으며

내 좋은 시 은 다 지나보내 버렸소. 

2) 총 과 지사에게는 세 이나 벌 을 매기는 권한이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가진 것 없는 뤼트뵈 는 그들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총 과 지사의 임무에 해서는 ｢세상의 상태｣ 93행의 주석 참조. 

3) “fou”는 본래 ‘ 도밤나무’와 ‘바보’라는 두 가지 뜻을 갖는다. “tremble” 역시 ‘사시나무’라는 뜻의 명사, 혹은 

‘떨다’라는 뜻의 동사로 읽힐 수 있다. 이 말장난은 한편으로 ‘ 도밤나무와 사시나무가 있다’는 뜻을 이루며 

앞 시행과 연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보’인 시인 자신의 존재와 결부되어 ‘바보가 떨고 있다’는 의미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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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qu’en diroie ?

Nes la destrucions de Troie

Ne fu si granz com est la moie.

   Ancor i a :

Foi que doi Ave Maria,

S’onques nuns hons por mort pria,

   Si prist pour moi !

Je n’en puis mais se je m’esmai.

Avant que vaigne avriz ne mai

   Vanrra Quarenmes.

De ce vos dirai ge mon esme :

De poissont autant com de cresme

   Aura ma fame.

Boen loisir a de sauver s’ame :

or geünt por la douce Dame,

   qu’ele at loizir,

Et voit de haute heure gezir,

Qu’el n’avra pas tot son dezir,

   C’est sans doutance ! 

Or soit plainne de grant soffrance,

Que c’est la plus granz porveance

   que je i voie.

Par cel Seigneur qui tot avoie,

Quant je la pris, petit avoie

   Et elle mains.

Si ne sui pas ovriers de mains.

Hom ne saura la ou je mains

   Por ma poverte.

Ja ne sera ma porte overte,

Car la maisons est trop deserte

   Et povre et gaste :

Souvent n’i a ne pain ne paste.

Ne me blameiz ce ne me haste

   D’aler arriere,

Que ja n’i aurai bele chiere,

C’om n’a pas ma venue chiere

   Ce je n’aporte.

C’est ce qui plus me desconforte

que je n’oz entreir en ma porte

   A wide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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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더 이야기하리오 ? 

트로이의 멸도

내 것만큼 단치는 않소.

    있소이다. 

아베 마리아에의 믿음으로 말하니,

가 죽은 이 해 기도해 본  있다면, 

   날 해서도 기도해주길 ! 

더는 나 어 할 수 없소, 근심할밖에.

4월과 5월이 오기 에 

   사순 이 올 거요.

이에 내 생각을 말 드리면,

크림만큼의 생선을 

   내 마 란 먹을 거요.4)

자기 혼 구할 만큼 여유 하므로,

그녀는 다정하신 부인을 해 단식하길

   (여유가 있으니까),

 이른 시간부터 잠자리에 눕길 ―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얻지 못할 터,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 

그러니 큰 인내로써 충만하길 ― 

그것이 가장 훌륭한 양식이라,

   내 생각엔 그 소. 

모두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니와,

그녀를 얻을 때, 내 가진 것 었고

   그녀는 더 었소.

 나는 손일꾼이 아니오.

내 사는 곳 아는 이 없으리니 

   내 가난 때문이오. 

내 집 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터라,

집이 무도 황폐하며

   가난하고 텅 빈 탓.

빵도 반죽도 없는 이 잦소.

날 비난치 마시오, 서둘러

   귀가하지 않는단들.

집에서 좋은 낯을 보지 못할 거요. 

내가 와도 반기지 않는다오,

   가져오는 게 없다면. 

나를 가장 낙심  하는 건

감히 내 집 문 안으로도 못 들어간다는 일 ―

   빈손으로는. 

4) 크림과 생선은 사순  기간 동안 허락된 그러나 매우 비싼 음식이다. 결국 아내는 생선과 크림을 같이, 

 먹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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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iz coumant je me demaing ?

L’esperance de l’andemain,

   Si sunt mes festes.

Hom cuide que je fusse prestres,

Que je fas plus seignier de testes

   (Ce n’est pas guile)

Que ce ge chantasse Ewangile.

Hon se seigne parmi la vile

   De mes merveilles.

Hon les doit bien conteir au veilles,

Qu’il n’i aura ja lor pareilles,

   Se n’est pas doute.

Il pert bien que je ne vi goute.

Diex n’a nul martyr en sa route

   Qui tant ait fait.

C’il ont estei por Dieu deffait,

Rosti, lapidei ou detrait,

   Je n’en dout mie,

Car lor poinne fu tost fenie,

Et ce duerra toute ma vie

   Sanz avoir aise.

Or pri a Dieu que il li plaise

Ceste douleur, ceste mesaise

   Et ceste enfance

M’atourt a sainte penitance

Si qu’avoir puisse s’acointance.

Amen. Ex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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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  살아가는지 아시오 ? 

내일의 희망,

   그게 내 향연이오.

사람들은 내가 사제인  안다오,

내가 복음서를 노래해봤자

   (사기 치는 게 아니라오)

이보다 많이 머리에 성호를 진 않을 테니까.

도시 곳곳에서 성호를 는다오 ―

   나의 경이에 해. 

철야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와 비견할 일은 결코 없을 거라,

   의심할 것도 없소. 

분명 내 뵈는 것이 없었소.

하느님이 동행으로 거느린 순교자도

   이만한 자가 없소이다. 

하느님 해 그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구워지고 돌 맞고 육시를 당한들,

   내 의심치 않는 바,

그들의 고통은 곧 끝났으나,

이건 내 평생 계속될 것이며 

   쉴 틈도 없소.

이제 하느님에게 기도하니, 부디

이 고통, 이 곤경,

    이 아둔함을 

성스러운 참회로 셈하시어, 

내 그분의 친애를 얻을 수 있길. 

아멘.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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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encoumence la complainte Rutebeuf de son oeul

Ne covient pas je vos raconte

Coument je me sui mis a hunte,

Quar bien aveiz oï le conte

   En queil meniere

Je pris ma fame darreniere,

Qui bele ne gente nen iere.

   Lors nasqui painne

qui dura plus d’une semainne,

Qu’el coumensa en lune plainne.

   Or entendeiz,

Vos qui rime me demandeiz,

coument je me suis amendeiz

   De fame panrre.

Je n’ai qu’engagier ne que vendre,

Que j’ai tant eü a entendre

   Et tant a faire,

Et tant d’anui et de contraire,

Car, qui le vos vauroit retraire,

   Il durroit trop.

Diex m’a fait compaignon a Job :

Il m’a tolu a un sol cop

   Quanque j’avoie,

De l’ueil destre, dont miex veoie,

Ne voi ge pas aleir la voie

   Ne moi conduire.

Ci a doleur dolante et dure,

Qu’endroit meidi m’est nuit oscure

   De celui eul.

Or n’ai ge pas quanque je weil,

Ainsi sui dolanz et si me dueil

   Parfondement,

C’or sui en grant afondement

Ce par ceulz n’ai relevement

   qui juque ci

M’ont secorru, la lor merci.

Moult ai le cuer triste et marri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 자신의 에 한 ] 뤼트뵈 의 비탄

내 다시 이야기 안 드려도 되지요,

어  내가 치욕에 빠졌는지.

이미 이야기 들으셨지요,

   어떻게 해서 

쁘지도 귀엽지도 않은

마 라를 내 근래 얻었는지.1) 

   그때 생겨난 고생이

한 주 넘게 계속되었으니,

만월에 시작된 탓.2)

   자 들어보오,

내게 운(韻)을 청하신 여러분, 

아내를 얻은 덕에 

   어떤 이 나아졌는가.

담보 거리도 팔 거리도 내겐 없는데,

신경 쓸 일 그리 많고

   할 일 그리 많고

괴로움과 어려움 그리 많아,

여러분에게 이를 말 드리자면

   무 오래 걸릴 지경.

하느님은 날 욥의 동료로 삼으셨소.

그분은 나로부터 번에 

   가진 것 무엇이든 빼앗았다오,

오른쪽 으로는, 그게 더 잘 보이던 쪽인데,

가는 길마  알아보지 못해 

   나아갈 수 없소.

이야말로 고되고 끔 한 고통이니,

이 에는 낮조차 

   어두운 밤이오.

이제 내 원하는 것 무엇도 갖지 못하며

되려 괴롭고 고통스러움이 

   이리 심한지라

나는 깊은 나락에 처했소 ―

만약 나를 (그이들에게 감사드리는 바)

   지 껏 도와  이들에게서

안을 얻지 못한다면 말이오. 

내 마음 심히 슬 고 아  것은 

1) ｢뤼트뵈 의 결혼｣에 한 암시.

2) 보름 무렵의 결혼, 질병 등은 불길하게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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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cest mehaing,

Car je n’i voi pas mon gaaing.

Or n’ai je pas quanque je aing :

   C’est mes damaiges.

Ne sai ce s’a fait mes outrages.

Or devanrrai sobres et sages

   Aprés le fait

Et me garderai de forfait.

Mais ce que vaut quant c’est ja fait ?

   Tart sui meüz.

A tart me sui aparceüz

Quant je sui en mes laz cheüz

   Ce premier an.

Me gart cil Diex en mon droit san

Qui por nous ot poinne et ahan,

   Et me gart l’arme !

Or a d’enfant geü ma fame ;

mes chevaux ot brizié la jambe

   A une lice ;

Or wet de l’argent ma norrice,

qui m’en destraint et m’en pelice

   Por l’enfant paistre,

Ou il revanrra braire en l’aitre.

Cil sire Diex qui le fit naitre

   Li doint chevance

Et li envoit sa soutenance,

Et me doint ancor alijance

   Qu’aidier li puisse,

Et que miex son vivre li truisse,

Et que miex mon hosteil conduisse

   Que je ne fais.

Ce je m’esmai, je n’en puis mais,

Car je n’ai douzainne ne fais,

   En ma maison,

De buche por ceste saison.

Si esbahiz ne fu nunz hom

   Com je sui voir,

C’onques ne fui a mainz d’avoir.

Mes hostes wet l’argent avoir

   De son hosteil,

Et j’en ai preque tout ostei,

Et si me sunt nu li cos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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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환 탓,

서 이득 될 바를 못 찾겠소.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갖지 못하니

   그게 내 불행이오.

모르겠소, 내 지나친 행실로 이리 된 건지.

이제부터는 잖고 명해질 것이며

   (일 벌어진 뒤나마)

과오를 삼가리오.

허나 이미 일 끝난 뒤 무슨 소용 ? 

   마음 돌린 게 뒤늦구나. 

뒤늦게서 깨닫고 보니 

내 덫에 내가 빠져 있었소 ―

   이 첫 해부터.

우리 해 고생과 아픔 겪으신

하느님 그분이 내 바른 분별 지키시고 

   내 혼 지키시길 !

마 라는 애를 낳았고,

말은 울타리에 걸려

   다리가 부러졌고,

유모는 돈을 달라며 

나를 옥죄고 나를 몰아세우니,

   애 밥을 먹여야 한다는데, 

이러다 애가 집에 돌아와 울어 게 생겼소. 

그 애 태어나게 하신 주 하느님이

   그에게 양식을 주시고

생계거리도 보내시고,

내게도 로를 주시어

   그 애를 도울 수 있게 하시고,

그 애 먹고 살 거리를 잘 찾아주게 하시고,

내 집안을 잘 건사하게 하시길 ―

   지  하는 것보다는 !

나 근심할밖에, 더는 어 할 수 없소,

이 계  버틸 장작이라곤

   내 집에

한 묶음 한 짐도 없으니. 

어느 가 괴로움 겪었다 해도

   진정 나만큼은 아니오, 

이만큼 돈 없던 이 없소.

내 집주인은 자기 집으로 

   돈을 벌려 하나,

내가 집안을 거의 다 들어먹었고,

구리 헐벗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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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e l’iver,

Dont mout me sunt changié li ver

(Cist mot me sunt dur et diver)

   Envers antan.

Par poi n’afoul quant g’i enten.

Ne m’estuet pas tenneir en ten,

   Car le resvuoil

Me tenne asseiz quant je m’esvuoil ;

Si ne sai, se je dor ou voil

   Ou se je pens,

Queil part je panrrai mon despens

De quoi passeir puisse cest tens :

   Teil siecle ai gié.

Mei gage sunt tuit engaigié

Et d’enchiez moi desmenagiei,

   Car g’ai geü

Trois mois, que nelui n’ai veü.

Ma fame ra enfant eü,

   C’un mois entier

Me ra geü sor le chantier.

Ge [me] gisoie endementier

   En l’autre lit,

Ou j’avoie pou de delit.

Onques mais moins ne m’abelit

   Gesirs que lors,

Car j’en sui de mon avoir fors

Et s’en sui mehaigniez dou cors

   Jusqu’au fenir.

Li mal ne seivent seul venir ;

Tout ce m’estoit a avenir,

   C’est avenu.

Que sunt mi ami devenu

Que j’avoie si pres tenu

   Et tant amei ?

Je cuit qu’il sunt trop cleir semei ;

Il ne furent pas bien femei,

   Si sunt failli.

Iteil ami m’ont mal bailli,

C’onques, tant com Diex m’assailli

   E[n] maint costei,

N’en vi .I. soul en mon os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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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맞닥뜨렸으니

내 시가 크게 바 어3)

(이 말 내겐 드세고도 사납구나)

   작년과 같지 않소. 

이를 궁리하자니 바보가 될 이오.

날 무두질하려면 문질러  것도 없소,

   잠 깨는 일로

깨어날 때마다 심히 닦달당하니까.

모르겠소, 잠을 자도 밤을 새도

   생각을 해 도, 

어느 구석에서 쓸 돈을 찾아내어 

이 시  보낼 수 있을는지.

   내 팔자가 이 다오. 

담보할 것은 다 담보로 잡

집에서 털어냈으니, 

   내가 드러 운

석 달간, 아무도 못 보았던 탓. 

마 라는 애를 낳고

   한 달 내내 

내 침소에 드러 웠으며,

나 자신은 그동안 

   다른 침 에 웠으나 

별 재미를 못 보았소.

워있는 일이 이때만큼 내게  

   재미없던 이 없는데, 

나 가진 것 없는 처지에

몸에는 우환이 들어

   죽는 날까지 이럴 터이기 때문. 

불행은 홀로 올 을 모른다오,

내게 닥칠 일 모두

   닥쳐 버렸소.

내 친구들은 어 되었나,

내가 그토록 가까이 하고

   그만큼 사랑했던 이들은 ? 

생각건  그들은 무 성기게 씨 뿌려졌소,

거름이 충분치 않아

   사라져버렸소. 

이 친구들은 날 푸 하여

하느님이 날 사면에서

   치시는 동안

단 한 명 내 집에서 볼 수 없었소.

3) ｢겨울의 그리에슈 노름｣ 6-7행  해당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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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cui li vens les m’at ostei,

   L’amours est morte :

Se sont ami que vens enporte,

Et il ventoit devant ma porte,

   Ces enporta,

C’onques nuns ne m’en conforta

Ne riens dou sien ne m’aporta.

   Ice m’aprent

Qui auques at, privei le prent ;

Et cil trop a tart ce repent

   Qui trop a mis

De son avoir a faire amis,

Qu’il nes trueve entiers ne demis

   A lui secorre.

Or lairai donc Fortune corre,

Si atendrai a moi rescorre,

   Se jou puis faire.

Vers les bone gent m’estuet traire

Qui sunt preudome et debonaire

   Et m’ont norri.

Mi autre ami sunt tuit porri :

Je les envoi a maitre Horri

   Et cest li lais,

C’on en doit bien faire son lais 

Et teil gent laissier en relais

   Sens reclameir,

Qu’il n’a en eux riens a ameir

que l’en doie a amor clameir.

   [Or prie Celui

Qui trois parties fist de lui,

Qui refuser ne set nului

   Qui le reclaime,

Qui l’aeure et seignor le claime,

Et qui cels tempte que il aime,

   Qu’il m’a tempté,

Que il me doinst bone santé,

Que je face sa volenté]

   Mais cens desroi.

Monseigneur qui est fiz de roi

Mon dit et ma complainte envoi,

   Qu’il m’est mest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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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  바람이 그들을 앗아갔으니,

   사랑은 죽어버렸소.

이 친구들일랑 바람이 쓸어가며,

내 집 문 앞에 바람이 불었고

   그들을 쓸어갔으니,

결코 구도 날 안하지 않았으며

자기 것 조 도 내게 가져오지 않았소.

   이 게 나 배웠으니,

가 조 이라도 가졌다면, 친지가 그걸 얻어가며,

친구 만드는 데 자기 재산을

   무 많이 쓴 자는

무 뒤늦게 후회하오,

그가 친구들을 찾을 땐, 심은커녕 반심으로도 

   자기 도울 이 없기 때문. 

이제 운명이 지나가게 놔두고

스스로를 도우려 애쓸 것이오 ―

   내 할 수 있다면.

나는 선한 이들 쪽을 향해야 하오,

인이시며 그럽고

   나를 먹여 살렸던 분들이라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썩었기에

나 그들을 오리 선생에게 보내4)

   넘겨 버리오, 

그런 자들일랑 단념해 버리고서 

구석으로 치워버리는 것이 마땅하며

   간청할 일도 없소,

그들에게는 사랑할 것이 없고

사랑이라 부를 것도 없다오. 

   이제 기도하니,

스스로 세 부분을 이루신 분,

그분에게 간청하는, 그분을 경애하며

   주님이라 부르는

구도 내칠  모르시는 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시험하시는 분에게 

   (그분이 나를 시험하 으니)

그분이 내게 건강을 주시어

내가 그분 뜻을 행함에

   이제 흔들림 없기를. 

왕의 아들인 나으리에게 

내 이야기와 내 비탄을 보내니,

   그가 내게 필요하기 때문, 

4) 오리는 13세기 리에서 오물처리를 담당한 자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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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l m’a aidié mout volentiers :

C’est li boens cuens de Poitiers

   Et de Toulouze.

Il saurat bien que cil golouze

Qui si faitement se doulouze.

Explicit.

163

그가 참으로 기꺼이 날 도와주었기 때문이라,

그는 푸아티에와 

   툴루즈의 훌륭한 백작이오.5)

이토록 괴로워하는 이가

갈구하는 것 그는 잘 알아주리다. 

結.

5) 루이 9세(Louis IX)의 동생 알 스 드 푸아티에(Alphonse de Poitiers)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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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coumence la repentance Rutebeuf

I

Laissier m’estuet le rimoier,

Car je me doi moult esmaier

Quant tenu l’ai si longuement.

Bien me doit li cuers larmoier,

C’onques ne me soi amoier

A Deu servir parfaitement,

Ainz ai mis mon entendement

En geu et en esbatement,

C’onques n’i dignai saumoier.

Ce pour moi n’est au Jugement

Cele ou Deux prist aombrement,

Mau marchié pris a paumoier.

II

Tart serai mais au repentir,

Las moi, c’onques ne sot sentir

Mes soz cuers que c’est repentance

N’a bien faire lui assentir.

Comment oserai je tantir

Quant nes li juste auront doutance ?

J’ai touz jors engraissié ma pance

D’autrui chateil, d’autrui sustance :

Ci a boen clerc, a miex mentir !

Se je di : « C’est par ignorance,

Que je ne sai qu’est penitance »,

Ce ne me puet pas garentir.

III

Garentir ? Diex ! En queil meniere ?

Ne me fist Diex bontés entiere

Qui me dona sen et savoir

Et me fist en sa fourme chiere ?

Ancor me fist bontés plus chiere,

Qui por moi vout mort resovoir.

Sens me dona de decevoir

L’Anemi qui me vuet a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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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트뵈 의 회개 

I

운(韻) 짓기를 나 그만두어야 하노라,

그 노릇 이토록 오래 손에 쥐었더니

심히 근심할 만하구나.

내 마음은 실로 물지어야 하리,

하느님 온 히 섬기는 데 

결코 내 자신 바칠  몰랐고,

나의 분별력을 

놀이와 장난에 쏟았으되

시편을 노래하려 하진 않았으니. 

만약 심  때 나의 편에 

하느님 깃들었던 여인이 없다면

망친 장사에 손 을 마주친 꼴이로다.1) 

II

회개해도 그땐 늦은 일이 될 터, 

불 하구나, 나는 ! 내 어리석은 마음은

회개가 무엇인지도 느낄 도

선을 행하는 데 동의할 도 몰랐도다. 

어  내 감히 입을 뻥 하랴,

의인(義人)들조차 두려워 할 그때 ? 

남의 재산, 남의 생계로 

매일 내 배를 불려왔노라.

이야말로 훌륭한 성직자라,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 

행여 “그건 무지로 인함이니,

는 참회가 뭔지 모르는 탓입니다,” 말해본들, 

이는 날 지켜주지 못하리라.

III

지켜주다니 ? 하느님 ! 무슨 수로 ? 

하느님이 내게 온 한 선의를 보이시지 않았는가,

내게 지각과 지식을 주시고

자신의 모습 로 내 얼굴을 빚으시지 않았는가 ? 

더욱 귀 한 선의를 내게 보여

나를 해 기꺼이 죽음을 당하셨도다. 

그분은 내게 지각을 주셨으니,

자기가 본래 있던 감옥에 나를 잡아 

1) 거래의 체결을 나타내는 례  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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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mettre en sa chartre premiere,

Lai dont nuns ne se peut ravoir

Por priere ne por avoir :

N’en voi nul qui revaigne arriere.

IV

J’ai fait au cors sa volentei,

J’ai fait rimes et s’ai chantei

Sus les uns por aux autres plaire,

Dont Anemis m’a enchantei

Et m’arme mise en orfentei

Por meneir au felon repaire.

Ce Cele en cui toz biens resclaire

Ne prent en cure m’enfertei,

De male rente m’a rentei

Mes cuers ou tant truis de contraire.

Fusicien n’apoticaire

Ne m’en pueent doneir santei.

V

Je sai une fisicienne

Que a Lions ne a Vienne

Non tant com touz li siecles dure

N’a si bone serurgienne.

N’est plaie, tant soit ancienne,

Qu’ele ne nestoie et escure,

Puis qu’ele i vuelle metre cure.

Ele espurja de vie oscure

La beneoite Egyptienne :

A Dieu la rendi nete et pure.

Si com est voirs, si praigne en cure

Ma lasse d’arme crestienne.

VI

Puisque morir voi feble et fort,

Coument panrrai en moi confort,

Que de mort me puisse deffendre ?

N’en voi nul, tant ait grant effort,

Que des piez n’ost le contre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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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으려는 원수를 속이도록 하심이라,

기도로나 재물로나

그곳에서는 구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군가 되돌아 나오는 것을 본 이 없노라. 

IV

나는 몸이 바라는 로 해주었다, 

나는 운을 맞추고 노래를 불러 

한편에 맞서서 다른 편의 마음에 들고자 했다, 

이리하여 원수가 나를 미혹하고

내 혼을 고아 처지에 빠뜨려

끔 한 처소로 데려가려 하 다. 

빛나는 모든 선을 품에 담은 그녀가

나의 환우(患 )를 돌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그 속에서 나는 숱한 장애를 보니)

잘못된 으로 내게 갚은 것이다. 

의사도 약사도 

나를 고쳐 건강  할 수 없도다. 

V

나는 여의사 한 명을 알고 있으니,

리옹에도 비엔에도,

세상 끝까지 가본다 하더라도,

그처럼 훌륭한 여의원은 없다. 

어떤 상처도, 아무리 오래된 것이든, 

그녀가 돌보려 한다면 

씻고 닦아내지 못할 것이 없다. 

그녀는 암흑의 삶으로부터 

축복받은 이집트 여인을 정화하 으며,2)

깨끗하고 순결하게 신께 돌려보내었다. 

진실이 그러하므로, 그녀가 돌보아주기를,

불 한 내 기독교도의 혼을 ! 

VI

보아하니 약한 자도 강한 자도 죽기 마련인데,

죽음으로부터 나를 지켜

안을 어떻게 내 안에서 얻으랴 ? 

구든, 엄청나게 애를 써보았자,

그것에 발  받침을 뺏기지 않는 자 본  없으니,

2) “축복받은 이집트 여인”이란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를 가리킨다. 그녀는 본래 창녀 으나 성모의 기  덕택에 

회심하여 은수 생활을 했다고 해진다. 뤼트뵈 가 쓴 ｢이집트 여인 성녀 마리의 생애(La vie de sainte 

Marie l’Égyptienne)｣는 그녀를 다룬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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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fait le cors a terre estendre.

Que puis je fors la mort atendre ?

La mort ne lait ne dur ne tendre

Por avoir que om li aport.

Et quant li cors est mis en cendre,

Si couvient l’arme raison rendre

De quanqu’om fist jusqu’a la mort.

VII

Or ai tant fait que ne puis mais,

Si me covient tenir en pais.

Diex doint que ce ne soit trop tart !

J’ai touz jors acreü mon fait,

Et j’oi dire a clers et a lais :

« Com plus couve li feux, plus art. »

Je cuidai engignier Renart :

Or n’i vallent enging ne art,

Qu’asseür [est] en son palais.

Por cest siecle qui se depart

Me couvient partir d’autre part.

Qui que l’envie, je le las.

Ex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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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땅바닥에 몸뚱이를 뻗는 것이다. 

죽음을 기다리기밖에 내 무엇을 할 수 있나 ? 

재물 따 를 가져다 다 한들

죽음은 굳센 자도 무른 자도 놓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몸뚱이가 재로 흩어질 때

혼은 해명해야 하노라,

죽기 까지 한 일 무엇에 해서든.

VII

할 만큼 하여 더 이상은 할 수 없구나,

나는 평정을 지켜야 한다.

하느님이 보살피시길, 무 늦은 일이 아니도록!

나는 매일같이 업을 키워왔으며,

성직자들과 속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불은 은근할수록 더 뜨겁게 타는 법이다.”

나는 르나르를 꾀었노라 믿었다,

헌데 꾐도 재주도 쓸모가 없어, 

그는 제 궁 에서 안락하다. 

이 세상은 사라져가는 것이라,

나는 다른 쪽으로 떠나가야 한다.

가 돈을 올리든, 나 이 을 버리노라.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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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Sens de la pauvreté chez Rutebeuf

MOON Sung-Wook

Département 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Cette étude a pour but d’éclairer un thème crucial dans la poésie de Rutebeuf : la pauvreté. 

Celle-ci apparaît de façon récurrente tout au long de son œuvre, soit en tant qu’objet d’ob-

servations, soit en tant que cause de sa propre détresse. Notre choix est né de l’hypothèse selon 

laquelle résiderait là une clé pouvant expliquer sa perception de la réalité, sa conscience de soi, 

de même que ses principes poétiques.

  Dans la première partie, nous avons analysé ses poèmes traitant de l’indigence d’autrui. Mais, la 

pauvreté étant une rude réalité de son temps, il nous fallait auparavant procéder à un survol pré-

liminaire du contexte historique. 

  Vers le XIIIe siècle, au fur et à mesure que se développe l’économie d’échange, le problème 

de la pauvreté pèse sur toute la société, notamment la population urbaine. Cette évolution s’ac-

compagne d’un changement sur le plan idéologique. On insiste plus que jamais sur la vertu de 

la charité. Pourtant les pauvres doivent éprouver l’aliénation, en partie à cause de ces efforts 

même d’assistance, qui les réduisent à des objets passifs. Par ailleurs, en même temps que sub-

siste certaine idée ancienne considérant la pauvreté comme racine des vices, se répandent, der-

rière le slogan de la charité, des sentiments d’inquiétude et de mépris à l’égard des pauvres, et 

leur marginalisation s’en trouve accrue.  

  Ensuite, en tenant compte du rapport entre cette idéologie et les idées de l’auteur envers la 

pauvreté, nous avons engagé la recherche proprement dite sur les poèmes de Rutebeuf. Dans ses 

pièces didactiques, il exalte la charité, bien entendu au profit des pauvres, tout en dénonçant 

l’avarice et la cupidité, mais on remarque que ceux-ci sont seulement censés simples objets de la 

bienfaisance (Les Plaies du monde). D’ailleurs, ses manières bienveillantes ne sont pas même 

constantes. Tantôt il réprimande leur avidité et leur paresse (L’État du monde), tantôt il ridicul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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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rs tourments (Le Dit des ribauds de Grève). En aucun cas il n’échappe à la doxa de son temps, 

ni aux comportements qui en découlent. 

  Notre examen se complète par la lecture des pièces polémiques contre les Ordres mendiants. La 

conception idéologique de la pauvreté y occupe une fonction primordiale. D’une part, en s’appuy-

ant sur l’idée répandue qui rapporte la pauvreté à la perversion morale, Rutebeuf prétend que celle 

des Ordres n’est pas un signe de vertus, mais de vices. D’autre part, il déplore les dommages que 

ces faux pauvres font subir aux vrais. Le malaise et le doute à l’égard des pauvres étant des sen-

timents largement partagés à cette époque, Rutebeuf peut y trouver un argument d’une remarqu-

able efficacité. Mais, de ce fait même, la pauvreté reste un pur instrument de débat, au lieu d’en 

constituer le sujet central. Cela nous entraîne à conclure que Rutebeuf n’assume pas le rôle de 

porte-parole des indigents. 

  Cependant, nous avons cru qu’il serait possible de dégager des poèmes consultés jusqu’ici une 

autre valeur dévolue à la pauvreté. Malgré la dimension typique des motifs concernant la pauv-

reté, leur fréquence dans ces pièces qui se réfèrent à la réalité est significative en soi. Puisque 

la réalité du poète est la ville, où la richesse devient une mesure sociale, cet usage obsessionnel 

du thème de la pauvreté témoigne à lui seul de sa sensibilité envers une réalité en mutation.

  La deuxième partie aborde les « poésies personnelles », où son regard se détourne vers 

lui-même. Dès lors, toutes les contraintes idéologiques pesant sur les pauvres se portent sur ce 

pauvre poète. Nous nous sommes efforcés de mettre à jour le mécanisme et les effets de ce 

changement. 

  Selon ses confidences, les malheurs de Rutebeuf proviennent de ses propres fautes, à savoir le 

jeu de dés, le vin et le mariage raté (La Griesche d’hiver, La Griesche d’été, Le Mariage 

Rutebeuf). Mais il faut y voir, plutôt qu’une autobiographie, un topique traditionnel, que l’on 

peut retrouver dans de nombreux textes du Moyen Âge. Cependant, l’emploi de ce topique n’est 

pas sans rapport avec l’existence réelle du poète, puisqu’il est jongleur, et que, pour gagner sa 

vie, il a besoin de provoquer parmi son auditoire à la fois la pitié et le plaisir. Recourant donc 

à l’autodérision, il joue volontairement le rôle de « pauvre fou », écrasé par les contingences du 

temps présent, sans aucun ressort ni espoir. Mais, à travers la description de ses défauts, la réal-

ité concrète vient pénétrer sa poésie, qui apparaît alors paradoxalement d’une plus grande ri-

chesse à nos yeux. 

  Nous avons aussi prêté attention au fait que toutes les poésies personnelles comportent une cri-



137

tique, explicite ou non, de la société corrompue. Cette accusation n’est au fond qu’une reprise des 

leçons morales à propos de la « disparition de la charité », mais le point de vue et la voix insolite 

du pauvre permettent des procédés poétiques plus complexes, conférant par là une force vivante à 

chaque lieu commun. L’alternance entre la première et la troisième personne transforme une anec-

dote triviale du pauvre en exemplum à portée générale (La Griesche d’hiver). L’intrusion du ton 

brutal produit un effet de choc et fait éclater la gravité de sa douleur (La Paix de Rutebeuf). 

Marginalisé dans un coin du monde, le pauvre ne saurait énoncer aucune vérité universelle. 

Pourtant, fondée sur les expériences vécues, sa parole acquiert une véracité singulière. Et sa vision 

étroite et contournée sert de moyen idoine pour l’observation de l’envers du monde fragmenté de 

la ville, qui exclut les pauvres de sa prospérité (La Complainte Rutebeuf). 

  Les poésies personnelles, qui oscillent ainsi entre l’autodérision et la critique, nous révèlent 

également sa conscience. Il semble accepter l’humilité comme condition inéluctable du quémandeur 

et dénier toute valeur à sa production, sinon celle de requête (La Complainte Rutebeuf). Mais son 

humilité est ambivalente, notamment quand il se repent de la vie pécheresse de jongleur (La 

Repentance Rutebeuf), puisqu’il n’est pas sans raison contre la condamnation religieuse et sociale 

des jongleurs. Il trouve un prétexte utile dans sa situation pénible qui l’oblige à vivre de son trav-

ail, et s’efforce ainsi à garder un peu d’espérance de salut pour lui-même, et à revendiquer quel-

que droit de cité pour son travail qui est « œuvre » poétique (Le Mariage Rutebeuf). 

  Enfin, la dernière partie est consacrée à l’analyse de La Pauvreté Rutebeuf, un cas exemplaire 

où se concentrent tous les aspects de la pauvreté de ce poète, qui nous permettra de proposer 

une synthèse de notre démarche. De plus, cette pièce nous fournit une occasion de discerner les 

effets de la voix du pauvre sur le langage poétique. L’annominatio, figure rhétorique tradi-

tionnelle, se trouve troublée par cette voix et tombe dans les jeux de mots apparemment in-

congrus, ce qui suggère l’écart entre le poète et l’ordre du monde. Tout en faisant la plaisante 

satire de celui-ci, il laisse paraître simultanément la culpabilité et l’anxiété du jongleur. Cette 

ambiguïté se trahit par les vers discordants qui heurtent la norme, et conduit à un renouvelle-

ment poétique.

  Chez Rutebeuf, les figures de la pauvreté ne sont guère homogènes. Le poète semble parfois 

seulement reproduire des topiques tout imprégnés de l’idéologie de son temps. Au cours de ce 

processus de reproduction, cependant, il réussit à en produire des variations, qui amènent à 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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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contradictions irréductibles de la réalité et par là même, celles du poète. Les entraves de 

l’idéologie ainsi servent d’aliments à la poésie.

Mots-clés : pauvreté, ville, jongleur, conscience de soi, idéologie

Numéro d’étudiant : 2009-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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