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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중세 궁정 로맨스는 사랑에 빠진 여성 주체를 봉건 가부장제 시스템의 

자발적 참여자로 창조한다. 최초의 로맨스 텍스트로 여겨지는 12세기 프랑

스 로맨스 『에네아스 이야기』는 당대 “여성의 교통”의 담론들이 수렴하는 

주목할 만한 교차점을 제공한다. 여성의 거취에 관한 남성 담론의 각축장 

위에서 여성의 욕망, 행위주체성, 동의는 남성의 이익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

원된다. 사랑에 빠진 두 여성 라빈과 디도의 상반되는 운명은 여성의 욕망

이 남성 영웅의 왕조 형성 의제에 부합할 때라야만 수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14세기 영국 로맨스 『햄튼의 베비스』는 사랑을 통해 구성된 여

성 주체성 면면의 기이한 확대판을 제시함으로써 그 본질에 대한 분석적 통

찰을 가능케 한다. 주인공 베비스가 애정 관계에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

는 반면, 사라센 공주 조시안은 이례적일 정도로 강인한 의지와 비상한 기

지를 발휘해 연인의 역할을 독점한다. 베비스를 향한 조시안의 맹목적 헌신

은 그의 퇴행적 폭력성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서사 전반을 

지배하는 여성의 부정에 대한 남성의 불안을 드러내는 한편 그 불안을 해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능한다. 제프리 초서는 『기사 이야기』에서 중세 로

맨스의 이러한 장르적 기획을 흥미롭게 비틀어 보인다. 아마존 공주 에밀리

는 처녀로 남고 싶다는 소망을 포기함으로써 테세우스의 남성적 기사도 질

서 유지의 프로그램에 순응한다. 그러나 에밀리는 자신의 “사랑의 운수”를 

통제하는 남성 세계에 대한 관조적 자의식을 획득하며, 이는 궁정식 사랑의 

전통에 관한 초서의 비판적 이해를 반영한다. 일견 전복적인 것처럼 보이나, 

중세 로맨스의 사랑에 빠진 여성의 등장은 궁극적으로 봉건 귀족 사회의 가

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지탱한다.  

주요어 : 중세 로맨스, 궁정식 사랑, 여성, 주체성, 여성주의, 페미니즘, 

『에네아스 이야기』, 『햄튼의 베비스』, 『기사 이야기』 

학  번 : 2015-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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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는 성을 상상해야 한다. . . . 안에는 남자들이 많고, 여성은 숙

녀/귀부인 한 사람과 그녀가 거느린 처녀들로 아주 적다. 이들 주위

로 남성 가솔 전체, 곧 하위 귀족들, 토지 없는 기사들, 종자들, 시

동들까지, 성벽 저편의 소작농에 비하면 충분히 거만한 자들이지만 

숙녀에 비해서는 그녀의 남편/영주에게 그러하듯 봉건적으로 열위

에 있는 이들이 모여든다. 봉건적 언어에 따르면 숙녀가 거느리는 

‘남자들’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곳의 ‘예의범절’은 그녀로부터 

흐른다. 모든 여성적 매력이 그녀와 처녀들로부터 나온다.

We must picture a castle. . . . There are many men in it, and 

very few women—the lady, and her damsels. Around these 

throng the whole male meiny, the inferior nobles, the landless 

knights, the squires, and the pages—haughty creatures enough in 

relation to the peasantry beyond the walls, but feudally inferior 

to the lady as to her lord—her ‘men’ as feudal language had it. 

Whatever ‘courtesy’ is in the place flows from her: all female 

charm from her and her damsels. (12)

C. S. 루이스(C. S. Lewis)는 중세 궁정식 사랑의 풍경을 위와 같이 묘사

한다. 이 그림 속에서 영주의 아내인 ‘숙녀’는 봉건 귀족·기사 계급 남성 공

동체에서 궁정식 사랑의 동력을 제공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한다. 루이스는 

궁정식 사랑의 남녀 관계가 본질적으로 봉건 가신과 주군 사이의 관계를 긴

밀하게 본뜬 것이었으며(2), 궁정에서 숙녀는 “그녀의 사회적·봉건적 위치에 

의거해 . . . 예의의 중재인”(by her social and feudal position . . . the 

arbitress of manners; 13)으로 기능했다고 주장한다. 루이스가 궁정식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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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요소로 꼽는 예의범절(Courtesy)은 봉건 영주가 지닌 권력의 연

장선상에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궁정 내의 남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이 되었다. 그렇게 “오직 예의바른 이만이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이야

말로 그들을 예의바르게 만드는”(only the courteous can love, but it is 

love that makes them courteous; 2) 법칙이 지배하는 궁정 세계에서 숙녀

에 대한 사랑과 예의범절은 단단히 엮여 서로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미혼 

남성들이 지체 높은 숙녀에게 (성애가 배제되지 않은) 경애를 바치는 이 풍

경은, 중세 궁정식 사랑에 대한 루이스의 정의가 실제 궁정 로맨스 텍스트

의 많은 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오늘날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세 

로맨스의 사랑과 남녀 관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밑그림을 제

공한다. 여성에게 남성을 길들일 권력을 쥐어 주는 이 “사랑의 종

교”(Religion of Love; 2)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궁정식 사랑은 

과연 중세 여성에게 가부장제의 복속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얼마나) 열

어준 것일까?

루이스를 비롯해 궁정의 숙녀를 액면 그대로 권력의 중심에 선 여주인으

로 이해하는 초기 연구는 궁정식 사랑을 당대 사회의 규범적 이데올로기로 

파악하는 역사적 통찰을 통해 반박되거나 대체되었다.1) 조르주 뒤비

(Georges Duby), 에리히 쾰러(Erich Köhler) 등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궁정

식 사랑의 담론적 속성에 주목하고, 궁정식 사랑이 가부장적 봉건 사회의 

계급 갈등을 다스리기 위해 형성된 규범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뒤비는 12세

기 서유럽 봉건 사회의 장자상속제가 남성 귀족 집단을 소수의 기득권 기혼

층과 다수의 미혼층으로 분절시켰다고 파악하고, 이러한 사회적 긴장을 바

1) 성모 마리아 숭배나 고대 게르만의 여성숭배 문화 등에서 궁정식 사랑의 유래를 찾는 초
기 연구들은 궁정식 사랑의 숙녀에게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다. 궁정식 사랑
의 정의, 역사적 실재 여부, 유래 등에 관한 비평의 역사는 로저 보즈(Roger Boase)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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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궁정식 사랑이 ‘문명화’ 이데올로기로 부상했다고 주장한다. 뒤비에 

따르면, 궁정식 사랑의 규범은 결혼과 재산 상속으로부터 소외된 미혼 남성

을 교화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이 귀족 여성과 봉건 질서에 미칠 위협을 단속

했다. 궁정은 기혼의 영주가 미혼 기사들을 거느리는 교육 기관이었으며, 

영주의 아내로서 미혼 기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숙녀는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했다(The Knight, the Lady 

219-21). 뒤비는 궁정 로맨스와 궁정식 사랑이 마초적 봉건 사회에 “남성

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더 나은 방식으로 배치할 행동 규범”(a code of 

behaviour which would arrange relations between men and women in a 

better way) 역시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교육적”(pedagogic; Eleanor of 

Aquitaine 67) 장르로서 궁정 로맨스는 남성에게 여성 앞에서 갖춰야 할 

“예의범절”(courtesy; Eleanor of Aquitaine 98)과 “교양의 규칙들”(rules of 

civility; Eleanor of Aquitaine 99)을 제시했고, 남성이 여성의 의사를 존중

하고 여성의 사랑을 얻기 위해 힘쓰도록 규범화했다는 것이다.2) 하지만 뒤

비의 궁정식 사랑 모델에서 실제로 핵심이 되는 것은 숙녀와 기사의 남녀 

간 관계가 아니라 영주와 기사, ‘장년층’과 ‘청년층’의 남성 간 관계임이 분

명하다.

여성주의 비평가들은 궁정식 사랑을 중세 봉건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파악

하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궁정식 사랑의 담론이 실제로는 여성

을 주변화할 뿐 아니라 가부장제의 여성 종속을 윤색한다는 통찰을 제시해 

왔다.3) 궁정식 사랑의 여성주의 비평은 중세 궁정 문학이 여성의 지위를 격

2) 궁정식 사랑을 12세기 서유럽 봉건 사회의 교화적 담론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궁정식 사
랑의 연원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려 시도한 최근 연구는 스티븐 C. 재거(Stephen C. 
Jaeger) 참조. 재거는 남성적 덕(virtue)에 기반한 고전 시대의 동성유대적 관계인 ‘고귀하
게 만드는 사랑’(ennobling love)이 12세기 세속 사회의 도덕주의적 교화를 위해 이성 간 
사랑의 형태로 동원된 결과물이 궁정식 사랑의 담론이라고 주장한다(150-51). 

3) 조안 켈리-가돌(Joan Kelly-Gadol)의 연구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중세 궁정 숙녀의 지
위를 높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예외적인데, 여성에게는 ‘역사의 진보’가 남성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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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는 겉모습 이면에 반대로 여성을 교묘하게 배제하고 있음을 논증한

다. 조안 M. 퍼랜티(Joan M. Ferrante)는 서정시와 로맨스 등 중세 궁정 

문학의 중심 제재인 여성이 기실 남성의 이상이나 판타지가 투영된 추상이

나 상징에 불과하다는 분석(Woman as Image 65)을 통해 궁정식 사랑의 

여성주의 비평의 초석을 놓았다. 퍼랜티는 남성이 주도하는 궁정 문학에서 

여성과의 사랑은 여성 인격과의 관계가 아니라 남성 자아의 완성을 표상한

다고 관찰하고(74), 궁정 로맨스에서 “추상으로 취급받는 여성과 여성으로 

의인화된 추상”(women treated as abstractions and abstractions 

personified as women; 65)이 혼동되는 동안 텍스트에서 역사적 여성이 부

재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E. 제인 번즈(E. Jane Burns)와 로버타 L. 크루거

(Roberta L. Krueger)는 중세 궁정 문학에서 여성이 추상적 기호에 불과하

다는 퍼랜티의 비평을 발전시켜, 궁정식 사랑의 남성 담론이 이 ‘가상의’ 여

성을 어떻게 가부장적 젠더 위계에 종속시키는지 탐구한다.

여성의 문학적 재현을 향한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궁정다움

의 남성적 이데올로기 안에 기호로서의 여성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남성의 개인성과 사회적 유대에 가치를 부

여하는 이 시스템은 또한 여성의 잠재적 권력과 영향력을 전용하는 

경향이 있다. 궁정식 사랑은 여성성을 이상화하면서 남성/여성 관계

의 긴장을 사랑의 눈속임으로 치장한다. 이것이 궁정식 사랑의 ‘신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켈리-가돌은 중세 궁정의 숙녀가 후원자의 지위
를 통해 궁정 로맨스의 생산에 주체적으로 관여했을 뿐 아니라, 기사가 숙녀에게 복종을 
맹세하는 궁정식 사랑의 관습이 남녀 간 “비가부장적”(nonpatriarchal; 144) 관계를 주선
했으며 귀족 여성에게 자율성과 능동성을 부여하는 해방구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141-48). 그러나 쉴라 피셔와 재닛 E. 핼리(Sheila Fisher and Janet E. Halley)가 지적
하듯 켈리-가돌의 분석은 동시대 법률이나 관습에서 유추되는 귀족 여성의 지위적 제약
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셔와 핼리는 켈리-가돌이 “문학 텍스트와 역사적 현실 간의 직접
적인 지시성”(direct referentiality between literary text and historical reality; 9)을 상정
하고 중세 궁정 로맨스의 문학적 재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문학의 이데올로기
적 속성을 간과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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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 과정이다.

Such approaches to woman’s literary representation ultimately 

ask how women fit as signs within a masculine ideology of 

courtliness. The system that valorizes male individuality and 

social bonds also tends to appropriate woman’s potential power 

and influence. As courtly literature idealizes femininity, it dresses 

up the tensions of male/female relationships in the guise of love. 

Such is the “mystification” process of courtly love. (Burns and 

Krueger 214-15)

번즈에 따르면 서정시에서 관계의 실질적 주도권은 언제나 남성 화자에게 

있으며, “숙녀를 군림하는 위치로 격상시킨다고 그렇게 자주 인정받아 왔던 

봉건적 은유야말로 사실 그녀를 길들이고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이다”(the 

feudal metaphor, so often credited with elevating the Lady to a position 

of dominance, is the very means toward taming and subjugating her; 

“The Man behind the Lady” 267). 같은 문제의식에서 크루거는 로맨스의 

지체 높은 숙녀가 낮은 신분을 자처하는 기사들에 의해 교환의 대상이 되는 

구조를 포착하고, 그 남성 간 여성의 교환이 기사도 사회의 명예와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은폐되고 있음을 규명한다(“Love, Honor, and the 

Exchange” 304-06).4) 이렇게 중세 로맨스가 남성 간 여성의 교환을 궁정

식 사랑으로 윤색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위협이 성애화되고 도구

4) 크루거는 궁정식 사랑이 여성 종속의 이데올로기임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동시에, 궁정
식 사랑 담론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 참여했을 여성 후원자와 독자들의 존재를 비평적으
로 상상한다는 점에서 여타 연구와 구분된다. 크루거는 크레티앙 드 트루아(Chretien de 
Troyes)의 “로맨스가 여성의 교환을 신비화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 매커니즘을 분석 가능
하도록 노출시키”(the romance mistifyes the exchange of women at the same time 
that it lays bare the mechanism for our analysis; 306)는 양가적 전략을 취하며, 이렇
게 함으로써 동시대 로맨스의 여성 독자에게 비판적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중의 관
점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다소 희망적인) 주장을 펼친다(317). 중세 로맨스와 여성 독자
의 상호작용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크루거(Krueger, Women Reader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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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현상 역시 비판적으로 조명되었다. 캐스린 그래브달(Kathryn 

Gravdal)은 로맨스에서 강간을 비롯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남성 기사

의 자기증명을 위한 서사로 활용됨을 지적한다. 그래브달의 논의에서 “아서 

왕 로맨스는 강간을 낭만적인 모험으로 변모시키”(Arthurian romance 

transforms rape into a romantic adventure; 67)고, 금지된 동시에 성애화

된 강간은 “추방되는 동시에 심미화된다”(banished and aestheticized; 43). 

궁정식 사랑과 가부장제의 철저한 공모 관계에 대한 여성주의의 비판적 

조명은 궁정식 사랑의 사회학적 의의에 대한 재평가의 가능성을 열었다. 궁

정식 사랑의 여성주의 비평은 (뒤비의 주장대로) 설령 궁정식 사랑이 남성

에게 여성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다 해도, 사실상 여성과 남성 간 위계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궁정식 사랑은 본질적으로 변

화하지 않은 가부장제의 여성 종속, 남성 간 여성의 교환에 불과한 것을 화

려한 사랑의 수사와 예의바른 구애의 형식을 통해 교묘하게 은폐했을 뿐이

다. 이러한 비평적 맥락 위에서 R. 하워드 블로크(R. Howard Bloch)는 12

세기 남프랑스의 사료를 들어 여성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대하며 기존 남성 

권력을 위협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세속 귀족 세력이 동시대 기독교의 

성모 숭배와 여성혐오 담론을 전유해 궁정식 사랑을 발명했다는 이론을 펼

친다. 블로크에 따르면, 궁정식 사랑의 발명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부의 수

단으로 구성되었던 것[토지]을 여성이 전유할 수 있게 된 순간 그것을 찬탈

하는 재전유”(usurping reappropriation of women at the moment she 

became capable of appropriating what had traditionally constituted 

masculine modes of wealth; Medieval Misogyny 196)의 기획이다. 언뜻 

여성을 숭배의 대상으로 재현함으로써 여성에게 “힘을 부여하는”(empower; 

196) 것처럼 보이는 궁정 로맨스의 담론은 실제로는 여성을 추상화함으로써 

“개인 여성 정체성의 말살을 통해 여성을 역사로부터 우회시킨”(di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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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omen from history by the annihilation of the identity of individual 

woman; 196)다. 블로크의 주장은 중세 궁정 로맨스의 이데올로기를 다시

금 역사적 여성과 남성 간 관계에 대한 이해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도 의의

가 있지만, 궁정식 사랑이 가부장제의 여성 예속을 신비화한다는 여성주의 

비평이 미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만하

다.

담론과 젠더 간 관계를 규명하는 후기구조주의 이론은 여성주의 비평이 

중세 궁정 로맨스 텍스트로부터 의미 있는 논의를 생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론을 제시했다.5)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주체를 역사적·사회적

으로 특수한 담론에 의해 생산되는 구성물로 재정의한 뒤, 여성주의는 그 

주체를 젠더화하는 가부장제 담론을 이론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6).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젠더뿐 아니라 섹스 또한 이성애 규

범에 의한 사회적 구성물임을 논증하면서, 중세 로맨스 비평에서는 담론으

로서의 로맨스 장르와 젠더, 섹슈얼리티의 필연적 친연성과 공모 관계가 제

기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힘으로 간주되는 젠더와 장르는 상상력에 강력하

게 호소함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이데올로기

의 성질을 띤다”(Considered as social forces, genders and genres partake 

of ideology in their capacity to constitute social identities through 

powerful appeals to imagination; Gender and Genre 6)는 수전 크레인

(Susan Crane)의 지적처럼, 언어적 의미 체계로서 장르는 그 자체로 담론의 

기능을 수행하며, 고유한 관습과 문법을 통해 젠더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고 

5) 후기구조주의와 여성주의의 이론적 접목에 대한 상세한 정리는 조안 W. 스캇(Joan W. 
Scott), 크리스 위든(Chris Weedon) 참조.

6) 대표적으로 게일 루빈(Gayle Rubin)은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가 제시한 여성 교환의 
경제학을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본질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여겨지던 정신분석학의 기본 전제조건을 가부장제 담론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함
으로써 정신분석학을 여성주의적 후기구조주의 이론 안으로 포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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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한다. 이성애 규범성이 젠더를 구성한다는 후기구조주의의 논증은 남

녀 간 관계의 양식을 주선하는 궁정식 사랑이 중세 로맨스의 성차의 구성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시사한다. 사이먼 곤트(Simon Gaunt)에 따르면 서사시

에서 남성 집단 내 동질성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던 남성 주체의 정체성은 중

세 로맨스 장르에서 여성과의 이성애 관계를 통해 이질성을 바탕으로 구성

되는데, 타자로 상상되는 여성과의 이질성이 구체화되면서 남성/성과 여성/

성의 성차와 그 위계 역시 만들어진다(“From Epic to Romance” 4-5). 이

러한 맥락에서 “로맨스는 여성이나 여성성, 또는 개인을 ‘발견’하는 것이 아

니라 그것들의 모델을 구성한다”(Romance does not “discover” women, or 

femininity, or the individual, it constructs models of them; 5). 크레인 

또한 중세 로맨스가 성차를 이분법적 대립의 구도로 표상함으로써 정체성을 

젠더화한다고 분석하고(Gender and Romance 17-18), 중세 로맨스가 궁정

식 사랑을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뿐 아니라 둘 사이의 비가역적 위계 또한 

구성하고 재생산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53).

그렇다면 중세 궁정식 사랑의 이데올로기가 가부장제에 철저하게 복무하

고 있음이 다방면으로 폭로된 현대에, “누가 궁정식 사랑을 필요로 하는

가?”(Who needs courtly love?; Burns, “Courtly Love” 48) 궁정식 사랑의 

현재적 의의를 번즈는 역설적으로 규범의 해체 가능성에서 발견한다. 번즈

는 “가장 정전적인 궁정 텍스트 내에서도 어떤 여성인물들은 그들이 재현하

는 것으로 여겨졌던 체제를 현저하게 분열시키고 재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certain female figures within the most canonical courtly texts can 

be seen substantially to disrupt and reconfigure the very system they 

have been thought to represent; 32)고 역설한다. 중세 로맨스와 가부장제 

담론의 공모 관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여성주의 비평은 

그 담론에 내재하는 균열을 발견하고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여성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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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 주체성을 발견함으로써 담론 너머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번즈에 따르

면, 이러한 방법론은 “억압적 구조가 아무리 빈틈없어 보이거나 빈틈없다고 

주장될지라도 필연적으로 취약하고, 침투 가능하며, 저항에 열려 있다고 보

는”(see oppressive structures, however monolithic they may seem or 

claim to be, as necessarily fragile, permeable, and open to resistance; 

44) 관점을 견지한다. 이 때, 가부장제 사회의 담론적 구성물인 여성의 몸

은 담론과 주체 사이의 긴장을 탐구하기에 특히 적합한 장소가 된다. 번즈

는 중세 로맨스의 여성이 젠더 규범에 의거해 구성된 페르소나를 통해 “여

성성의 문화적 스테레오타입을 수행하는 동시에 그것을 비판하는 여성의 목

소리와 몸”(woman’s voice and body enacting cultural stereotypes of 

femininity while also simultaneously critiquing them; Bodytalk xv)을 드

러내며, 로맨스에 의해 “코드화된(스테레오타입화되고, 페티시화되고, 판타

지화된)”(encoded [stereotyped, fetishized, fantasized]; 7; sic.) 여성의 몸

을 해체함으로써 의미 있는 여성주의적 비평이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번즈

와 유사한 시기에 크레인 역시 루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 테레사 드 

로레티스(Teresa de Lauretis) 등 여성주의 이론가들의 행위주체성에 대한 

논의에 입각해 여성 개개인이 “문화적 구조를 비판하기 위해 바로 그 구조

의 의미 체계를 끌어옴으로써 반작용하는”(reacting to cultural 

construction by drawing on its own terms to critique it; Gender and 

Romance 60) 모습으로부터 저항과 전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

장했다. 크레인은 궁정 로맨스 속 여성이 주어진 젠더 역할의 대본을 자의

식적으로 패러디함으로써 젠더 규범에 저항하거나, 신체를 왜곡함으로써 여

성 정체성과 몸 사이의 연결을 비트는 사례들을 발견한다(60-61).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적 문제의식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 범주, 개념이 임의적일 

뿐만 아니라 위반되거나 전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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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세 로맨스에 대한 최근 여성주의 연구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되, 

기존 연구에 대한 두 가지 비판적 성찰에서 출발한다. 먼저, 텍스트를 경유

해 억압적 구조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해체주의

의 입장은 자칫 현실에서 재생산되는 권력 관계를 은폐하거나, 외면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앤 래스카야(Anne Laskaya)는 후기구조주의가 제기하는 

구조의 비본질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통해 실재하는 권력의 효과 

사이의 비평적 긴장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만일 우리가 해체주의로부터 비평적 전략을 도입해 남성/여성, 이성

애/동성애와 같은 다양한 개념적 이분법의 상호의존성과 위계성을 

폭로함으로써 차이들이 ‘각본에 따라 작동하게(play)’ 만들도록 분투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놀이’(play) 속에 살지 않는, 사회화되고 체

현된 세계로 재진입해야만 한다. . . . 따라서 해체가 분명 젠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반면, 해체주의적 조처는 

또한 현재진행형인 담론과 제도로서의 젠더가 갖는 권력, 집요하게 

인간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소년’ 혹은 ‘소녀’로 분류하기를 지

속하는 권력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고정되어 

있고 항구적인 남성/여성의 이분법적 대립이라는 개념을 뿌리치더

라도, 동시에 우리는 이 개념적 이분법의 권력을 인지해야만 한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그 임의적이고 관습적인 섹스와 젠더의 성

차를 이루는 조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If we adopt a critical strategy from deconstruction and strive to 

put differences into ‘play,’ revealing the interdependence and 

hierarchy of various conceptual binaries like male/female, 

heterosexual/homosexual, we still have to re-enter the soci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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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mbodied world which does not live in ‘play.’ . . . So 

while deconstruction can indeed add much to our understanding 

of gender, the deconstructive move can also be a way to ignore 

gender's power as an ongoing discourse and institution, one 

which persists in categorizing human beings as 'men' or as 

'women,' as 'boys' or as ‘girls.’ Although we may resist notions 

of a fixed and permanent male/female binary opposition, we 

must also acknowledge the power of these conceptual binaries. 

In other words, we need to continue the project of 

understanding what those arbitrary and conventional terms of 

sexual and gender difference mean and what they meant in the 

past. (1-2)

현실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개별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작동 기

제와 그 역사에 대해 면밀하게 탐구하는 일은 여전히 더 필요하며, 그 자체

로 여전히 ‘현재적 의의’를 지닌다. 주디스 M. 베넷(Judith M. Bennett)은 

역사의 특정 국면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주목하는 기존 

여성사의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고,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이 변화할지라도 

여성의 지위의 변혁은 이루어지지 않는 “가부장제의 평형”(patriarchal 

equilibrium; “Theoretical Issues” 83)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역사적 연속

성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81-88). 여성을 둘러싼 사회 조건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의 남성 지배가 여전히 공고하다면, 여성주의 역사

학은 가부장제의 바로 그 불변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특정한 시공간 속 가

부장제의 구조와 그 작동 기제를 분석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학문적으로 풍

부할 뿐 아니라 여성주의의 현재성에 기여하는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베넷은 역사 속 여성이 단순히 가부장제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부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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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는 행위주체이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Feminism 

and History” 263). 비록 문학 비평이 아닌 역사학의 관점을 견지한 논평이

나 베넷의 문제제기는 문학 비평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구조

에 균열을 내거나 담론에 포섭되지 않는 여성 주체를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여성 주체가 구조 안에서 어떤 기능

을 수행하며, 어떻게 그 구조의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역사의 한 국면을 지

탱했는지를 세밀하게 살피는 일은 중세 로맨스의 여성주의 문학 비평에서 

너무 일찍 간과된 것처럼 보인다. 궁정식 사랑과 가부장제의 공모 관계에 

주목했던 기존 여성주의 비평은 궁정식 사랑의 구조와 그 작동 기제를 비판

적으로 분석했으나, 사랑을 여성 지배의 도구로 보는 과정에서 그 주체를 

남성으로 상정하고 비평적 서사의 중심에 관성적으로 구애자로서의 남성을 

위치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궁정식 사랑이 가부장제의 여성 종속을 신비화

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여성주의 비평은 그 사랑의 다른 

한 쪽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며, 어떻게 그 구조의 일부로 기여

했는지 탐구할 수 있다. 궁정식 사랑의 담론이 여성의 욕망을 어떻게 구성

하는지, 사랑, 젠더, 그리고 여성 주체가 중세의 구체적 시공간 위에서 어떤 

동역학을 만드는지 또한 탐구할 수 있다. 

이 글은 중세 로맨스와 궁정식 사랑의 구조를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다시 

살피고, 구체적 텍스트를 통해 여성과 사랑의 역사의 윤곽을 짚어 보고자 

한다. 중세 궁정 로맨스 텍스트의 독해를 통해 여성 주체의 역사를 살피는 

일은 문학적 재현과 역사적 현실 간 관계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피셔

와 핼리, 번즈가 각각 다른 표현으로 지적한 것처럼(2-5; “Courtly Love” 

49), 중세 텍스트 속 여성은 근대 이후의 텍스트나 현실 속 여성과 같은 수

준의 자의식이나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볼 수 없다. 중세 로맨스의 여성을 

조명하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여성을 둘러싼 중세 로맨스의 가부장제 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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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하는 작업과 구분되지 않는다. 크레인은 “구성이 담론적 과정인 한, 구

성은 법률 조항이나 도덕적 훈령, 교과서, 더 넓은 범위의 더 많은 표현들

과 마찬가지로 시적 언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Insofar as construction is 

a discursive process, it can take place in poetic language as in legal 

codes, moral instructions, school texts, and a wide range of further 

articulations; Gender and Romance 58)고 적시한다. “우리는 문학적 재현

과 역사적 정체성을 대립하는 조건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정체성이 그 

자체로 재현이기 때문이다”(we need not think of literary representation 

and historical identity as opposed conditions, since identity is itself a 

representation; 59). 크레인의 말처럼 문학이 그 자체로 담론이며 담론이 

주체를 구성한다면, 우리는 중세 궁정 로맨스를 통해 굴절된 특수한 가부장

제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문학이 역사적 실재를 있는 그대로 지시한다고 믿

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도) 그 담론이 에워싼 ‘역사적’ 여성의 모습을 어렴풋

하게나마 마주할 수 있다. 중세 로맨스가 타자로서의 여성을 반대항 삼아 

남성 주체를 구성하면서, 여성 주체 역시 남성의 사랑의 대상으로 구성된

다. 궁정식 사랑이 등장한 12세기는 세속 세계를 지배하던 가부장제 권력 

구조의 재편에 대한 담론이 여성의 귀속권을 둘러싸고 경합하던 시기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동의와 욕망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시기였다.7) 궁정식 

사랑의 담론이 사랑의 상호성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여성 자신의 욕망을 논

의할 수 있는 담론적 장이 마련된다. 곤트는 결혼 당사자 간 상호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회의 이론적 결혼 모델이 궁정식 사랑에 미쳤을 영향

을 이론화하면서, 의도치 않게 궁정식 사랑의 문화 속 “여성의 선택(그리고 

결과적으로 욕망)”(women’s choice [and thereby desire]; Gender and 

7) 궁정식 사랑과 결혼 제도, 여성 동의의 문제가 어떤 관계를 맺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결혼과 사랑의 담론이 어떻게 여성의 자발적 욕망이라는 공통의 의제를 제기하
는지는 본 논문 2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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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re 75; sic.)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을 지적한다. 중세 로맨스와 궁정식 

사랑의 남성 담론이 여성에게 사랑의 욕망을 부여하면서 여성은 주체로 발

명된다. 행위주체성, 능동성, 욕망이 주체됨의 증표이자 권력에 대한 복속의 

증표라면, 여성의 사랑이라는 욕망은 중세 궁정 담론 속 여성의 주체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증표라 하겠다. 로맨스, 젠더, 사랑의 삼각관계는 사랑에 

빠진 여성 주체를 발명하고 조건화한다. 여성과 남성, 로맨스, 그리고 사랑

의 동역학을 탐구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특히 여성의 삶을 조건화하는 권력

의 구조를 새삼 다시 조명하는 일은, 오늘날까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랑의 역사가 여성 주체의 역사와 풀어낼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음을 살피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에네아스 이

야기』(Roman d’Enéas), 『햄튼의 베비스』(Bevis of Hampton), 『기사 

이야기』(The Knight’s Tale)는 모두 정복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지닌 

남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텍스트이며, 중세 로맨스 중에서도 남성 주인

공의 외부 세계에 대한 장악력이 강조되는 텍스트이다. 『에네아스 이야

기』의 에네아스, 『햄튼의 베비스』의 베비스, 『기사 이야기』의 테세우스

(Theseus)의 관심사가 가부장적 담론과 밀접한 만큼, 각 텍스트의 여주인공 

라빈(Lavine), 조시안(Josian), 에밀리(Emily)를 에워싼 담론적 제약은 오히

려 담론적 틀을 통해 주조된 여성의 욕망이 어떻게 여성이라는 ‘우발적 주

체’를 구성하고, 사랑이 이들과 이들을 둘러싼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탐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표본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12세기 프랑스 로맨스 『에네아스 이야기』가 재현

하는 당대 결혼과 사랑의 담론적 정치학 위에서 궁정 로맨스가 창조하는 여

성 주체의 사랑과 욕망, 동의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봉건제 이데

올로기를 바탕으로 영토와 통치권의 적법한 획득, 왕조의 계보 형성의 문제

를 다루는 『에네아스 이야기』에서 라빈은 ‘여성의 교통’에 대한 12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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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들이 교차하는 각축장이 된다. 이 때 동원되는 것이 라빈의 사랑의 욕

망으로, 에네아스는 그녀의 동의를 전제한 결혼을 통해 복잡한 봉건적 이해

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에네아스를 사랑했으나 비극적 최후를 

맞는 디도의 에피소드는 여성의 사랑이 남성의 이해관계와 일치할 때라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디도와 라빈의 엇갈리는 운명은 중

세 궁정 로맨스의 세계에서 여성의 사랑이 남성의 이익을 위해 담론적으로 

구성되고 동원되며, 궁정식 사랑이 제시하는 여성 동의의 개념이 강제성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3장에서는 14세기 영국 대중 로맨스 『햄튼의 베비스』의 강인하고 능동

적인 여성 주체와 퇴행적 남성 연인 간 관계를 규명하고, 사랑에 빠진 여성

의 주체성이 어떻게 여성에 대한 남성의 불안을 종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

능하는지 살핀다. 『햄튼의 베비스』는 사랑에 빠진 이교도 공주 조시안이 

가학적인 성적 위협으로부터 기지를 발휘해 벗어나는 상황을 반복해 제시함

으로써 여성의 자발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섹슈얼리티 단속을 상상한다. 연

인의 고충에 베비스가 무관심으로 일관할수록 조시안은 중세 로맨스 장르에

서 유례없이 능동적인 여주인공이 되며, 퇴행적 남성성과 능동적 여성성은 

조시안의 사랑을 매개로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여성을 통제

하기 위해 여성의 맹목적인 사랑에 의존하는 『햄튼의 베비스』의 전략은 

가부장제를 수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텍스트에 내재

한 여성혐오와 불안을 노골적으로 노출할 뿐이다.

4장에서는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의 『기사 이야기』가 남성과

의 교제를 원치 않던 아마존 에밀리의 불가피한 운명을 통해 중세 궁정식 

사랑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조명함을 밝힌다. 『기사 이야기』를 질서와 혼

돈의 대립으로 이해하는 유구한 비평 전통 위에서, 여성주의 비평은 『기사 

이야기』를 가부장제가 아마존으로 환유되는 여성을 포섭하는 과정으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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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 왔다. 아마존 공주 에밀리의 거취에 대한 통제는 남성적 기사도 질서

를 수호하기 위한 테세우스의 기획의 초석이다. 우연과 임의성이 지배하는 

『기사 이야기』의 세계에도 불변하는 운명이 있다면 그것은 에밀리의 “사

랑의 운수”(aventure of love)다. 에밀리의 여성성과 타자성은 테세우스의 

질서에 잠재적 위협을 제기하지만, 화자인 기사와 테세우스의 주도면밀한 

통제 하에 아마존의 위협은 무력화되며, 에밀리는 팔라몬(Palamon)과 결혼

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결말을 맞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에밀리는 자

신을 둘러싼 남성적 세계와 그 질서에 대한 관조적 자의식을 획득한다. 

『기사 이야기』는 사랑이 남성에게는 여성 정복의 도구이자 가부장제 질서

의 초석으로서, 여성에게는 불가항력 앞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선이자 

차악으로서 양 쪽 모두에게 위안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폭로한다.



17

『에네아스 이야기』: 

중세의 결혼 모델과 사랑의 발명

12세기 로맨스 『에네아스 이야기』(Roman d’Enéas)는 중세 로맨스 장

르의 시원으로 여겨지는 텍스트로, 베르길리우스(Vergilius)의 로마 건국 영

웅 서사시 『아이네이스』(Aeneis)를 중세 봉건 군주의 성립 서사로 번안한

다. 『에네아스 이야기』는 『아이네이스』의 주제의식과 역사관을 답습하

는 대신 당대 사회의 특수한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신들의 계시를 

받은 에네아스가 로렌트(Laurente) 왕 라티누스(Latinus), 결혼을 통해 그의 

영토를 상속받기로 한 투르누스(Turnus) 등 원주민과 정당한 통치권을 두고 

교섭·갈등하는 텍스트 후반부는 12세기 서유럽 봉건 귀족 사회의 풍경을 재

현하는데, 리 패터슨(Lee Patterson)은 “아이네아스-투르누스 갈등을 봉건제 

법률주의 형식으로 다시 쓰는 것”(rewriting of the Aeneas-Turnus conflict 

into the terms of feudal legalism; Negotiating the Past 173) 같은 “확고

한 시대착오”(resolute anachronicity; 173)가 당대 앵글로-노르만 세계의 

정치사회적 가치관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패터슨에 따르면, 『에네아스 이

야기』는 “앵글로노르만 지배계층이 장려했던 연속성의 신화”(myth of 

continuity that the Anglo-Norman ruling class promoted; 179)와 “노르

만 사회·경제 구조의 핵심이었던 혈통과 장자상속제의 특권화”(privileging 

of lineage, and of primogeniture, that was so crucial to the Norman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179)에 복무하는 “계보”(genealogy)의 이데

올로기를 제시한다. 그러나 대체로 큰 틀에서 『아이네이스』의 서사 구조

를 따르던 『에네아스 이야기』는 여주인공의 등장과 함께 원전과 극명하게 

다른 행보를 보인다. 『아이네이스』에서 존재만 언급되었던 라티누스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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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니아(Lavinia)는 『에네아스 이야기』에서 에네아스를 보곤 첫눈에 사

랑에 빠지는 라빈(Lavine)으로 거듭난다. 

라빈은 탑 위에 있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내려다보다가 탑 아래 

있는 에네아스를 목격했다. 그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를 눈여겨보

았다. 그녀에게 그는 가장 수려하고 고귀해 보였다. 그녀는 온 도시

에서 모두가 어떻게 그의 무용과 아름다움을 칭송하는지 익히 들은 

바 있었고 이를 마음에 새겨 두었다. 라빈이 서 있는 그곳 방 안에

서 사랑이 그녀를 화살로 쏘아 맞혔다. 창가에서 몸을 피하기도 전

에 그녀의 안색이 족히 백 번을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사랑의 올

가미에 걸려들었으니,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랑해야만 한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모든 욕망과 생각을 에네아스에게로 

돌렸다. 그를 위해 사랑은 그녀에게 위중한 상처를 입혔다. 화살은 

그녀를 깊이 파고들어 가슴 아래 심장까지 꿰뚫었다.   

Lavine was up in the tower. She looked down from a 

window and saw Eneas, who was below. She gazed intently at 

him above all. He seemed most handsome and noble to her. 

She had heard well how everyone praised him throughout the 

city both for his prowess and his beauty, and she took good 

note in her heart. There where she was standing in her 

chamber, Love struck her with his dart. Before she moved from 

the window she changed color a hundred times. Now she has 

fallen into the snare of love: whether she wishes it or not, she 

must love. When she saw that she could not escape it, she 

turned all her desire and her thought toward Eneas: for his 

sake Love had wounded her severely. The arrow had struck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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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deep as the heart beneath her breast. (215)

2000행 가까이 되는 분량에 걸쳐 에네아스를 향한 사랑의 열병에 괴로워하

던 라빈은 이내 “내가 그를 사랑하듯 그도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만 하겠어. 모든 것을 쪽지에 적어 종이 한 장으로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욕망을 전달하겠어”(I think I must know that he will love me as I love 

him. I will write everything in a note, and tell him on one page all my 

feelings and all my desire; 230)라고 결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서신을 화

살에 매달아 에네아스에게로 쏘아 보낸다. 이렇게 뚜렷한 욕망을 지닌 라빈

은 최초의 궁정식 사랑의 여성 주체로 재탄생한다. 물론 그녀가 드러내는 

사랑의 욕망에 전례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존 A. 연크(John 

A. Yunck)가 지적하듯, 라빈의 사랑은 오비디우스(Ovidius)의 사랑의 수사

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것이기 때문이다(9-10). 하지만 『에네아스 이야기』

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오비디우스의 수사적 전통을 빌려 사랑 이야기를 하

고자 했던 것일까? 말이 없던 고대 로마의 라비니아는 12세기 프랑스에서 

왜 에네아스를 열망하는 라빈이 되었을까? 라빈의 사랑은 어떻게 오비디우

스의 것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현상으로 거듭나는가? 이 질문들은 중세 

궁정식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해부하는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에네아스 이야기』에 대한 기존 비평은 라빈과의 결혼이 에네아스의 왕

조의 계보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패터슨은 

에네아스와 라빈의 사랑과 결혼이 투르누스에 대한 에네아스의 승리와 로렌

트의 통치권 계승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국의 건설을 정당화한다고 통찰한다

(Negotiating the Past 177). 라빈과의 결혼이 『에네아스 이야기』의 남성 

중심 서사에서 이처럼 중요한 것은 게일 루빈(Gayle Rubin)이 제시한 “여

성의 교통”(traffic in women; 175)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루빈의 

통찰에 따르면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은 남성 사이에서 교환됨으로써 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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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매개하는 “도관”(conduit; 175)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뒤집어 말하면 

이는 남성 간 관계망을 형성하는 여성의 교환 경제가 가부장제를 지탱하는 

중추임을 의미한다. 나아가 그 교환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어떤 과정과 

형식을 거쳐 이루어지는지의 문제는 남성 간 권력이 어떻게 배치되는지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성의 교통의 지배적 형식인 결혼에 관한 

담론은 여성의 교환과 그에 따른 귀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며, 궁극

적으로 가부장제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배치하고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문

제의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에네아스와 라빈이 결혼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은 결혼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바버라 놀란(Barbara 

Nolan)은 12세기의 로망 앙티크(roman antique) 장르가 궁정식 사랑의 사

회적·도덕적·정치적 결과를 적극적으로 탐구한다고 해석하고, 『에네아스 이

야기』가 오비디우스의 사랑시와 베르길리우스의 고대사라는 이중의 필터를 

통해 당대 군주에게 어떤 사랑과 결혼이 적절하고 적법할 수 있는지의 문제

를 탐구한다고 해석한다(78). 매릴린 데스먼드(Marilynn Desmond)는 『에

네아스 이야기』가 결혼 계약의 협상과 배우자의 선택을 통해 영토와 혈족 

관계망을 획득해야 하는 정복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텍스트라고 독해하며

(108), 주디스 하스(Judith Haas)는 『에네아스 이야기』가 당대 결혼 제도

를 둘러싼 세속 귀족과 교회 간 대립의 맥락에서 정치적 결혼과 이성애 간

의 조화로운 재편을 시도한다고 주장한다(49-50). 이러한 연구들이 공통적

으로 제기하는 ‘결혼의 정치학’의 관점은 『에네아스 이야기』에서 라빈과 

그녀의 사랑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 “여성의 교통”에 대한 

봉건 가부장제 담론, 특히 결혼의 담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1)

1) 반면 사이먼 곤트(Simon Gaunt)는 『에네아스 이야기』에서 라빈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
하되 그 핵심을 결혼보다는 이성애 관계에서 찾는다. 곤트는 『에네아스 이야기』를 서
사시에서 로맨스로, 동성유대에서 이성애로의 이행을 반영하는 텍스트로 이해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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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기 이전까지 프랑스 봉건 귀족 계급에서 결혼은 철저하게 세속의 관

심사로서, 정략혼은 가문의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했다. 결혼은 가문 

차원에서 재산과 토지를 확보하고 유지하며, 후손을 생산해 이를 안전하게 

상속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결혼관의 중심에는 수직적 혈통이라는 

개념적 이데올로기와 장자상속제가 있었다. R. 하워드 블로크(R. Howard 

Bloch)는 11세기 이후 봉건 귀족 사회에서 본디 지리적 공간을 기준으로 

수평적으로 구성되었던 혈족 개념이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계승의 선형

적 연속으로서의 가문의 의미, 즉 혈통 의식”(sense of family as a linear 

series of successions through time—consciousness, in short, of lineage; 

Medieval Misogyny 168)으로 대체되었다고 분석한다. 이는 각 귀족 가문

이 계보뿐 아니라 가문의 물적 기반으로서의 토지 상속을 적극적으로 관리

하는 “혈통의 ‘생물정치학’”(“biopolitics” of lineage; Etymologies and 

Genealogies 70)의 형태로 나타났다. 장자상속제는 혈통의 “수직적, 남성적, 

부계혈통적”(vertical, agnatic, patrilinear; 73) 전승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기능했으며, 각 가문은 혈통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결혼을 제한

함으로써 토지가 분할되어 가문의 부를 고갈시키는 일을 방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은 본질적으로 신중한 감시 하에 가문 간 군사적, 정치적, 사

회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협상되어야 할 조약이었다. 조르주 뒤비(Georges 

Duby)는 이처럼 귀족 계급이 부계 세습 토지(patrimony)의 보호를 위해 고

안한 결혼 관습을 “결혼의 세속 모델”(lay model of marriage; Medieval 

러한 관점에서 『에네아스 이야기』는 에네아스와 라빈의 “의무적 이성애”(obligatory 
heterosexuality) 관계를 통해 동성애의 위험이 상존하는 서사시적 남성성을 주변화하고, 
에네아스를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는 로맨스적 영웅으로 재탄생시키는 텍스트가 
된다(Gender and Genre 83-85). 한편 『에네아스 이야기』에서 라빈의 중요성이 보기
보다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크리스토퍼 배즈웰(Christopher Baswell)은 당대 봉건 
귀족 사회의 권위 체계를 수직적으로 재편한 헨리 2세와 『에네아스 이야기』의 제국 건
설 서사를 연결시키고, 『에네아스 이야기』가 반영하는 새로운 영웅적 남성성의 성립은 
오히려 여성을 적극적으로 주변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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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3)이라 지칭하고, 그 특징을 크게 가문에 의한 정략혼, 토지를 가

문에 묶어 두기 위한 인접혼(endogamy), 그리고 남성의 결혼 취소권으로 

꼽는다(7-11). 기본적으로 가문의 이익과 존속을 위해 이루어지는 세속 결

혼 모델에서 “결정은 당사자 개인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했고 그래서 

두 가문의 책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decision was too important to be 

left to the individuals concerned and was therefore made by those who 

had the responsibility for the two families; 5). 신부를 신랑의 가문에 양

도하는 결혼보다도 가문 간 합의의 의식인 약혼이 더 큰 법적 효력을 지녔

으며, 이때 결혼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았다. 

12세기 이후 교회가 결혼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서 봉건 귀족의 정략혼 

모델과 교회의 동의혼 모델이 경합을 벌였다. 결혼에 참여하는 당사자 쌍방

의 동의를 강조하던 교회의 입장은 1163년 교황 알렉산데르 3세(Alexander 

III)가 일명 ‘알렉산데르 대통합안’(great Alexandrian synthesis)을 발표하면

서 법제화되었다. 알렉산데르 3세는 “[결혼의] 맹세가 현재형 . . . 또는 미

래형으로 발화되고 . . . 성적인 결합으로 이어지는 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다”(as long as a vow is pronounced in the present tense . . . or in the 

future tense . . . followed by a consummation, it is legally binding; 

Etymologies and Genealogies 162)고 규정함으로써 성관계를 전제로 한 쌍

방의 구두 동의를 합법적 결혼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내세웠다. 뒤비가 “교회

의 모델”(ecclesiastical model; Medieval Marriage 15)로 지칭한 이 새로운 

결혼 제도는 남성과 여성 간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과 유비 관계에 

놓인 성사(sacrament)로 설정하고, 당사자의 상호 동의, 근친상간을 금지하

는 외혼(exogamy), 결혼의 취소 불가능성(indissolubility)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16-18). 세속 귀족이 결혼 제도를 가문의 유지, 혈통의 관리와 긴밀

하게 연관시킨 반면, 교회는 결혼 모델의 재정립을 통해 귀족 가문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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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성직자의 권위를 강화했으며, 성속의 위계를 분명히 했다. 블로크에 

따르면, 교회가 당사자 쌍방의 상호 동의를 결혼의 필요조건으로 삼으면서 

가문 간 합의나 약혼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고, 결혼에 대한 결정권 전반

이 가문 책임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Etymologies and Genealogies 

162-63). 비록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으나 결혼 당사자의 상호 동의를 강조

하는 교회 모델의 담론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결혼 당사자 간 평등을 보장

하고(Duby, Medieval Marriage 17) 여성을 욕망하고 선택할 권리를 지닌 

주체로 구성하는 결과를 낳았다(Gaunt, Gender and Genre 75).

교회의 결혼 모델이 납치혼의 관습 일부를 제도적으로 포섭하면서 결혼을 

둘러싼 12세기의 담론적 지형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캐스린 그래브달

(Katheryn Gravdal)에 의하면 여성의 납치는 기독교 이전부터 상존했는데, 

유럽의 기독교화와 함께 납치 및 강간에 대한 법규가 체계화·정교화되기 시

작했다(6). 여성의 납치에 해당하는 법적 용어는 강탈(raptus)로, 이는 “납치

에 의한 비계약적 결혼 그리고/또는 강제된 성관계”(noncontractual 

marriage by abduction and/or to forced coitus; 6)를 지칭했으며, 중세법

에서 표준적으로 “납치에 의한 결혼”(marriage by abduction; 6)을 의미했

다. 그러나 이러한 강탈 개념은 여성 자신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피

해자가 소속된 가족 및 가부장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서 “절도”(theft; 6)

로 정의되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남성의 재산을 보호하고 가부장

제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6-7). 이는 애당초 납치의 정의가 

여성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여성을 소유한 남성을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납치혼의 반대항이 여성 자신이 동의한 결혼이 아니라 여성이 소속된 가문

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결혼이었음을 시사한다. 가문 간 정략을 근간으로 하

는 귀족의 결혼 모델이 납치혼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당사자 간 상호 동의를 합법적 결혼의 근간으로 하는 교회가 납치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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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태도는 이보다 복잡했다. 그래브달에 따르면 교회법상 납치는 절도의 

맥락에서, 강간은 간음의 맥락에서 죄악으로 규정되었으나, 강탈에 관한 법

은 12세기에 대대적인 개정을 거쳐 전반적으로 느슨해졌다(8-9). 나아가 당

사자 간 상호 합의를 골자로 하는 교회의 결혼 모델은 납치혼 일부를 결과

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포섭했다. 1200년 교황 인노첸시오 3세(Innocent III)

에 의해 “피해자가 동의하면, 납치범이 범죄에 대한 참회의 일환으로 그냥 

그녀와 결혼할 수 있”(ravisher, by way of penance for his crime, could 

simply marry his victim, if she consented; 9)는 길이 열림으로써 “강탈은 

다시 한 번 합법적 결혼으로 향하는 길이 된다”(raptus becomes once 

more a way to contract a legal marriage; 9). 부모의 동의 없이 여성을 

‘납치’했더라도 여성 자신의 동의를 얻는다면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면

서, 납치혼은 여성의 동의를 교집합 삼아 교회가 정의하는 합법적 결혼에 

일부 편입되었던 셈이다. 

이처럼 결혼의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던 시기에 등장한 궁정식 

사랑의 담론은 관계에 참여하는 여성 자신의 의사를 관계의 중심으로 규범

화했다. 혈통의 수직적·단선적 계승을 위한 봉건 귀족 가문의 용의주도한 

‘가지치기’ 전략은 결혼 및 상속의 기회를 얻지 못한 잉여의 미혼 남성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뒤비는 이처럼 귀족 계급 내에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다수의 미혼 ‘청년’(juvenes)과 소수의 기혼 ‘장년’(seniores) 사이에 

발생한 계층적 단절을 궁정식 사랑의 등장 배경으로 지목한다(Medieval 

Marriage 11-12). 뒤비에 따르면 가문으로부터 결혼 허가를 받지 못한 청

년들은 “본질적으로 납치범”(abductors by their very nature; 13)이었으며 

상시적으로 납치를 통한 결혼을 노렸다. 반면 가장으로서 “여성을 하사할 

권력”(power to bestow women; 13)을 지닌 장년층은 지체 높은 기혼의 

숙녀를 중심으로 한 궁정 문화를 통해 이들의 욕구불만과 좌절이 지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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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짜 보상”(mock compensation; 13)과 “가짜 포획”(mock capture; 

14)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약속 안에서 다스리고자 했다(13-14). 여성 강탈

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궁정식 사랑은 “숙녀의 호의”(favors of the 

lady; 13)를 위해 미혼 남성들이 궁정 내에서 경쟁하기를 유도했다. 안드레

아스 카펠라누스(Andreas Capellanus)는 『궁정식 사랑의 기술』(The Art 

of Courtly Love)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예의범절을 갖춰 구애할 것을 주문

하며, 여성에게 남성의 구애를 승인하고 선택할 자유, 복수의 남성 중 연인

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구애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여성 각자의 선택”(choice of each woman; 47)에 달려 있고, 여성은 “뭇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내주신 하느님의 예를 따라”(after the 

example of the Heavenly King, who leaves each man to his own free 

choice; 51) “선택할 자유”(freedom of choice; 89)를 갖는 것으로 제시된

다. 겉보기에 여성 자신의 의사와 욕망은 궁정식 사랑의 담론 속에서 극대

화된 형태로 나타나며, 연인 관계의 주도권은 여성에게 일임되는 것처럼 보

인다. 

12세기 정략혼, 동의혼, 납치혼의 결혼 양태와 궁정식 사랑의 규범이 다

층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혼재하는 담론의 교차점에서 여성의 동의 개념이 

구성되었다. 뒤비는 귀족 지배계급이 궁정식 사랑을 이용해 결혼에서 소외

된 미혼 남성들의 불만을 통제하고 누그러뜨리며, 이들을 세속 귀족의 이데

올로기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다고 주장하나(Medieval Marriage 14-15), 궁

정식 사랑의 담론은 반대로 당사자 간 동의, 특히 여성 자신의 동의를 주요

한 고려 대상으로 삼는 교회의 결혼 모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궁정식 사랑은 한편으로 여성에 대한 납치의 위협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

로 기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결혼 모델과 납치혼이 만나는 지점

에서 납치범에게 합법적 납치혼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열쇠 역시 되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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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세기 봉건 귀족 사회에서 결혼이 가부장제 구조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귀족 세력과 교회 간의 세속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력 대결

은 법적 결혼의 구성 요소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경합으로 나타

났고, 12세기 봉건 사회의 지배 권력을 주장하고 확보하기 위한 세력 간 대

립은 “여성의 교통”의 구체적 상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법적 귀속권을 제각기 다르게 설정하는 정략혼과 동의혼, 납치혼이 각 진영

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궁정식 사랑의 담론은 세 가지 

결혼 담론 모두를 가로지르는 남녀 관계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교차점 위에서 여성의 동의 여부, 여성의 욕망이 가부장제의 

필요에 의해 반복적으로 호명되면서, 여성의 동의라는 개념은 여성의 귀속

권 문제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지니게 된다. 가부장제 권력의 분

배와 재편 문제와 직결된 적법한 결혼의 이론적인 핵심으로 여성의 동의가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담론적 배경 위에서 『에네아스 이야기』는 에네아스의 과제를 여

성과의 적법한 결혼을 통한 왕조의 계보 형성으로 구체화한다. 『에네아스 

이야기』에서 파리스(Paris)의 헬렌(Helen) 납치 사건은 트로이 멸망의 직접

적 원인이 된 중대한 과오로서 텍스트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트로이의 

멸망으로 시작하는 도입부에서부터 『에네아스 이야기』는 “메넬라우스가 

복수를 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가해진 부당행위의 대가로 성벽을 완전

히 무너뜨렸다”(Menelaus has taken his vengeance. He has had the walls 

completely leveled for the wrong done to his wife; [55])는 서술을 통해 

파리스의 헬렌 납치와 트로이의 멸망 간 인과관계를 분명히 설정하며, 에네

아스 역시 디도(Dido)에게 “메넬라우스는 파리스가 저지른 범죄의 대가로 

우리를 포위했습니다”(Menelaus besieged us for the crime which Paris 

committed; 73)라고 증언한다. 트로이 멸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파리스의 



27

여성에 대한 납치가 반복해서 지목되는 한편, 작중에서 파리스의 과오는 

“트로이인들은 명예라는 것이 없으며 법도 또한 지키지 않는다”(Trojans 

have no honor at all, nor do they hold to any law; 121)는 비난으로 확

대되어 에네아스의 뒤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특히 투르누스가 에네아스

와 라빈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헬렌 때문에 죽은 파리스도 에

네아스가 라빈을 넘본 죄로 치를 것보다 많은 대가를 치르지는 않았소. 그

는 내게서 그녀를 강탈하고자 하나,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요”(Paris 

never paid for Helen, for whom he was killed, more dearly than Eneas 

will pay for Lavine. He wishes to take her from me by rapine, but he 

will buy her very dearly; 139; 강조는 필자)라 말하며 에네아스와 라빈의 

관계를 파리스와 헬렌의 것과 질적으로 같은 “강탈”로 규정하면서, 에네아

스가 여성과의 관계에서 파리스의 선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이 

직접적으로 제기된다. 『에네아스 이야기』에서 에네아스의 과제는 단순히 

영토를 확보하고 왕조의 계보를 형성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의 과업

은 트로이의 멸망을 야기한 파리스의 과오에 대한 수정을 동반해야만 한다. 

이 때, 『에네아스 이야기』가 파리스의 헬렌 납치 사건을 파리스와 메넬레

우스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며 헬렌 자신의 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는 점은 주지할 만하다.

한편 로렌트의 공주 라빈은 당대 여성의 귀속권을 둘러싼 가부장제 담론

들이 교차하고 경합하는 각축장이 된다. 딸 라빈 이외에 후계자가 없는 로

렌트 왕 라티누스에게는 “내 왕국과 내 딸 라빈”(my kingdom and Lavine, 

my daughter; 120)이 긴밀하게 묶여 있다. 라빈과 결혼하는 남성이 자연스

럽게 로렌트의 통치권 또한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에네아스에게 

본래 목적이었던 로렌트 땅의 정당한 확보를 통해 새로운 왕조의 계보를 형

성하는 일은 예정에 없었던 라빈과의 결혼과 자연스럽게 등치된다. 일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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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티누스에게 “딸과 영토 모두 약속받은”(promised both the girl and the 

land; 122) 투르누스는 에네아스의 등장과 함께 약혼을 철회당하고, 라티누

스는 “신들께서 그렇게 뜻하셨다”(gods have willed it thus; 122)며 고귀한 

혈통을 지닌 에네아스와 인척 관계를 맺기를 꾀한다. 투르누스가 라빈과 영

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에네아스와의 전쟁을 불사하자, 라티누

스는 “결투에서 상대를 정복하는 쪽이 틀림없이 모든 것을 쟁취하

는”(Whoever conquers the other in battle will have won all without 

fail; 190) 조건으로 여성과 영토의 소유권을 승패의 결과에 위임한다. 로렌

트의 통치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라빈을 둘러싸고 제시되는 결혼과 사

랑의 정치적 담론은 로렌트의 통치권의 문제를 라빈의 귀속권의 문제로 치

환시키고, 서사의 중심을 결혼과 사랑의 문제로 전환한다. 라빈을 둘러싼 

각 세력의 입장은 각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라티누스는 두 

구혼자 중 결투의 승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라빈의 정당한 양

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적법한 결혼의 전제조건이 신부의 아버

지인 자신의 승인임을 환기한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사윗감인지에 대한 견

해는 다르나, 왕비의 입장 역시 라티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멸망한 트로

이 출신의 에네아스가 바다 말고는 “다른 땅도 봉토도 소유하고 있지 않

으”(He has no other land or fief; 122)며, 투르누스가 이미 딸과 영토 모

두 약속받았으므로 전쟁을 무릅쓰고 혼약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왕비의 

주장은 정략혼의 입장에서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에네아스와 

투르누스에게 문제의 본질은 결투의 승리를 통해 라빈을 무력으로써 차지하

는 것이다. 라빈의 양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라티누스 부부의 선

언은 기실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에네아스와 투르누스의 실질적 힘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한 셈인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력을 통해 라빈을 차

지하는 일, 곧 강탈을 통한 결혼의 적법성이 문제가 된다. 여성의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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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디우스의 사랑의 수사를 빌려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적법성의 문제가 뒤엉킨 결혼의 복잡한 지형도 위에서 

라빈의 사랑은 에네아스의 결혼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다. 에네아스와 투르누스의 결투가 정해지자 왕비는 라빈을 불러 투르누스

를 사랑하도록 종용한다. 명백하게 투르누스를 편애하는 왕비의 두 구혼자 

간 구분은 몹시 자의적인데, 그녀는 “너를 사랑하는 투르누스는 너를 갖고

자 하고, 에네아스는 너를 놓고 그와 다투며 너를 강제로 정복하고자 한

다”(Turnus, who loves you, wishes to have you, and Eneas disputes you 

with him and wishes to conquer you by force; 210)며 “너를 깊이 사랑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끌려야 한다. 하지만 너를 강제로 차지하고자 하는 

자는 온 마음을 다해 미워해야 한다”(You should draw gladly toward him 

who loves you deeply; but him who claims you by force you should 

hate with all your heart; 210)고 조언한다. 왕비는 “사랑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걸요”(what is love? I don’t know what it is; 211)

라 대답하는 라빈과 전형적인 오비디우스식 문답을 나누며 사랑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로써 여성의 소유권을 둘러싼 남성 간 투쟁의 장에 여성 자신

의 의사와 욕망이라는 변수가 제기된다. 그런데 왕비의 전략이 투르누스에

게 라빈의 동의라는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힘을 실어 주는 것이었던 반면, 

사랑을 거부했던 라빈이 막상 에네아스를 사랑하게 되면서 두 잠재적 정복

자이자 ‘납치범’ 중 여성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에네아스가 된다. 라빈

은 “그들이 결투에 합의했으니, 승리하는 사람이 나를 이의 없이 갖게 될 

것”(They have settled on a battle, and whoever wins is supposed to 

have me without challenge; 220)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에네아스가 자신

을 쟁취하기를 소망한다. 라빈의 사랑은 에네아스가 라빈을 무력으로 쟁취

하면서도 그녀와의 결혼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끔 한다. 납치혼이 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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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를 매개로 적법한 결혼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여성이 가족의 합의

를 얻지 않은 남성에게 자발적으로 납치당해 합법적으로 결혼할 가능성은 

귀족 가문이 가장 원치 않는 경우이자, 에네아스처럼 상속받은 것이 없는 

미혼의 이방인 남성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다. 여성의 자발적 욕망을 강조하

는 궁정식 사랑은 납치혼과 결합해 정략혼을 좌절시키고, 상호 동의의 요건

을 충족시킴으로써 적법한 결혼을 구성한다. 이 결혼이 에네아스에게 로렌

트의 통치권을 부여하고 자손을 통해 왕조의 계보 형성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리스가 트로이에서 헬렌을 가졌을 때도 에네아스가 로렌트에

서 연인을 얻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Never did Paris 

have greater joy when he had Helen in Troy than Eneas had when he 

had his love in Laurente; 256)는 서술은 이 결혼이 마침내 파리스의 과오

를 다시 쓰는 데에 성공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라티누스 부부의 ‘양도권’이 허상이듯, 실제로는 라빈의 사랑 역시 

남성 정복자 에네아스의 정당화를 위해 동원되는 허수에 불과하다. 『에네

아스 이야기』는 여성의 동의를 전경에 배치하고 라빈의 사랑이 정복과 결

혼이라는 비전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처럼 연출하는 전략을 취한다. 왕비

가 라빈에게 투르누스를 사랑하도록 지시하는 것, 정작 에네아스를 사랑하

게 된 라빈이 에네아스에게 서신을 전달하고, “라빈이 자신을 깊이 사랑한

다”(Lavine loved him deeply; 232)는 사실을 깨달은 에네아스가 “왕의 딸

에 대한 사랑”(love for the king's daughter; 233)에 빠지는 것 등이 대표

적인 예다. 라빈의 사랑과 결투의 승자, 따라서 그녀의 거취가 일치하기에 

서사 내에서 그녀의 의사는 전적으로 존중된다. 데스먼드의 지적대로 라빈

의 욕망은 『에네아스 이야기』의 사회 질서 및 지배 담론과 완전히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재현된다(116). 이러한 전략은 마치 라빈의 사랑의 향방이 

그녀의 거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만 같은 착시현상을 유발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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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빈과 에네아스의 사랑이 아무리 강조된다 한들, 실제로 라빈의 귀속권

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변수는 에네아스와 투르누스의 결투다. 기실 

에네아스가 투르누스와의 결투에서 승리하는 순간 라빈이 그의 차지가 되는 

것은 라빈 자신의 사랑의 향방이나 의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설령 왕비의 

바람대로 라빈이 투르누스와 사랑에 빠졌다 한들 그녀와 로렌트의 운명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에네아스가 죽는다면, 투르누스가 나

를 연인으로 삼도록 허락하느니 목숨을 잃겠어”(I wish to lose my life if 

Eneas is killed there, rather than take Turnus for my lover; 220-21)라

는 라빈의 다짐은 자신의 의사가 자기 거취에 관철되거나 반영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가 어렴풋하게나마 인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에네아스와 라빈의 사랑을 통한 결혼은, 라빈의 사랑이 그 결혼

에 정당성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납치혼의 미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막 사랑에 빠진 라빈과 에네아스가 성벽 너머로 애타게 시선을 나누

는 것을 목격한 트로이인들이 “탑에 오가는 눈짓들을 보니, 그 뜻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라티니족들이 머지않아 우리를 성벽 안으로 받아들일 

것”(There are such glances in the tower that—if their messages might be 

believed—the Latins will soon receive us in the city; 239)이라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는 것은 에네아스가 라빈을 그녀의 동의 하에 얻으며, 로렌트 

역시 자발적 수용을 통해 얻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견 우호적이

고 평화적인 것처럼 보이는 에네아스와 로렌트의 관계의 본질이 무력을 통

한 정복이라는 사실은 투르누스와의 일대일결투가 결렬되는 순간 폭로된다. 

무질서한 난전이 벌어지고 “트로이인들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not 

wishing to admit the Trojans inside; 274) 로렌트인들이 성문을 걸어잠그

자, “에네아스는 도시의 공격을 명령한다”(Eneas ordered the city 

assaulted; 247). 트로이인들이 무력한 로렌트 성에 불을 지르고,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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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락시키기 전까지 그가 멈추지 않을 것”(he would not stop until he had 

taken the city; 247)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투르누스가 예견된 죽음에 맞서 

에네아스와의 결투에 다시 임하겠노라고 선언한 뒤에야 에네아스는 로렌트

의 공격을 멈춘다. 여성의 동의가 허울뿐인 허수이며 에네아스와 라빈의 사

랑을 통한 결혼이 결국 일방적인 납치혼과 정복의 윤색에 불과하다면, 궁정

식 사랑은 라빈의 욕망을 동원해 에네아스의 계보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 등장한 셈이다. 『에네아스 이야기』는 에네아스가 여성의 교통을 통

해 적법한 봉건 군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라빈의 자발적 

사랑의 위상을 끌어올림으로써 해결하지만, 라빈의 욕망은 정당성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 동원된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에네아스 이야기』

는 에네아스가 결투에서 승리하고 라빈과의 결혼 날짜를 지명함으로써 사실

상 서사의 중심이 되는 갈등을 모두 해결한 뒤, 사랑의 에피소드를 덧붙임

으로써 궁정식 사랑의 도구적 성격을 다시 한번 은폐한다. 결혼 날짜가 잡

힌 뒤에도 라빈과 에네아스는 서로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해 결혼 직전까지 

괴로워한다. 특히 라빈의 불안이 자신이 에네아스의 정복 사업의 구실에 불

과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내용이라는 점은 주지할 만하다. “이제 나를 쟁

취한다는 구실을 통해 그이는 왕의 땅과 영토를 가질 거야. 통치권을 전부 

손에 넣으면 내 사랑은 그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야”(Now, through 

the pretext of winning me, he will have the king’s land and realm. If 

he has all the rule, my love will mean very little to him; 251)라는 그녀

의 걱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적확한 현실인식이다. 그러나『에네아스 이야

기』는 같은 시각 에네아스 역시 라빈의 마음을 알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마침내 두 사람의 염려가 성대한 결혼을 통

해 해소되는 결말을 제시함으로써 라빈의 걱정을 기우로 만들고, 그녀의 사

랑이 정치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며, 다시금 궁정식 사랑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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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로기를 강화한다. 에네아스와 라빈의 성대한 결혼을 통해 사랑은 그 자

체로 찬미되며 탈정치화되고 신비화된다.

그러나 『에네아스 이야기』가 조건 없는 사랑 이야기일 수 없다는 사실

은 이미 카르타고(Carthage)의 여왕 디도(Dido)가 온몸으로 증언한 바 있

다. 에네아스를 사랑한 디도의 비극은 『에네아스 이야기』의 세계 자체가 

오직 에네아스에게 유리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며, 여성의 사랑이 도구적으

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낱낱이 폭로한다. 트로이를 떠난 에네아스는 로렌트

에 도착하기 전 카르타고에 정박해 디도와 관계를 맺는데, 에네아스의 어머

니인 비너스(Venus) 여신이 디도가 에네아스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자 “사랑

의 광기”(madness of love; 72)에 사로잡힌 디도는 에네아스가 카르타고에

서 체류하는 내내 환대를 베푼다. 그러나 에네아스는 머지않아 왕조의 계보

를 건설하라는 “신들의 계획”(providence of the gods; 89)을 따라 그녀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연인에게 버림받은 디도는 불명예로 말미암아 자

결을 선택한다. 『에네아스 이야기』의 디도에 주목하는 선행연구는 대체로 

디도가 에네아스의 짝이 될 자격이 없었던 이유, 에네아스가 디도와 리비아

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규명하기를 시도해 왔다. 대표적으로 곤트는 여성 

통치자인 디도와의 결혼이 남성 유대의 공고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고(“From Epic to Romance” 26), 데스먼드는 디도의 성적 자기결정

권이 로맨스의 여성인물에게 요구되는, 남성 간 욕망과 교환의 대상으로서

의 규범적 역할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114). 놀란은 사랑에 눈이 먼 디도

가 통치자에게 적합한 사랑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어리석은 사랑의 

예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기능한다고 독해한다(84-87). 어쩌면 에네아스가 

디도를 떠나야만 하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로마 건국 시조라는 운명이 미리 

배정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디도의 사랑의 

실패는 『에네아스 이야기』의 사랑이 탈정치적이지도 그 자체로 찬미되는 



34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오히려 정치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사랑은 너무나 쉽게 버려질 수 있다.

디도의 사랑은 봉건 사회 내에서 사랑에 빠진 여성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음을 드러낸다. 본디 디도는 카르타고를 “어떤 백작이나 후

작이 다스렸을 것보다 더 잘”(better than any count or marquis would 

have ruled it; 63) 다스렸으나, 에네아스를 사랑하게 되면서 “에네아스가 

그녀의 명예를 더럽혔다”(Eneas has dishonored her; 87)는 소문으로 인해 

모든 귀족들을 적으로 돌린다. 카르타고를 떠나려는 에네아스를 붙잡으며 

“당신으로 인해 이 나라에는 내 적이 아닌 귀족이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내 권리를 박탈하고자 해요”(There is not a baron in this 

country who is not my enemy because of you. They all wish to 

dispossess me; 91)라고 말하던 디도는 이후 “다른 방법으로는 나를 지킬 

수 없으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I would rather die, since I cannot 

otherwise defend myself; 96)고 결심하는데, 이는 그녀가 자신이 입은 불

명예와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시사한

다. 디도의 사랑이 이처럼 치명적인 불명예가 되는 것은 그녀의 섹슈얼리티 

단속 실패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디도는 사별한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구실로 귀족들의 구혼을 전부 거절해 왔

는데, 그녀가 에네아스와 연인 관계가 되자 귀족들은 “그녀가 약속을 저버

리고 남편에게 맹세했던 계약을 파기했다(she has belied her promise and 

broken the agreement she had pledged with her lord; 88)며 “자신들이 

수치를 입었다”(consider themselves shamed; 88)고 여기곤 그녀에게 등을 

돌린다. 여성 군주인 디도의 사랑은 실패하기 전부터 이미 정치적 위기와 

직결되어 있다. “여자를 믿는 이는 어리석다”(He is a fool who trusts in 

woman; 88)며 귀족들이 덧붙이는 여성혐오적 수사는 디도를 둘러싼 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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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들에게 디도의 잘못이 그녀의 여성성과 떨어져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준

다. 『에네아스 이야기』의 디도는 이후 저승에서 “그녀가 시케우스에게 맹

세한 정절을 저버렸기 때문에 감히 그를 향해 돌아서지도, 그를 쳐다보지

도, 그에게 다가가지도 못했다”(Because she had belied the faith she had 

pledged to Sicheus, she did not dare turn toward him, nor even to look 

at him at all, nor approach near him; 109)고 묘사되는데, 디도를 버리고 

왔다는 소문이 이미 로렌트에 파다하게 퍼진 에네아스의 불명예는 그의 거

취에 실질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라빈과의 결혼을 통해 회복 

가능한 반면, 디도의 경우 “그녀는 비행으로 인해 명예를 잃었으며”(By her 

misdeed she was dishonored; 109) 죽음 이후에조차 불명예가 회복 불가능

하다는 사실은 사랑의 정치학이 애당초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여성의 욕망을 강조하는 궁정식 사랑은 디도에게 빠져나갈 수 없

는 덫으로 작용한다. 카르타고 여왕 디도의 파멸은 그녀가 ‘잘못’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데스먼드와 질리언 

애들러(Gillian Adler)는 공통적으로 디도의 사랑이 필연적으로 그녀를 취약

한 위치로 밀어넣는다고 해석한다. 데스먼드는 에네아스와 디도가 동굴에서 

동침하는 장면에서 에네아스가 성적 포식자로 표상된다고 독해한다(113). 

동침이 남성인 에네아스에게는 “강제”(force; 87)를 기준으로, 여성인 디도

에게는 “저항”(resist; 87)을 기준으로 표상되는 현상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사랑으로 말미암아 디도가 젠더의 위계화된 구분에 귀속되며, 이로 인해 취

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애들러는 디도의 사랑을 부추기는 자매 안나(Anna)의 조언이 일차적으로는 

디도 자신의 욕망을 장려하고 가부장제에 저항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사랑 자체가 궁극적으로 디도를 남성 간 여성의 유통 구



36

조 안으로 밀어넣는다고 주장한다(71-75). 디도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누구

와도 결혼하지 않지만,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결정은 그녀의 

통치 자체를 잠재적으로 위협한다. 이러한 딜레마 위에서 장려되는 디도의 

사랑은 그녀가 가까스로 유지해 오던 여성 통치자로서의 권력의 평형을 무

너뜨린다. 그렇다면 디도를 파멸시키는 “명예”란, 일차적으로는 정절이라는 

규범에 대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 통치자의 존속이 그녀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모두에게 욕망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허

락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시켜야만 가능하다는 현실 조건의 다른 이름이기도 

할 것이다. 사랑은 에네아스에게 그러한 것처럼 남성 통치자의 정치적 요구

를 모두 충족시키는 결혼의 발판이 되는 것이기 이전에 여성 통치자에게는 

존속에 치명적일 수 있다. 여성 통치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디도는 언젠가는 

그녀를 보호해 줄 남편을 맞아야 했지만, 이미 사별한 남편을 두고 에네아

스를 연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됐고, 연인을 만들었다면 결혼을 해야만 했

다. 에네아스의 운명이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던 이상 후자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긴 한탄 끝에 “나는 

얼마나 어리석게 그를 받아들였나!”(How foolish I acted in receiving 

him!; 93)는 결론으로 향하는 디도의 독백은, 그녀가 생존할 방법이 애당초 

에네아스를 사랑하지 않는 것, 에네아스를 카르타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밖에 없었다는 깨달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너스가 디도에게 사

랑을 불어넣을 때 에네아스가 그리스군이 트로이를 함락시키기 위해 고안한 

“나무로 지은 거대한 말”(large horse built out of wood; 74)을 중심으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트로이의 목마가 

의심을 사지 않고 난공불락의 성벽 안으로 침투해 안에서부터 도시를 함락

시켰듯, 사랑은 “어떤 남자도 어떤 공격으로도 해할 수 없는”(No man 

could harm it by any assault; 66) 난공불락의 “요새”(stronghold; 6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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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를 안에서부터 잠식해 함락시킨다.

『에네아스 이야기』가 동원하는 궁정식 사랑과 여성의 욕망은 구조적으

로 여성에게 불공평하게 구성되어 있다. 일례로 『궁정식 사랑의 기술』의 

비판적 독해는 여성에게 사랑의 상대를 고를 자유는 주어져 있어도, 사랑하

지 않을 자유는 주어져 있지 않다는 함정이 궁정식 사랑에 내재적으로 도사

리고 있음을 드러낸다. 중간 계층 남성이 여성이 더 높은 신분의 숙녀에게 

구애하는 시나리오에서 숙녀는 “귀족 여성이 그게 누구든 상대에게 매섭고 

예의바르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숙녀답지 못하니, 내 영혼은 그대의 

궤변을 인내로 견디고 그대에게 부드러운 대답을 돌려줘야만 합니다”(since 

it is too unladylike for a noblewoman to speak harsh and discourteous 

words to anyone, no matter who he is, my soul endures with patience 

your crazy remarks and gives you a soft answer; 46)라고 밝힌다. 이는 

여성이 남성의 집요한 구애를 물리치는 제스처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여성이 사랑에 빠지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중죄”(crime committed against [Love]; 78)로 궁정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

이 되었다. 여성에게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보장되는 ‘선

택의 자유’가 남성에게 유리했음은 자명하다. 『궁정식 사랑의 기술』은 연

인이 “각자의 욕망에 충실히 복종할 것”(to be mutually obedient to each 

other’s desires; 167)을 요구하지만, 남성이 여성과 육체관계를 동반한 혼합

된 사랑(mixed love)에 돌입하기를 거듭 원할 경우 “여성이 연인의 욕망에 

뜻을 굽히기를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it is not right for a woman to 

refuse to give in to her lover’s desire; 167)고 역설한다. 기실 궁정식 사

랑이 보장하는 여성의 욕망은 성애적 관계를 전제할 때라야만 남성이 복종

해야 할 “욕망”으로 인정된다. 남성이 구애의 정당한 대가로 여성에게 사랑

의 보답을 요구하자 여성은 “모든 것이 정당한 대가로 요구될 때 관대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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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자리는 없다”(when anything is demanded as one’s due, there is no 

place for liberality; 131)고 반박하지만, 남성은 “부인께서는 사랑을 간청하

는 제게 더 자비로우셔야 합니다”(Your Grace ought to be more gracious 

to me, who am asking urgently for it; 132)는 말을 반복하며 여성의 ‘거

절할 자유’의 행사를 거부한다. 궁정식 사랑이 보장하고 인정하는 여성의 

욕망과 자유는 지극히 선별적이었으며, 남성의 욕망 앞에서 협상될 수 있는 

것이었던 셈이다. 여성의 귀속권을 둘러싼 가부장제 담론의 교차점에서 우

발적으로 구성되었던 여성의 선택과 욕망, 동의 개념은 다시 남성 사회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도록 포섭된다. 그래브달은 여성의 동의가 있을 경우 

납치혼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회의 법률이 여성에게 자율성을 수여하

는 것이라기보다는 “남성의 힘을 남녀 간 사회적으로 인준된 관계 내에서 

법제화하는 일”(legitimization of male force in socially approved relations 

between men and women; 9)에 불과하다고 역설한다. 궁정식 사랑의 규범

은 명목상으로는 여성의 자발성을 보장했지만, 이렇게 보장되는 여성의 자

발성은 강제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개념이었다.

다시 『에네아스 이야기』로 돌아오면, 라빈의 사랑의 경험은 끊임없이 

동원되는 여성의 동의와 자발적 욕망의 정의가 개념적으로 모호하다는 사실

을 시사한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라빈은 이를 강제성과 자발성이 혼재된 

수사로 표현한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라빈은 자신을 “[사랑]의 공격”(his 

assault; 228)에 함락하는 요새로 표현하며, 사랑이 “내 동의에 따라”(with 

my own consent; 228)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반하는 

일”(against my will; 228)이라고 밝힌다. 라빈은 속절없이, 그러나 스스로

의 욕망으로 에네아스와 사랑에 빠진다. 이처럼 궁정식 사랑을 납치와 애

욕, 자발성과 강제성이 교차되고 뒤섞여 구분되지 않는 경험으로 표상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수사적 표현이지만, 여성에게 이는 수사의 차원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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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경험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그래브달은 프랑스 로맨스에서 

일찍이 13세기부터 “강탈”(ravishment)이라는 단어에 강간의 뉘앙스와 애욕

의 뉘앙스가 융합되었으며, 둘 사이의 구분이 끊임없이 모호해졌다고 지적

한다(5).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납치혼의 범주로부터 여성의 동의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 납치혼과 교회의 결혼 제도가 여성의 동의를 교집합 

삼아 합법적 동의혼으로 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법률상에서도 여성의 동

의 개념이 모호한 영역에 걸쳐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래브달에 따르면 교회

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성적 행위를 단속하는 법을 성문화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결혼을 성문화했지만, 현대의 강간에 해당하는 강제된 성관계 자체는 

죄로 규정하지 않았다(10). 법적으로는 단순 강간을 규정하는 법이 존재하

지 않고, 문학에서는 여성에 대한 강탈 자체가 성애화되면서, “강제된 성관

계와 자발적 성관계, 사랑과 폭력 간 구분의 흐려짐”(blurring of 

distinctions between forced and voluntary sex, between love and 

violence; 11)이 상존했다. 여성에게 궁정식 사랑의 경험이 강탈의 경험과 

분리될 수 없다면, 그리고 이 ‘황홀한 강탈’의 경험이 약속하는 자발성이 강

제성을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로맨스 속 여성에게 궁정식 사랑은 결국 

“원하든 원치 않든, 그녀는 사랑해야만 한다”(whether she wishes it or 

not, she must love; 215)는 라빈의 처지로 귀결되는지도 모른다. 

여성의 동의와 자발성, 혹은 여성의 ‘주체적 욕망’이 이처럼 기묘한 방식

으로 여성 자신을 기만한다는 사실의 기저에는, 여성의 자발성이라는 개념

이 가부장제 권력의 계승과 재편 수단으로서의 결혼 담론이 경합하는 과정

에서 순전히 의도치 않게 나온 결과였다는 사실이 자리한다. 정략혼, 동의

혼, 납치혼, 그리고 궁정식 사랑의 담론이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교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여성의 동의가 자연스럽게 호명되었지만, 정작 

당대에 여성의 동의나 욕망, 자발성이라는 개념은 중심적으로 논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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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정의된 바 없었고 그야말로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져 있었다. 궁정식 

사랑의 규범과 궁정 로맨스는 여성의 욕망을 남성에게 유리하게끔 구조화하

는 방식으로 그 담론적 모호성의 이득을 취한다. 12세기 중세 봉건 가부장

제 담론은 여성에게 의도치 않게 사랑의 주체의 자리를 내준 뒤, 여성에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욕망만을 허락한다. 『에네아스 이야기』 속 사랑

의 자발적 포로, 디도와 라빈의 주체성은 필연적으로 남성 영웅 에네아스의 

정당성 확보 과정에 기여하도록 고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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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튼의 베비스』: 

능동적 여성성과 퇴행적 남성성의 공생

14세기 영국 로맨스 『햄튼의 베비스』(Bevis of Hampton)는 12세기 말

의 앵글로노르만(Anglo-Norman) 로맨스 『홈톤의 뵈브』(Boeve de 

Haumtone)를 중기 영어로 번역/번안한 텍스트로, 언어뿐 아니라 제재·서사

구조·주제의식 등 많은 면에서 대륙 로맨스와 크게 구분된다. 수전 크레인

(Susan Crane)은 중세 영국에서 집필된 앵글로노르만 로맨스와 중기 영어 

로맨스를 아울러 대륙 프랑스 로맨스와 구분되는 ‘섬 로맨스’(insular 

romance)의 범주로 묶고, 섬 로맨스가 당대 영국 시공간에 걸친 특수한 정

치·경제·사회적 조건들을 반영하며, 해당 조건들이 제기하는 현실적 쟁점에 

문학적 상상으로 응답한다는 비평적 해석을 제시한다(Insular Romance 

1-2). 크레인은 섬 로맨스의 특수성을 영국 봉건 사회를 지탱하던 봉신 귀

족 계급(barony)의 역사에서 찾는다. 대륙의 봉건 제도가 영주들 간 복잡한 

충성 서약 관계와 잦은 내전으로 인해 권력을 분할시키고 중앙 관리를 어렵

게 만들었던 반면, 노르만 정복 이후 영국의 봉건 제도는 대륙과는 별개로 

발달했고, 토지 확보가 권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영토의 지배권

과 봉신 개개인의 충성 서약이 중앙의 국왕에게 수렴하도록 했다. 윌리엄 1

세(William I)는 영국의 모든 영토를 왕에게 귀속시키는 동시에 토지를 오

직 보유권(tenure)의 형태로만 봉신들에게 하사했으며, 이후 헨리 2세

(Henry II)는 귀족들 간의 사적인 전쟁을 금지하고 영주들의 왕에 대한 충

성 서약을 의무화했다(7). 12세기 중반 이후부터 매우 강한 왕권과 토지 운

영을 기반으로 한 봉신 귀족 세력이 긴장 관계를 이루는 앵글로노르만 봉건 

제도의 역학이 영국에 확립되었고, 왕권의 용의주도한 개입과 관리에 대한 

봉신 귀족들의 저항은 물론 봉신 귀족들 간의 갈등 역시 폭력보다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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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에서 이루어지고 중재되었다(19). 크레인은 이처럼 사법 체계에 근

거한 ‘관료주의’ 에 기꺼이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야말로 영국의 봉건제에 

특징적일 뿐만 아니라 앵글로노르만 로맨스를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

라고 해석했다(19). 이러한 시스템이 국왕과 봉신 귀족 모두에게 이득이었

기에, 왕과 귀족 세력 간 권력 배분에 대한 긴장은 상존했지만, 궁극적으로 

두 세력 간 갈등은 합의된 법적 절차와 합리적 통치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

를 기반으로 중앙화된 국가로 이행하고자 하는 공조 관계를 형성했다(22).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앵글로노르만 로맨스는 당대 영국 봉신 

귀족들의 관심사를 사회 정의와 질서 실현을 통한 가문의 안정이라는 이데

올로기로 재현한다. 로절린드 필드(Rosalind Field)는 앵글로노르만 로맨스

가 번성한 시기인 1150~1230년경이 내전 종식 이후 헨리 2세의 통치와 왕

권의 중앙집권화, 왕자의 난과 리처드 1세(Richard I)의 장기 부재, 존

(John)과 헨리 3세(Henry III)의 재위 중 귀족 세력과의 갈등, 마그나카르타 

서명 등이 있었던 정치적 격동기였으며, 영국 귀족 세력이 대륙의 뿌리로부

터 완전한 분리를 이루게 된 시기였다고 평가한다(154). 이 시기 봉건 귀족

을 위한 앵글로노르만 로맨스는 이들의 법과 좋은 통치의 문제에 대한 관심

과, 대륙과는 구분되는 ‘섬 정체성’의 발달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154-55). 

크레인은 앵글로노르만 로맨스의 주된 유형으로 “상실과 복

권”(dispossession and reinstatement; Insular Romance 54)의 서사를 꼽고, 

자신이 당한 불의를 바로잡고, 빼앗겼던 권리를 수복하는 주인공의 이야기

를 통해 봉신 귀족 계급의 관심사가 사회적 정의와 질서, 사법체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번역된다고 주장한다(23). 필드 또한 같은 역사적 맥락에

서 앵글로노르만 로맨스가 가부장적 계승과 상속의 개념이 무척 중요한 세

계를 그리며, 주인공이 부계 유산을 비롯한 지위를 부당하게 잃었다가 수복

하고, 왕권의 폭정에 도전함으로써 좋고 나쁜 통치를 구분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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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2). 이때 주인공은 사회에 기여한다는 인식보다는 개인적 성취에 대

한 동기로 움직이는데, 복수와 탈환, 복권이라는 개인의 성취가 사회적 정

의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로맨스의 구조는 개인과 집단 간 유기적 총체성을 

구성한다(23). 한편 이러한 유형의 로맨스에서 여성은 가문과 가족을 구성

하고 재생산하는 맥락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봉신 귀족의 관심사에 따라 사

랑의 모티프는 앵글로노르만 로맨스에서 가문의 안정성과 연속성의 문제로 

번역되었다(Crane, Insular Romance 18). 궁정식 사랑의 감정에 골몰하는 

대륙 로맨스와 달리 앵글로노르만 로맨스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이었

고, 사랑은 부차적인 문제로 다뤄졌다(Field 161-62).

앵글로노르만 로맨스에서 형성된 섬 로맨스의 고유한 관심사와 문제의식

은 14세기 중기 영어 로맨스로 계승된다. 1066년 노르만 왕조의 영국 정복 

이후, 영국에서 프랑스어는 신규 지배계층의 언어이자 ‘문화어’의 위상을 차

지했다. 그러나 12세기에 영국 내에서 사용되는 앵글로노르만 방언이 대륙 

프랑스어와 구분되었고, 13세기부터는 영국의 소수 지배계층 내에서 인공적

으로 유지되던 프랑스어의 위상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영어의 입지는 

보편성을 내세워 증대하기 시작했다(Crane, “Anglo-Norman Cultures” 

48-52). 14세기 백년 전쟁으로 인해 국가 정체성이 형성되고, 대륙에서 표

준 프랑스어의 개념이 정립되며 앵글로노르만 방언의 위상이 더욱 약화되면

서 영국의 문학에서 프랑스어는 중기 영어로 대체되었다(52-56). 14세기 

중기 영어 로맨스는 앵글로노르만 로맨스를 계승하는 동시에 이전보다 훨씬 

넓은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삼았고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데릭 피어설

(Derek Pearsall)은 당대 영국 내 계층/계급 간 언어의 분절을 근거로 중기 

영어 로맨스의 청중이 주로 하층 및 중하층 계급, 사회적으로 부상하던 부

르주아 계급 등으로, 앵글로노르만 로맨스의 청중과는 질적으로 달랐을 것

이라 주장한다(92). 반면 크레인은 이미 13세기부터 영국 귀족 내에서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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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영국 봉신 귀족 계

급의 내재적 유동성과 유연성을 근거로, 중기 영어 로맨스의 청중 집단이 

하위 계급으로 이행했다기보다는 기존 앵글로노르만 로맨스의 청중이었던 

봉신 귀족을 중심으로 그보다 낮은 상인·부르주아 계급까지 포괄하는 방향

으로 확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Insular Romance 9-10, 

179-80). 피어설이 영국 영웅의 서사를 다루는 중기 영어 로맨스가 대중의 

취향에 따른 불가피한 “통속화”(vulgarization; 100)의 결과라고 분석하는 

반면, 크레인은 같은 중기 영어 로맨스로부터 앵글로노르만 로맨스와의 “완

전한 연속성”(complete continuity; Insular Romance 86)을 먼저 발견한다. 

청중의 확장으로 인해 주제가 단순해지거나, 법률과 이성에 대한 호소가 감

정에 대한 호소로 대체·보충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23-24), 섬 로맨스 텍

스트를 통해 크레인은 중기 영어 로맨스에서 여전히 13세기와 14세기 귀족 

계급의 정치적 관심사가 이어지고 있었노라고 해석한다(86). 

이러한 맥락에서 『햄튼의 베비스』의 ‘여성 문제’를 읽는 일은 한편으로

는 12세기 앵글로노르만 로맨스와의 연속성을 전제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14세기 중기 영어 로맨스의 고유한 당대성을 기대하는 작업이 된다. 12세기 

앵글로노르만 로맨스의 14세기 번안 텍스트라는 『햄튼의 베비스』의 특수

성은 텍스트에 대한 접근을 까다롭게 만든다. 『햄튼의 베비스』가 12세기 

영국 봉건 귀족 세계에 호소하는 주제의식과 모티프, 서사구조를 크게 따르

는 동시에 확대된 14세기의 청중에게 어필하는 ‘대중적’ 호소력 역시 지닌

다면, 『햄튼의 베비스』가 재현하는 여성은 『홈톤의 뵈브』가 쓰였던 12

세기 당시의 앵글로노르만 봉신 귀족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동시

에, 그것을 번안해 보다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한 14세기의 사회적 환경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연속성과 당대성이 과연 얼

마나 구분되는지, 둘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는지의 문제 또한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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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관점에서 두 텍스트의 도입부를 비교하는 이바나 죠르제비치(Ivana 

Djordjević)의 연구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

공한다. 연인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하고, 아들의 살해를 사주하며, 이것이 

실패하자 아들을 이교도 땅으로 팔아 버리는 뵈브/베비스의 어머니의 악행

은 중세 로맨스 전통 안에서도 독보적이다. 죠르제비치는 주인공의 상실과 

추방의 계기가 되는 이 사건이 서사 전반에 여성, 특히 아내의 충실함과 결

혼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석한다(13-14). 『홈톤의 뵈브』와 『햄튼의 베

비스』 모두 아내/어머니의 악행을 햄튼 백작 기/가이(Gii/Gui)의 잘못된 

결혼 선택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 텍스트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모티프에 기대면서 그 선택의 오류의 근거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홈

튼의 뵈브』는 독신이던 남자가 아랫사람들의 종용에 의해 마음에 없는 결

혼을 한다는 모티프를 통해 동의 없는 결혼이 가져온 재앙을 지적한다. 반

면 『햄튼의 베비스』는 이를 늙고 쇠약해진 남자가 별안간 젊은 여성을 아

내로 맞았다는 파블리오(fabliau)적 모티프로 이해한 뒤, 결혼 전반의 어리

석음과 보편적 여성혐오라는 궁극적 결론으로 향한다(17-18, 21-25). 죠르

제비치는 이 의도하지 않았을 미세하지만 큰 ‘오역’의 원인을 『햄튼의 베

비스』 작가/번역자의 개인적 성향보다는 서로 다른 모티프의 접근성 차이, 

여성관의 차이 등 당대 사회적 배경에서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25). 죠르제비치의 분석이 시사하는 바를 확장하면, 『햄튼의 베비스』는 

큰 주제 및 문제의식에서는 『홈톤의 뵈브』를 따른다. 그러나 번역/번안 

과정에 반영된 미세한 여성관의 차이는 『햄튼의 베비스』 전반에 걸쳐 더

욱 노골적이어진 여성혐오적 에토스로 확장되며, 그 과정에서 텍스트가 제

기하는 ‘여성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햄튼의 베비

스』에서 여성과 사랑이라는 제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 

글은 우선 섬 로맨스의 이데올로기적 연속성에 대한 크레인의 주장을 기반



46

으로 『햄튼의 베비스』의 여성 문제가 봉건 귀족 가문의 안정성과 긴밀하

게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동시에 14세기 중기 영어 로맨스로

서 『햄튼의 베비스』가 갖는 당대성이 본디 앵글로노르만 텍스트가 제기했

던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다루는 새로운 결을 덧붙였을 것이라 전제하고,1) 

『햄튼의 베비스』의 여성과 사랑에 관해 더욱 풍부한 독해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두 텍스트를 함께 읽는 일은 『햄

튼의 베비스』의 ‘여성 문제’를 더 잘 파악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2) 

베비스의 어머니는 『햄튼의 베비스』의 상실과 수복, 추방과 복수를 통

한 복권의 서사를 시작하며, 주인공 베비스와 그의 세계에 여성의 섹슈얼리

티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코린 손더스(Corinne Saunders)는 베비스의 어머

니가 로맨스의 이상화된 아내/어머니의 안티테제 같은 존재이며, 문학사의 

여성혐오를 한데 모아놓은 것만 같은, 유례없이 ‘사악한’ 여성인물이라고 평

가한다(164-65). 제니퍼 펠로우즈(Jennifer Fellows)는 『햄튼의 베비스』에

서 베비스의 어머니의 악행이 그녀를 가부장적 가치의 노골적인 위협으로 

제시한다고 분석하고, 이것이 텍스트에 팽배한 남성중심적·여성혐오적 에토

스의 일환임을 지적한다(52-54). 정략을 통해 결혼한 지체 높은 여성이 남

편을 살해하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제거하며, 다른 남성과 내

통해 그를 연인이자 남편으로 맞는 일은 재산과 토지, 혈통이 모두 부계를 

중심으로 계승되는 봉건 귀족 가문 단위에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이

다. 베비스의 어머니 햄튼 백작부인은 그 재앙이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한 

아내의 “사악한 생각”(misbethoughte; 55), 여성의 통제 불가능한 욕망과 

1) 일례로 쉴라 피셔(Sheila Fisher)는 중세 말 영국 로맨스를 대표하는 초서(Chaucer), 맬러
리(Malory), 그리고 『가웨인 경과 녹색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성의 
불안을 포착하고, 이 로맨스들이 공유하는 (프랑스 로맨스와는 구분되는) 여성혐오의 연
원을 프랑스와 백년 전쟁을 치른 동시대 영국의 에토스로 파악하고자 한다(161-62). 

2) 이 글에서 인명·지명 등 고유명사는 『홈톤의 뵈브』와 『햄튼의 베비스』 각 텍스트의 
표기를 구분해 따르되, 맥락상 두 텍스트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고
유명사는 『햄튼의 베비스』의 표기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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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슈얼리티에서 비롯할 수 있음을 예증한다. 그녀의 악행은 여성 전반에 대

한 혐오,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비난으로 손쉽게 확장된다. 베비

스는 어머니를 “더러운 창녀”(Vile houre; 302)라 비난하고, “당신이 큰 불

의를 저질러 / 내 아버지를 살해했다”(thow havest me fader slawe / With 

mechel unright!; 305-06)며 아버지의 죽음의 책임을 그를 직접 살해한 독

일(Almayne) 황제가 아닌 어머니에게로 귀속시킨다. 어머니의 부정은 일곱 

살 소년 베비스의 세계관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분노

를 사 이교도 땅 아르메니아(Ermonie)로 팔려간 베비스는 어민(Ermin) 왕

에게 자기 사연을 들려주며 “무릇 여자란 알고 보면 사악하기 마

련”(Wikked beth fele wimmen to fonde; 548)이라는 조숙한 일반론을 펼

친다. 『햄튼의 베비스』의 서사가 추방당했던 땅으로 돌아가 부당하게 빼

앗긴 권리를 되찾는 주인공의 이야기라면, 텍스트 1부에서 베비스의 추방과 

상실을 야기하고 그의 궁극적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의 어머니이다. 

베비스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배

반”(tresoun; 190)이며, 여성이 가부장제에 가한 “큰 불의”(mechel unright; 

306)이다. 『햄튼의 베비스』에서 여성이라는 문제는 곧 공동체의 질서와 

존속의 문제로 확장된다.

영국의 봉신 귀족 세계에 더없는 위협을 던진 베비스의 어머니의 대척점

에서, 베비스는 충실하고 순결한 아르메니아 공주 조시안(Josian)을 발견한

다. 여성이 부계 세습 사회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인식은 여성혐오로 

이어진다. 하지만 자손을 낳지 않고는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고, 부계 세습

이 가능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문의 재생산

을 위해 여성이 필요하지만, 그 여성이 통제되지 않으면 가문의 씨가 마를 

수 있다는 문제가 던져진 시점에서, 빼앗긴 권리를 수복하고 가문을 재건하

기 위해 베비스에게는 어머니와는 다른 여성, 순종적이고 순결하며 충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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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찾는 과제가 주어진다. 아름다운 이교도 공주 조시안은 지리상의 대

척점이기도 한 아르메니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손더스는 베비스의 어

머니가 제기하는 극단적인 ‘불행한 결혼’의 사례에 맞서 『햄튼의 베비스』

의 이상이 구성되며, 일편단심 베비스를 향한 정절과 충실함을 지키는 조시

안이 그 이상적 대안이자 해결책으로 제시된다고 분석한다(165). 베비스를 

향한 “사랑의 열망”(Lovelonging; 897)에 빠진 조시안은 베비스에게 “당신

의 사랑을 받기 위해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다”(Cristendom for thee love 

take; 1196)며 자발적 개종을 약속하고, 베비스와 약혼한 뒤에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강요된 결혼과 성적 위협을 스스로 물리친다. 베비스가 아닌 

남성의 성적 접근을 조시안 스스로 막아내는 일이 반복되는 『햄튼의 베비

스』의 서사 구조는 사실상 베비스를 향한 정절을 조시안이 반복해 증명하

는 시험의 구조를 띠고, 강요된 결혼의 모티프는 조시안의 “능동적 순

결”(active chastity; Saunders 165)을 부각시킨다. 충실하지 못한 여성의 극

단적 현현이 베비스의 어머니였다면, 그 반대로 ‘충실한’ 여성의 극단적 현

현이 조시안이며, 그 구체적인 형태는 약혼자/연인/남편을 위해 자신의 섹

슈얼리티를 스스로 단속하는 여성인 셈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반한 조시안의 능동성은 『햄튼의 베비스』에서 단

연 돋보이는 요소다. 조시안은 베비스에게 먼저 사랑을 느낀 뒤 그에게 적

극적으로 구애하고, 통상적인 궁정 로맨스의 숙녀가 갖추지 못한 기상천외

한 도구와 지식, 기지를 통해 혼자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남성의 위협으

로부터 능동적으로 정절을 지킨다. 이 과정에서 조시안의 의사가 번번이 명

시되면서 그녀의 능동성은 더욱 부각된다. 베비스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나

는 당신을 연인으로 맞겠어요”(Ichavede thee lever to me lemman; 1106), 

“나를 당신 뜻대로 하셔야만 해요”(thow wost with me do thee wille; 

1109)라 말하던 조시안은, 베비스가 계략에 빠진 사이 “그녀의 뜻을 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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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Aghen hire wille; 2008) 몸브론트(Mombraunt)의 왕 이보르(Yvor)와 

결혼하게 되자 “나를 어떤 남자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To me schel 

no man have welling; 1472) 마법 반지를 착용함으로써 7년 동안 순결을 

지킨다. 조시안은 베비스와 재회하지만, 이내 콜론(Cologine)에서 베비스가 

복수를 위해 영국으로 먼저 떠나 있는 틈을 타 마일즈(Miles)라는 백작이 

“당신 뜻을 거스르고 당신과 결혼하겠다”(I schel thee wedde aghenes thee 

wille; 3169)며 그녀를 강제로 아내로 삼는다. 결혼 초야에 조시안은 부끄러

운 척 마일즈의 주의를 돌린 뒤 그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침대에 목매달아 

죽이는데, “어제 이 자가 저와 부당하게 결혼했기에 / 지난밤 제가 이 자를 

목매달았습니다”(Yerstendai he me wedded with wrong / And tonight 

ichave him honge; 3253-54), “이 자는 다시는 여자를 범할 수 없을 겁니

다”(Schel he never eft wimman spille; 3256)라는 그녀의 증언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성적 위협에 대한 뚜렷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조시안의 정절

을 지키기 위한 여정은 결혼과 출산 뒤에도 끝나지 않는다. 쌍둥이를 낳자

마자 조시안은 변절한 시종 아스코파르트(Ascopart)에게 사로잡혀 다시 이

보르에게 끌려가고, 이번에는 “의술과 약술”(fysik and sirgirie; 3672)을 이

용해 약초를 먹고 흉측한 용모가 되어 성적 위협에서 벗어난다. 『햄튼의 

베비스』에서 조시안의 거취는 남성 간 무력의 우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

직 그녀 자신의 의사를 통해 정해진다. 조시안의 시련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의지를 거슬러서는 어떤 남성도 조시안에게 손댈 수 없다는 것이 재확인되

며, 적극적으로 사랑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조시

안의 능동성이 부각된다.3)

3) 중세 로맨스의 세계에서 절대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한 조시안의 능동성은 비규범
적일 뿐만 아니라 젠더 역할을 위반하고 전복하는 것으로 주목받아 왔다. 크레인은 『홈
톤의 뵈브』에서 조시안(Josiane)이 숙녀에게 수동적 성역할을 주문하는 궁정식 사랑의 
관습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뵈브의 능동적인 조력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하고
(Insular Romance 59), 『햄튼의 베비스』에서 여성 성인전을 방불케 하는 조시안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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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상천외한 조시안의 능동성은 무훈시(chanson de geste)와 앵글

로노르만 로맨스의 ‘구애하는 여성’(wooing woman)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주디스 바이스(Judith Weiss)는 『홈톤의 뵈브』를 비롯한 

앵글로노르만 로맨스에 남성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여성인물의 유

형이 지배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 유형이 로맨스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프랑스의 무훈시 장르에서 이미 널리 유행했다고 설명한다(“Wooing 

Woman” 149-50). 정숙함이 요구되는 기독교 궁정의 숙녀와 달리, 무훈시

의 ‘사라센 미녀’(bele Sarrasine)들은 기독교인 남성에게 반해 (때로는 성적 

유혹을 포함한) 적극적 애정 공세를 벌이며, 마술과 같은 놀라운 능력과 지

략을 발휘한다(151). 바이스는 로맨스 장르의 등장과 궁정다움의 이상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여성인물의 인기가 대륙 로맨스에서 사그라든 반

면, 무훈시의 영향을 크게 받은 앵글로노르만 로맨스에서는 남성에게 적극

적으로 구애하고, 스스로 기지를 발휘하는 여성인물의 명맥이 이어졌다고 

설명한다(152). 특히 바이스는 무훈시의 형식과 에토스에 로맨스 요소들을 

접목한 영국 특유의 ‘하이브리드’ 장르의 대표적인 예로 『홈톤의 뵈브』를 

꼽는데,4) 이는 많은 연구들이 주목하는 『햄튼의 베비스』 속 조시안의 능

동성이 기실 무훈시에서부터 으레 상상되었던 가상의 무슬림 여성 스테레오

타입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시사한다(“Insular Beginnings” 33, “Wooing 

Woman” 152-53). 물론 앵글로노르만 로맨스와 무훈시의 ‘구애하는 여성’

동적 순결”을 지적했던 손더스는 조시안이 연약하고 수동적인 여성의 스테레오타입을 전
복하도록 용의주도하게 구성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174). 마이라 시먼(Myra Seaman)은 
조시안이 젠더 규범과 그 임의성에 대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이분법적 젠더 규범에 기반
한 남성 사회를 교란하고 능동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여성성과 개별 여성의 몸 사이의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연결에 질문을 던진다고 주장한다(56-57, 67-69). 그러나 조시안
의 능동성에 주목하는 비평은 대다수가 현상에 대한 단편적 관찰에 그칠 뿐, 그 능동성
이 『햄튼의 베비스』 전체의 주제의식과 어떻게 조응하는지에 대한 탐구로 확장되지 않
는 한계를 보인다.

4) 관점에 따라『홈톤의 뵈브』는 종종 로맨스가 아닌 무훈시로 간주되기도 한다. 새라 케이
(Sarah Kay), 매리앤 에일즈(Marianne Ail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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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능동성을 마냥 해방적이기만 한 제스처로 읽을 수는 없다. 바이스는 

무훈시의 영향을 받은 앵글로노르만 로맨스 속 여성인물들이 남성에 의해 

제약되고 종속되면서도 교육과 재능, 기량을 통한 영향력을 곧잘 발휘하나, 

텍스트는 이들을 여성혐오와 온정적·호의적 시선이 혼재하는 양가적 태도로 

다룸을 지적한다(“Power and Weakness” 13-16). 새라 케이(Sarah Kay)는 

무훈시 장르의 사라센 미녀들이 지닌 능동성이 여성인물을 남성 주인공에게 

‘자발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남성 판타지와 공모하는 동시에, 여성의 선물/

교환에 기반한 남성 사회의 작동을 정지시키거나 교란하는 잠재력을 지닌다

고 설명한다(45-47).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중세 기사 문학 속 능동

적 여성이 문학적 전통일 뿐만 아니라, 그 전복적인 일면에도 불구하고 텍

스트의 남성적 기획과 공모하는 관계임을 지적한다. 조시안의 능동성이 그 

자체로 새롭거나 급진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존하던 문학적 전통의 연장이라

면, 『햄튼의 베비스』에서 조시안의 능동성 자체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능

동성이 텍스트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효과를 낳는지를 살피는 것

이 더 생산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조시안의 적극적인 사랑과 대조를 이루는 베비스의 무관심은 오히려 『햄

튼의 베비스』의 여성과 사랑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다. 

조시안과 베비스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조시안의 ‘비관습적인’ 적극성

과 능동성에 주목하거나 『햄튼의 베비스』가 궁정식 사랑의 규범을 따르지 

않음을 지적하는 반면, 조시안을 향한 베비스의 악의에 가까운 무관심과 무

례는 지적하지 않거나, 지적하더라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베비스가 자신을 진정시키러 온 조시안을 스스럼없이 “이교도 개”(hethene 

hounde; 692)라 부르며 모욕하거나, 자신에게 대화를 청하러 온 조시안을 

자는 척 코를 골며 무시하고, “연인이여, 부디 예의범절에 따라 / 나와 한두 

마디만 나눠 주세요!”(Lemman, for the corteisie, / Spek with me a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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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tweie!; 1183-84; 강조는 필자)라는 호소를 외면하는 것은 사랑이 이처

럼 큰 비중을 지니는 텍스트에서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조시안을 

향한 베비스의 악의 어린 무심함은 약혼 뒤에도 일관적으로 유지된다. 그는 

조시안과 함께 이보르에게서 도망쳐 숨어 지내던 중 조시안이 배가 고프다 

말하자 “어떻게 감히 내게 음식을 요구할 수 있느냐”(How darst thou of 

me meete crave?; 2359)며 이해하기 어려운 분노를 터뜨리고, 사자 두 마

리와 싸울 때 조시안이 그를 도우려 하자 당장 떨어지지 않으면 “그 암사자

만큼이나 기꺼이 / 그녀 또한 죽이겠다”(A wolde hire sle in that destresse 

/ Ase fain ase the liounesse; 2477-78)며 위협한다. 베비스의 행동에서 그

가 조시안을 연인으로 대한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조시안이 그에

게 맹목적일 정도의 사랑을 바치는 반면, 그는 조시안을 사랑한다기보다 귀

찮은 필요악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위에서 열거한 베비스의 노골

적인 무관심과 무례, 악의가 전부 『홈톤의 뵈브』에서는 발견되지 않거나, 

등장하더라도 훨씬 덜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더욱 의아한 지점이다.5) 베비스

와 조시안의 관계가 비관습적이거나 낯설어 보인다면, 그것은 단지 조시안

의 능동성과 적극성 때문만이 아니라 베비스의 전례 없이 연인답지 못한 태

도 때문이기도 하다. 조시안의 능동성은 베비스의 무관심과 짝을 이뤄 『햄

튼의 베비스』의 기이한 사랑을 형성한다. 그렇다면 전자뿐만 아니라 후자 

역시 이해할 때라야만 조시안의 사랑의 작동 원리와 기제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햄튼의 베비스』 초반의 멧돼지 사냥 에피소드는 베비스의 세계에서 사

랑과 폭력이 돌이킬 수 없이 엇갈리는 순간을 제시한다. 『햄튼의 베비스』 

초반에는 『홈톤의 뵈브』에는 없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에피소드는 

『햄튼의 베비스』에 고유한 폭력성과 사랑 간 길항 관계를 엿볼 수 있게 

5) 반대로 『홈톤의 뵈브』에서 종종 다루어지는 뵈브와 조시안 사이의 다정한 대화는 『햄
튼의 베비스』에서 전부 생략되어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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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르메니아에서 어민의 기사들에게 조롱당한 베비스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을 전부 살해하자, 아무도 두려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때 오

직 조시안만이 그를 “친구/연인”(Lemman; 707)이라 부르며 진정시킨다. 

“그녀가 그의 입과 턱 모두에 키스하고 / 시종일관 위안을 선사하자”(She 

keste him bothe moth and chin / And yaf him confort gode afin; 

709-10) 근심이 사라진 베비스는 분노와 공격성을 누그러뜨리고 “친구/연

인이여, 자비를 베푸세요! / 저는 몹시 크게 다쳤습니다”(Lemman, thin 

ore! / Icham iwonded swithe sore!; 713-14)라며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

하고, 조시안에게 상처를 치료받은 뒤 궁정으로 돌아가 왕의 용서를 받는

다. 베비스가 조시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호의적인 대응을 돌려주는 

이 에피소드에서, 베비스는 애당초 아르메니아에 팔려오게 된 계기이기도 

했던 자신의 폭력적 충동6)을 조시안을 통해 다스리고, 자신에게 반역죄를 

선고했던 어민 왕의 마음을 돌려 그의 궁정으로 돌아가는 데 성공한다. 이 

에피소드 직후 제시되는 멧돼지 사냥 에피소드의 도입부까지만 해도, 여기

에서 암시된 둘의 로맨스 플롯은 그대로 이어질 것처럼 보인다. 악명 높은 

“멧돼지”(wilde bor; 739)의 소문을 들은 베비스는 “자기 힘을 증

명”(kethen is might; 752)하기 위해 사냥길에 오른다. 그 광경을 내려다보

며 조시안은 “그를 향한 큰 사랑”(Al hire love to him; 764)을 느끼고, 멧

돼지와의 혈투에서 승리한 베비스는 승리의 증표이기도 한 “그 머리를 조시

안에게 가져가야겠다고 생각”(That heved a thoughte Josian bring; 832)하

는 장면이 교차되며 로맨스의 정석적인 구애 서사를 환기한다. 그러나 그가 

조시안에게 돌아가기 직전, 그를 시기한 어민 왕의 집사가 베비스를 덮치면

6) 며칠 뒤 다른 나라로 몰래 보내줄 테니 훗날의 복수를 기약하고 지금은 죽은 척 몸을 사
리라는 스승의 충고를 두 번이나 어기고, 베비스는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성의 
연회장으로 쳐들어가 독일 황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어머니에게 비난을 퍼붓는다
(379-474).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스승을 질타하자 다시 한 번 숨어 있던 자리에서 뛰어
나와 어머니에게 비난을 퍼붓다가 붙잡혀 아르메니아로 팔려 간다(4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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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건의 전개는 예상을 벗어난다. 베비스가 집사의 기사들과 숲지기들을 

혈혈단신으로 물리치는 광경을 탑에서 내려다보며 조시안은 베비스를 향한 

사랑을 더욱 키우지만, 조시안이 “베비스는 전혀 알지 못하는”(Thar-of 

Beves right nought; 898) 사랑의 열병에 한탄하는 사이 혈투를 마친 베비

스는 멧돼지 머리를 가지고 돌아가 그녀 대신 어민에게 바친다.

그렇게 처녀는 신음하며

홀로 탑 위에 서 있었고,

그리고 베비스는 시체들을 떠나

머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으니

그 멧돼지의 머리를

그는 어민 왕에게 바쳤다.

Thus that maide hire mon,

Thar she stod in the tour al on,

And Beves thar the flok beleved

And wente hom with the heved;

That heved of that wilde swin

He presente to King Ermin. (899-904)

조시안에게 주기로 했던 전리품을 별안간 왕에게 바치는 베비스의 영문 모

를 변덕을 화자는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베비스의 어머니가 가이를 

제거하기 위해 “멧돼지”(wilde bor; 184) 사냥을 보냈고, 사냥터에 미리 매

복해 있던 독일(Almayne) 황제가 결투 끝에 가이를 살해하고 사랑의 증표

로 그 머리를 전리품으로 바쳤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민의 집사가 베비스를 

덮친 순간 그 사건은 베비스에게 어머니의 배반과 아버지의 살해를 지나치

게 유사한 반복을 통해 상기시키고, 베비스의 여성혐오를 다시 한 번 부추

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건이 남긴 영향은 영구적이다. 조시안과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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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폭력적 충동을 다스리는 길로 향할 것만 같았던 베비스는 집사의 

습격과 뒤이은 혈투로 인해 다시 한 번 폭력의 세계로 회귀하며, 이후 다시

는 조시안과 교감하지도, 폭력성을 자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조시안이 흥

분한 베비스를 연인이라 부르며 진정시키는 에피소드뿐 아니라 베비스가 멧

돼지 머리를 처음에는 조시안에게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대목 역시 베비

스가 더 노골적인 여성혐오를 피력하는 『햄튼의 베비스』에서만 발견된다. 

이후 베비스가 다마스쿠스(Damascus) 회교 사원의 신도들을 학살하거나

(1350-65), 몸브론트의 승전 후 포로들을 개종시키는 대신 전부 처형하고

(4247-52), 영국에서 런던(Londen) 시민 32,000명을 학살하는 등의 사건

(4494-4532) 역시 『햄튼의 베비스』에 고유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베비스

의 폭력적 충동이 지니는 ‘퇴행성’은 더욱 의미심장해진다.7) 숲에 매복해 

있던 집사 및 그 부하들과의 혈투는 어머니의 악행을 상기시킴으로써 여성

혐오를 다시 환기하고, 멀어질 것만 같았던 폭력적 충동을 맛본 주인공이 

사랑 대신 (머지않아 너무도 쉽게 깨어질) 남성과의 유대를 선택하게 만든

다.8) 이 에피소드 이후 베비스는 사랑과 여성에 대한 존중, 예의범절 일체

를 뿌리치며, 『햄튼의 베비스』의 세계는 여성이 필요악으로 존재할 뿐 오

직 남성 간 전투와 폭력을 통해 목표가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세계로 

탈바꿈한다. 그렇게 탑 위에서 홀로 신음하던 조시안의 사랑은 베비스와 영

영 엇갈린다.

7) 『홈튼의 뵈브』에서 각각의 사건은 다르게 그려진다. 다마스쿠스의 회교 사원에 간 뵈브
는 이교도 신을 모욕하고 사제에게 폭력을 휘두르지만 신도들을 살해하지는 않고(40), 이
보리(Yvori)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는 몸브론트의 이교도들을 평화롭게 기독교로 개
종시킨다(92). 런던 시민들과의 전투는 『햄튼의 베비스』에 고유한 에피소드로, 『홈튼
의 뵈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8) 그러나 여성과의 사랑을 저버리고 남성 간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었음
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데, 『햄튼의 베비스』는 케이의 지적처럼 “배신이 만연하
며”(treachery is all-pervasive; 224), “안정적이고 작동하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
는”(There is no stable, functioning ‘society’ in this poem; 224) 『홈톤의 뵈브』의 남
성 공동체상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비스가 어민에게 배신당하고 폭력을 통해 위
기에서 벗어나면서 남성 유대의 가능성은 남성 간 무력 갈등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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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튼의 베비스』는 서사의 진행에 필요한 사랑의 감정을 조시안에게 전

가하고, 그럴수록 조시안은 더욱 능동적으로 자신을 베비스에게 귀속시킨다. 

베비스가 조시안의 애정에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하면서 사랑은 오직 조시안

만의 경험이 되고, 조시안에게만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된다. 이렇게 

조시안이 사랑을 독점하면서, 조시안은 자기 능력에 의존해 위기에서 ‘능동

적으로’ 벗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베비스가 조시안을 냉대하고 남성이 

독점하는 무력을 통한 성취의 세계에 골몰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해 사랑과 

‘여성 문제’를 전담하게 된 조시안의 능동성 역시 더 확대되는 것처럼 보인

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성이 되

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조시안의 능동성은 오직 그녀가 베비스의 이익에 공

조해야 할 때에만 발휘되기 때문에, 이는 『햄튼의 베비스』가 베비스의 어

머니를 통해 제기했던 여성의 정절과 섹슈얼리티 통제라는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베비스가 예루살렘에서 만난 주교에게 어린 시

절부터 지금까지의 기구한 사연을 이야기한 뒤 “순결한 처녀가 아니면 / 아

내로 맞지 않겠다”(he never toke wif, / Boute she were clene maide; 

1968-69)는 맹세를 하면, 조시안은 베비스가 영국으로 돌아가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당신[베비스]의 사랑을 위해서”(for thee love; 

1474) 마법 반지를 착용해 순결을 지키는 식이다.『햄튼의 베비스』에서 조

시안의 ‘주체성’이라는 착시현상은, 그녀의 자발적 사랑을 동력으로 남성의 

퇴행성과 맞물려 작동한다. 어머니와 단단히 연결된 여성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한 베비스가 조시안이 관련된 일에 냉대로 일관할수록, 그녀의 사랑의 힘

은 더 커지고, 그녀는 더욱 자발적으로 그리고 맹목적으로 베비스에게 종속

된다. 문제는 조시안의 사랑이 베비스의 퇴행성에 비례해 커지듯, 베비스의 

퇴행성 역시 조시안의 능동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 커진다는 점이다. 보니 

J. 어윈(Bonnie J. Erwin)이 지적하는 것처럼, 베비스에게도 버거운 상대인 



57

사자들이 조시안을 털끝 하나 해치지 못하는 것은 “왕의 딸이자, 왕비인 동

시에 처녀”(Kinges doughter, quene and maide both; 2393)라는 그녀의 

형용모순적 정체성 때문이며, 이 정체성은 이보르와의 7년 간의 결혼 생활 

동안 마법 반지를 통해 순결을 지킨, 그녀의 여성으로서의 고유한 능력을 

증명한다(372). 하지만 조시안이 베비스를 돕기 위해 사자를 움직이지 못하

게 붙들자, 베비스는 온전히 남성의 일이어야 할 전투에 여성인 조시안이 

개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는 “여자가 다른 사자를 붙들고 있는 동

안 /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고는 / 뽐낼 수가 없다”(I myght yelp of lytel 

prys, / There I had a lyon quelde, / The while a woman another 

helde!; 2414-16)며 조시안에게 두 번에 걸쳐 경고한다. 때마침 그가 여성/

성에 느끼는 위협은 수사자보다 더 강한 암사자와의 전투를 통해 시각화된

다. 베비스가 암사자를 끌어안은 조시안을 당신도 함께 베어버리겠다고 외

칠 때, 잠시나마 그를 위협하는 암사자와 조시안은 한덩어리가 되어 구분되

지 않는다. 

『햄튼의 베비스』가 고안해 낸, 여성의 일방적인 사랑을 동력으로 남성

의 퇴행성과 여성의 능동성이 공생 관계를 이루는 매커니즘은 기실 여성 문

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시안의 자발적이

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녀를 그 어떤 여성보다도 충실한 아내로 베비스에

게 귀속시키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조시안의 능동성은 여성혐오에서 기원

한 베비스의 퇴행성과 동전의 양면 관계다. 어머니의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 

『햄튼의 베비스』가 베비스에게 부여한 사랑이라는 해결책은, 여성의 ‘무해

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능동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역설을 내

포한다. 베비스의 여성혐오는 해소되지 않으며, 통제 불가능한 여성의 욕망

이 가부장제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근본적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베비스가 영국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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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결혼한 뒤, 조시안은 쌍둥이를 출산하면서부터 급격히 비중을 잃는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을 모으고, 각자에게 다스릴 영토를 배분하고, 베비스

와 조시안은 한날한시에 같이 생을 마감한다. 『햄튼의 베비스』가 제기했

던 모든 문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베비스가 먼 이교도 땅에

서 발견했던 여성의 독점적 사랑이라는 해결책은 영국에 남겨진 베비스의 

아들에게는 유효하지 않다. 영국의 국왕 에드가(Edgare)가 측근 세이버

(Saber)의 봉토를 부당하게 박탈했던 일을 실력행사를 통해 직접 바로잡은 

뒤, 베비스는 차남 마일즈(Miles)와 에드가의 딸을 결혼시킨다. “그[베비스]

와의 평화를 위해”(is pes to make; 4550) 마일즈를 불러 “그에게 자기 딸

을 아내로 주는”(yaf him is daughter be the honde; 4557) 에드가의 결정

은 당사자 간, 특히 여성 당사자의 동의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전통적 정

략혼의 형태를 띤다. 베비스의 아버지였던 햄튼 백작 가이가 바로 그렇게 

스코틀랜드 공주를 아내로 맞았었다는 점,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새신랑의 

이름이 하필 여성에게 원치 않는 결혼을 강제했다가 비명횡사했던 남자의 

이름과 같다는 점은 이 결혼의 미래에 분명 장밋빛 전망을 던지지는 않는

다. 충실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사랑에 빠진 여성을 찾으라는 것이 베비

스가 얻은 교훈이었음을 생각하면, 할아버지 대의 결혼 모델로 회귀한 마일

즈의 결혼의 전망은 불길하기까지 하다. 

이처럼 조시안에게 전가된 사랑의 문제, 결혼을 뒤따라다니는 여성에 대

한 불안은 중세 말의 가정 내 젠더 위계에 대한 가부장제의 불안을 반영하

는 것처럼 보인다. 클라우디아 오피츠(Claudia Opitz)에 따르면, 중세 후기

의 가정과 부부 관계에 대한 담론은 가정 내 남편의 권력을 보장하고 주문

했지만, 동시에 각종 고발과 소송 등의 사료는 아내들 또한 그 권력에 저항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276). 남편의 절대적 권위라는 개념은 현실이라기

보다 남성 지배 사회의 이상에 불과했던 셈인데, 이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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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히기 위해 가부장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삶을 끊임없이 실질적으로 억압했

다(276). 바버라 해너월트(Barbara Hanawalt)의 14세기 중반 영국 노샘프

턴(Northampton)의 여성 범죄 기록 분석은 이 가정의 억압에 대한 반작용

이 중세 가정의 여성에게 어떤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

게 한다. 해너월트에 따르면 여성의 강력범죄 중 가정 내 범죄가 4분의 1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이 남편(약 60

퍼센트), 그 다음이 자녀(약 26퍼센트)였는데(259), 이 수치는 『햄튼의 베

비스』의 서사를 촉발한 것이 다름 아닌 베비스의 어머니가 남편을 살해하

고 아들을 살해하려 시도한 사건이었다는 점과 기묘하게 공명한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위계적인 젠더 권위 체계를 주문하는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는 

중세 말의 가정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억압과 그 억압에 대한 여성의 반

작용 사이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14세기 영국 대중 로맨스 『햄튼의 베비

스』를 지배하는 여성혐오적 에토스와 연인/아내의 정절과 순종에 대한 천

착을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읽는다면, 조시안에게 사랑을 전가하고 그녀

의 맹목적 순종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햄튼의 베비스』의 전략은 사랑을 

통해 가정 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이상을 현실에 확립하려는 (실현 불가

능한) 욕망의 발로로 해석할 수 있다.

『햄튼의 베비스』가 꿈꾸는 질서의 이데올로기가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

하다는 암시는 여성 문제를 넘어 보편적인 사회 질서로까지 확장되는 것처

럼 보인다. 에드가가 세이버의 봉토를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소식을 듣자마

자 베비스는 바로잡기 위해 “육만의 기사를 / 대동하고”(knightes fale, / 

Sexty thosend; 4275-76) 영국으로 돌아간다. 베비스와 대면한 에드가는 

순순히 세이버의 아들에게 봉토를 돌려주기로 약속하는데, 폭군의 실정에 

맞서 봉신 귀족이 정의와 질서를 회복하는 서사로 쉽게 매듭지어질 것만 같

던 이야기는 왕의 집사가 나서면서 사뭇 다른 전개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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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방되었던 자가

돌아와 다시 땅을 밟았고

전하의 자제를 살해했나이다.

이 자는 법을 위반했사옵니다.

여기서 더 내버려두면

우리 모두를 살해할 것이옵니다! 

This forbanniiste man

Is come to the land aghan,

And hath thin owene sone slawe. 

He hath ydon aghenes the lawe,

And yif a mot forther gon,

A wile us slen everichon! (4309-14)

일견 왕과 베비스의 관계를 간언으로 이간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집사는, 반

박하기 어려운 베비스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그의 이익이 보다 넓은 공동체

의 질서/정의와 양립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햄튼의 베비스』 서사 내내 

베비스는 부당한 일을 바로잡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며, 부정에 복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당위라는 명분을 손쉽게 획득해 왔다. 그러나 에드가와의 

화해를 통해 모든 갈등이 봉합되기 직전, 에드가의 집사는 그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법”과 사회 규범, 공동체의 질서가 훼손되었음을 문제제기한다. 

그는 런던 시민들을 무장시켜 베비스와 대립하고, 그에게 “반역자”(treitour; 

4374)의 올가미를 씌운다. 이 때, 집사가 시민들을 선동하는 과정에서 런던

을 “그대들의 도시”(your cité; 4334)라 부르거나 “그대들이 기억해야만 하

는 반역”(tresoun ye oughte to mone; 4336), “국왕을 위해서”(for the 

kinges sake; 4337) 등의 수사를 사용하는 것, 시민들의 무장과 전투가 “칩

사이드”(Chepe; 4328) 등 런던의 구체적 지명을 들어 벌어진다는 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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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급 외부에 배타적인 전통적인 귀족 로맨스 세계의 공동체 구획이 14

세기 대중 로맨스 『햄튼의 베비스』에서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음을 암시한

다. 런던 시민들은 비록 주변자적 위치에 불과하나 『햄튼의 베비스』가 상

상하는 공동체의 내부에 위치한다. “나는 반역자였던 적이 없다”(Treitour 

was I never non; 4378)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베비스가 선택하는 수단

은 이번에도 폭력이다. 그는 “사실을 즉시 알게 해주마”(That I schel kethe 

hastely; 4379)라고 외치며 집사를 살해하고, 대동한 여섯 기사들과 함께 런

던의 “군중들”(folk, mob; 4396)을 학살한다. “내가 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한은 / 그 누구에게도 항복하지 않겠다”(To non other man I nel me 

yelde, / While that ich mai me wepne welde!; 4431-32)고 단언하는 베

비스의 초법적 무력은 공동체의 위협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베비스의 손에 

“오천 명이 살해당하고”(Fif thosend thar was islawe; 4444), 온 런던 시민

과의 전투가 끝난 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온 템즈 강이 피로 붉

었다. 그 숫자는 진실로 삼만 이천에 달했다”(So meche folk was slawe 

and ded, / That al Temse was blod red; / The nombre was, veraiment, 

/ To and thretti thosent; 4529-32)는 진술은 이 사건을 단순히 문제 해결 

과정에서 벌어진 사상 정도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소식을 들은 에

드가는 “오랫동안 전쟁이나 분쟁 없이”(Longe withouten were and strif; 

4544) 살아 왔던 자신이 “이제는 너무 늙어서 / 무기를 휘두를 수 없

다”(now icham so falle in elde, / That I ne may min armes welde; 

4545-46)며 한탄하고, 베비스와의 평화를 위해 정략혼을 주선한다. 갈등의 

극적인 봉합에도 불구하고, 에드가의 조처는 베비스의 성찰 없는 개인적 이

익 추구가 더는 (확장된) 공동체 전반의 질서나 안정과 일치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 대목에서, 크레인이 섬 로맨스의 고유한 특징으로 삼았고 이후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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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복했던,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적 정의 추구와 일치하고, 따라서 개

인의 성취가 총체적 이익과 보편선의 추구로 연결되는 서사는 더는 작동하

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9) 자신과 측근들이 직면한 불의와 불이익에 떨쳐 일

어나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훼손된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는 것만 같

았던 베비스는, 종국에는 법과 공동체의 질서를 직설적으로 호출하는 인물

을 무력으로 제압함으로써 자신의 ‘옳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사적 이익

을 실현한다. 적어도 중기 영어 『햄튼의 베비스』에서, 영웅 개인의 이익

과 사회 정의, 공동체의 보편선의 일치는 더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왕이 자기 땅을 박탈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세이버는 “그

건 불공평하다”(that is nought feir; 4266)라고 반응하는데, 그가 동원하는 

언어는 훼손된 정의와 불의의 인식을 개인적인, 혹은 사적인 차원에서 호소

하는 언어이며, “내가 그것을 복수하겠다”(Thar of ich wile awreke be!; 

4286)고 나서는 베비스의 언어 역시 공적 질서와 사적 감각이 혼재해 있다. 

전통적 로맨스에서 이는 당연한 구조이지만, 베비스가 에드가의 집사는 물

론 런던 시민들을 학살하는 장면에 다다르면 개인적 차원의 부당함과 불이

익의 감각은 마침내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합의와 분열한다. 

『햄튼의 베비스』에만 수록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런던 시민

의 학살 장면은 당대 있었던 농민 봉기의 영향으로 들어간 것일 수도 있고, 

베비스와 집사의 대립은 『홈톤의 뵈브』가 주창했던 섬 로맨스의 “총체적 

삶”(collective life; Crane, Insular Romance 11)에 대한 인식이 14세기 청

중의 확대를 거치면서 공동체와 질적으로 다른 관계를 맺는 개인들로 분열

9) 실제로 크레인은 베비스가 런던 시민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인
다. 크레인은 베비스가 에드가로부터 봉토의 반환을 약속받는 장면을 두고 봉신 귀족과 
왕 사이의 협력 관계가 나타난다고 해석하면서, 베비스가 런던 시민을 학살하는 장면에
서는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독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에피소드를 ‘선한 봉
신귀족’이 간언에 대해 승리를 거둔다는 식으로 비모방적으로 읽는 것이다”(the best we 
can do is to read this episode non-mimetically as a ‘good baron’ triumphing over 
slander; Insular Romance 61)라는 썩 만족스럽지 못한 설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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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한 증거일 수 있다. 섬 로맨스가 상상하던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

적 총체성이라는 꿈이 더는 개인의 욕망과 사회 정의 사이의 필연적인 균열

을 가리지 못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햄튼의 베비스』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여성혐오와 극단적인 폭력성에 반영된 ‘퇴행적’ 충동은 이런 균

열을 예고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개인의 이익 추구를 통한 사회 질서의 

재건으로 시작했던 상상은 종국에는 개인과 사회의 불화, 사회 질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암시로 향한다.

중기 영어 로맨스 『햄튼의 베비스』가 의도적으로 베비스 가문의 혈통과 

유산의 지속 가능성에 암운을 드리운다거나, 봉신 귀족 계급의 관심사에 기

반한 영국 봉건 사회의 영속 불가능성을 예견한다고 독해할 근거는 희박하

다. 하지만 『햄튼의 베비스』가 주인공의 개인적 역경과 성취의 서사를 통

해 봉신 귀족 계급의 존속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조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면, 역설적으로 서사 중에 제기된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시점에서 

그 해결 방안들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었음이 밝혀진다. 일곱 

살배기 베비스의 세계를 뒤바꿔 놓았던, 충실하지 못한 아내의 문제는 사랑

에 빠진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해결되고, 부당하게 반복되는 배신과 반역, 

불의의 문제는 베비스가 스스로 얻은 힘을 통해 불의에 보복하고 빼앗긴 권

리를 스스로 쟁취함으로써 해결된다. 하지만 여느 여성과는 다른 충실한 아

내를 확보하기 위해 조시안에게 맹목적이고도 자발적인 사랑의 굴레를 씌우

는 일은 안전한 결혼 생활의 열쇠를 여성의 자유의지에 쥐어 주는 결과를 

낳고,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일어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국왕마저 손쉽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어진 베비스의 무력은 공동체

의 안정과 양립할 수 없는 순간을 맞는다. 이처럼 체제의 지속/회복 방안에 

대한 탐구가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암시로 끝나는 것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필연적이다. 베비스가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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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도 여성을 아내로 맞음으로써 봉신 귀족 가문의 지속 가능성이 아내에

게 달려 있다는 문제를 해결했다면, 다시 가문 간 정략을 통해 영국의 공주

를 아내로 맞게 된 마일즈는 자신의 이름이 지시하는 불길한 예언이 실현되

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결혼 생활, 나아가 가문의 유산의 안전을 확보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간 세계가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는 개인의 무력이 법과 질서에 대한 합의를 압도할 여

지가 있는 세계, 봉신 귀족 개인의 이해관계가 사회적 정의나 보편선, 집단

의 이해관계와 반드시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세계라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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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야기』: 

가부장제와 아마존, ‘사랑의 위안’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가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를 집필한 14세기 말, 유럽 귀족 사회는 고도로 양식화된 기사도 규

범을 현실에서 집요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요한 호이징가(Johan Huizinga)

는 중세 말 귀족 사회가 문학 속 기사도라는 환상을 현실에서 사치스럽게 

모방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현실 세계의 위협과 모순을 덮

어놓기 위한 눈속임이자 “놀라운 자기기만”(amazing self-deception; 78)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한다(77-78). 리 패터슨(Lee Patterson)은 이

러한 호이징가의 견해를 계승해 14세기 말 영국 귀족 사회의 기사도에 대

한 천착을 지적하는데, 그는 이 천착과 자기기만의 배후로부터 중산층의 부

상으로 인한 귀족 계급의 입지 축소,1) 흑사병과 농민 반란, 백년 전쟁 등 

당대의 구체적인 사회적 변동과 혼란을 발견한다.2) 패터슨에 따르면, “자기

1) 중세 전반에 걸쳐 기사도의 이상은 전사 귀족 계급의 타고난 혈통에 도덕적·사회적 우위
를 부여함으로써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Bisson 141). 그런데 중세 
후기에 이르면 부의 축적과 재분배를 통해 출현한 중산층 계급이 신분 상승을 적극적으
로 추구하면서 전사 귀족 대 농민이라는 기존의 배타적 계급 구분은 사실상 붕괴되고, 
선천적인 혈통의 ‘고귀함’(gentilesse)이라는 이데올로기는 후천적 행동과 태도에서 나오는 
미덕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고귀함’에 잠식당하기 시작한다(Du Boulay 65-67). 이러한 
사회상을 배경으로 초서는 부유한 상인 가문 출신으로 하급 귀족 계급에 편입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성직자의 일로 여겨지던 사무직을 맡는 등 다양한 계급에 걸쳐 있었는데, 패
터슨은 초서의 “다양한 집단에 참여하나 어디에도 완전히 흡수되지 않는, 이 경계성의 
감각”(this sense of marginality, of participating in various groupings but being fully 
absorbed by none; Chaucer and the Subject 39)이 『캔터베리 이야기』등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비판적 태도나 주체성 및 자아에 대한 독보적 인식을 가능케 했을 것이라 평가
한다(39).

2) 귀족 사회의 자기객관화 능력에 대한 패터슨의 평가 역시 호이징가와 마찬가지로 회의적
이다. 호이징가는 귀족 사회가 한편으로는 양식화된 삶에 집착하면서도, 그것이 다만 현
실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함을 알고 있었노라고 주장한다. “모순을 지속해 내는 
자아의 능력에 대한 우리 시대의 인식”(our contemporary appreciation for the ability 
of the self to sustain contradictions; 174)을 지닌 패터슨은 귀족 사회가 기사도로 대표
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적 모순을 성찰할 능력을 정말로 결여하게 되었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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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에 있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기사도는 독자적이며 자족적인, 그 자

체로 완전하며 외부로부터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의 형식을 창조하

고자 했다(Becoming ever more elaborate in its self-articulation, chivalry 

sought to create a form of life that was autonomous and 

self-sustaining, complete in itself and requiring no authentication from 

outside; Chaucer and the Subject 175).” 귀족 사회는 기사 정체성을 그 

자체로 삶의 방식으로 삼았고, 기사도의 가치를 현실에 적용하고 다시 현실

을 기사도의 형식에 맞추기를 반복하면서 폐쇄적인 기사도 정체성을 강화했

다(175-76). 패터슨이 중세 말 귀족 사회의 형식성에 대한 천착을 퇴행적인 

것으로 비판한 반면, 래리 D. 벤슨(Larry D. Benson)은 그 고도의 형식성

을 문화의 정점에 다다른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벤슨에 따르면 초서가 

활동한 중세 후기는 세속 문화의 정교함과 화려함이 절정에 이른 시기로, 

“궁정의 삶에 새로운 고상함을, 정교한 의례주의에 새로운 기쁨을, 그리고 

귀족의 삶의 예의범절에 새로운, 고도의 양식화를”(a new elegance to 

court life, a new delight in elaborate ceremonialism, and a new and 

high degree of stylization to the manners of the aristocracy; 242) 가져

온 시기였다. 궁정식 사랑 역시 현실에서 기사도적 미덕의 전범으로 모방되

고 강화되었는데, 벤슨은 초서 시대에 궁정식 사랑이 허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하면서, 궁정식 사랑의 규범이 품행서

나 실존 인물의 전기 등을 통해 현실에서 재생산되는 풍조들을 제시한다. 

기사들은 문학 속 연인들과 같은 사랑의 증상을 호소했고, 궁정 로맨스의 

언어를 그대로 모방한 구애의 언어를 속삭였으며, 연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웅장한 스케일의 모의 전쟁 게임과 마상 창 시합 경기에 참여했다

(251-52). “미리 규정된”(prescribed; 251) 사랑의 규범이 현실에서 전범화

(1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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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모방됨으로써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되었다는 것이다. 12세기 말 등장한 

궁정식 사랑의 담론이 약 200여 년 뒤인 14세기 말에 이르면 집요하게 따

라야 할 삶의 양식으로서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

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숙녀에게 정교하고 예의 바른 언어로 사랑을 고백하고, 연

인을 위해 위험을 불사하되,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쓰는 남자들 사이에서 동시대 여성의 처지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일찍이 12세기 말부터 제기되었던 결혼에서 동의의 중요성은 중세 말에 더

욱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당사자 간 상호동의는 실제로 결혼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았고 교회에 의해 공공연하게 지지되었다(Macfarlane). 그러

나 결혼은 귀족 사회에서 여전히 가문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이었고, 귀족 가문은 여성의 결혼을 통제하려 애썼다. 앤젤라 M. 루카스

(Angela M. Lucas)는 15세기 말에도 원치 않는 결혼을 거부한 귀족 여성

이 가족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감금과 구타 등의 학대를 통해 동의를 강

요당한 끝에 결국 결혼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중세 말 결혼에서 여성의 동

의의 의미가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결혼 여부와 그 상대를 선택할 

자유는 여전히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음을 지적한다(100-04). 중세 말 남성

들이 허구적 이상을 현실에 있는 그대로 적용했다지만, 그 이상은 분명 여

성의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 집필된 초서의 『기사 이야기』(The Knight’s 

Tale)의 여주인공 에밀리(Emelye)는 앞에서 다룬 두 로맨스 텍스트 『에네

아스 이야기』와 『햄튼의 베비스』 속 라빈이나 조시안보다 훨씬 수동적이

고 제약 역시 많은 여성인물이다. 일찌감치 주인공과 사랑에 빠져 열띤 마

음을 호소하는 라빈이나 조시안과 달리, 에밀리의 마음은 화자인 기사에게

도, 작중 남성들에게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본디 아마존이었던 그녀는 테

세우스(Theseus)에게 정복당한 뒤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아테네(Atth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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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주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두 젊은 기사 팔라몬(Palamon)과 아르시

테(Arcite)의 사랑을 받는다. 테세우스는 그녀를 모의 전쟁 게임의 전리품으

로 내걸었다가, 승자인 아르시테가 사고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고 사망하

자 남겨진 팔라몬과 결혼시킨다. 서사 내내 에밀리는 사랑의 능동적 참여자

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맨스와 사랑, 여성의 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사 이야기』를 다시 읽어야 한다면, 그것은 궁정식 사랑이 

『기사 이야기』의 서사를 추동하는 주요한 동력으로 기능하는 반면, 여주

인공인 에밀리는 유별나게도 이성애 교제를 원치 않는 욕망을 드러내는 인

물이기 때문이다. 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욕망이 『기사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돌하고 타협되는지를 살피는 작업은 궁정식 사랑의 이

데올로기가 귀족 사회의 현실을 지배하던 시대에 초서가 로맨스가 여성과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조명하며,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가능케 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초서의 『기사 이야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질서와 혼돈이라는 이분법이다. 찰스 머스카틴(Charles Muscatine)은 『기

사 이야기』를 문명과 질서의 수호자인 테세우스와 끊임없이 변전하는 세계

의 대립 구도로 독해하고, 이를 “고귀한 고안과 혼돈 사이의 투쟁”(struggle 

between noble designs and chaos; 190)으로 표현한다. 인간의 계획을 좌

절시키는 행운(Fortune)과 우연에도 불구하고 테세우스가 그 너머의 더 근

본적인 질서를 찾는다는 것이다. 김현진에 따르면, 과연 “고귀한 고안과 혼

돈” 중 어느 쪽이 승리하는지, 초서의 테세우스에 대한 조명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등에 대한 해석과 그 근거는 갈려도, 머스카틴 이후의 『기사 

이야기』 비평 절대다수는 질서와 혼돈, 필연과 우연, 문명과 퇴행 등의 대

립하는 키워드를 통해 작품 이해를 시도한다(78-84).3) 그 중 가장 완성도 

3) 이외에도 『기사 이야기』에 대한 역사주의 및 여성주의의 비평사는 김현진 참조. 본 논
문의 『기사 이야기』 연구는 김현진의 논문에 빚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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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은 패터슨의 신역사주의적 접근인데, 패터슨은 『기사 이야기』가 

그리는 “고귀한 고안과 혼돈 사이의 투쟁”을 “보편 질서의 개념에 대한 이

야기가 아니라, 질서의 ‘기사도적’ 개념에 대한 이야기”(not the idea of 

order per se but the chivalric idea of order; 168)로 해석하고, 초서 자신

이 『기사 이야기』를 통해 세계의 역사화 작업을 수행했다고 역설한다

(168). 초서가 14세기 말 영국 기사도 사회의 주변자적 위치에 있었음을 고

려할 때, 그가 전기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대립하지는 않지만 비스

듬한”(not oppositional but oblique; 198) 위치에서 “살짝 거리를 둔 내부

자”(slightly distanced insider; 198)로서 당대 기사도 사회의 가치관을 탈신

비화하는 한편 그 내적 모순을 조명했다는 것이다. 패터슨의 비평에서 테세

우스는 팔라몬과 아르시테의 자기파괴적 퇴행성을 기사도적 질서로써 바로

잡는 한편, 그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세계의 임

의성 역시 포섭하려 시도한다. 화자인 기사(Knight)는 기사도의 전범인 테

세우스에게 밀착해 빈틈없고 매끄러운 질서의 승리 서사를 만들려 한다. 그

러나 일련의 과정은 테세우스의 보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이 자기암시에 불

과하며, 팔라몬과 아르시테의 퇴행성이 테세우스가 대변하는 기사도 질서의 

이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227-28). 서사를 통제하려는 기사의 강

박은 오히려 서사 곳곳에 혼란을 야기하고, 세계를 수호하는 기사도의 힘은 

바로 그 세계를 위협에 노출시킨다(216). 테세우스와 기사가 질서와 통제에 

천착하면서, 거기 들어맞지 않는 균열은 외면되고 무시된다. 패터슨의 비평

은 『기사 이야기』를 내적 완결성뿐 아니라 당대의 구체적 담론과 가치관

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춘 텍스트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기사 이야기』를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독해할 때, 테세우스가 대변하는 

질서는 여성을 통제하고 포섭하기 위한 가부장제의 질서가 된다. 기사도로

써 문명과 질서를 세우려는 테세우스의 기획은 아마존으로 대변되는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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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이루어진다. 기사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테세우스는 “지혜와 

기사도로써 온 여성국 땅을 정복”(What with his wisdom and chivalrie, / 

He conquered al the regne of Femenye; 865-66)하고, 아마존 여왕 히폴

리타(Ypolita)를 아내로 삼아 아테네로 돌아간다. 일레인 터틀 핸슨(Elaine 

Tuttle Hansen)이 지적하듯, 『기사 이야기』에서 아마존의 땅 스키티아

(Scithia)를 가리키는 말인 여성국/Femenye은 라틴어 단어 여성/femina의 

변형으로, 이 고유명사의 “일반화하고 추상화하는 속성은 아마존을 보편 여

성, 개념이자 영역으로서의 여성과 등치시킨다”(its generalizing, abstracting 

quality equates Amazons with women in general and with Woman as 

an idea and a territory; 217). 『기사 이야기』의 아마존은 남성이 상상하

는 타자로서의 여성인 셈이다. 아마존에 대한 정복이 남성의 반대항으로서

의 보편 여성에 대한 정복으로 연결되면서 테세우스가 대변하는 질서는 또

한 가부장제 질서로 해석 가능해진다. 로맨스 장르가 기본적으로 남성 주체

의 서사이며 여성은 그 타자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사 이야

기』에서 남성 질서의 여성 통제라는 구도가 아마존을 통해 환유된다는 점

은 의미심장하다. 수전 크레인(Susan Crane)에 따르면, 문학사적으로 남성

과 대등한 무력을 지닌 여전사, 남성의 군사적 대립항으로 표상되었던 아마

존은 서사시에서 로맨스로의 장르적 이행과 함께 이성애 관계로의 포섭이 

가능한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모한다(76-79). 본디 서사시에서 한 쪽 젖가슴

을 자르는 관습으로 유명했던 아마존은 여성과의 사랑이 주된 관심사로 들

어오기 시작한 로망 앙티크 장르에서 점차 양 쪽 가슴 모두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데, 크레인은 이 절단된 가슴의 ‘복원’이 아마존/여성을 이성애 관

계의 가능성 안으로 포섭함으로써 남성 문화로 재통합하는 장르적 전략이라

고 해석한다(78-79). 이러한 문학사적 전통 위에서 『기사 이야기』가 전쟁

을 통한 “여성국” 정복과 히폴리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에밀리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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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의 궁정식 사랑의 구애 플롯과 결혼으로 끝을 맺는 것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의 ‘정복’이 군사적 승리에서 이성애적 구애 담론으로의 포섭으로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사 이야기』의 서사는 아마존/여성을 로맨스 장르의 구조와 

궁정식 사랑의 이성애 구애 문법을 통해 포섭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패터슨의 비평처럼 『기사 이야기』의 질서가 특수하고 구체적인 기사도 질

서에 대한 이야기인 것만큼이나, 『기사 이야기』의 가부장제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로맨스, 특히 궁정식 사랑의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르시테와 

팔라몬은 물론 테세우스가 사랑을 이해하고 재현하는 방식은 초서의 동시대 

기사도 사회가 추구하던 고도의 형식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르시

테와 팔라몬이 궁정식 사랑의 세례를 받은 기사들임은 명백하다. 그들은 감

옥에 난 창문으로 에밀리를 내려다보곤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데, 그녀의 아

름다움이 “내 눈을 관통해 / 심장에 박혔다”(throughout myn ye / Into 

myn herte; 1096-97)는 등 사랑의 고통과 위대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수사

는 궁정식 사랑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다. 이후 “비통한 연인”(woful 

lovere; 1379) 아르시테가 상사병으로 수면과 식음을 전폐하고 몰골을 알아

볼 수 없게 되는 것(1355-79), 팔라몬이 이루지 못할 사랑의 “슬픔으로 분

별을 잃고 미쳐 버리는”(wood out of his wit he goth for wo; 1456) 것, 

아르시테가 사랑에 빠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연인들이 기이한 방식으로 

그러듯이”(As doon thise loveres in hir queynte geres; 1531) 온갖 기상천

외한 행동들을 하는 것(1500-73)도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훌륭한 기

사”(worthy knight; 1608)라는 정체성과 “결투로써 그녀[에밀리]를 차지하

는 것”(to darreyne hire by bataille; 1609)은 분리되지 않는다. 한편 사랑

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테세우스 역시 “젊었을 적에 나 또한 [사랑의] 종

이었다”(in my tyme a servant was I oon; 1814)고 밝히며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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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god of love; 1785)의 권능을 찬탄하는데, 사랑의 역기능에 대해 잘 아

는 그 역시 사랑을 아테네의 기사도 사회의 주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두 연인에게 테세우스는 “그녀를 결투로써 차지

할 준비를 마치고 / 모의 전쟁 경기를 위해 완전무장한 / 일백 명씩의 기

사”(an hundred knyghtes / Armed for lystes up at alle rightes, / Al 

redy to darreyne hire by bataille; 1851-53)를 데려오라고 명령함으로써 

에밀리를 향한 두 남자의 사랑을 기사도 사회 전체에 걸친 대대적인 이벤트

로 확장시킨다. 일찍이 존재한 적 없는 규모의 모의 전쟁에 “기사도를 사랑

하는”(that lovede chivalrye; 2106) 모든 남자들, “연인을 사랑하고 힘을 지

닌”(That loveth paramours and hath his might; 2112) 모든 기사들이 참

가하기를 원하며, 그들이 “숙녀를 위해 싸운다는 것, 축복 있으라!”(To 

fighte for a lady, benedicitee!; 2115)라고 외치는 것은 숙녀를 향한 사랑

과 사랑을 위한 결투가 아테네 기사도 사회의 대대적인 공감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궁정식 사랑의 부작용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테세우스는 궁정식 사랑을 기사도 공동체

의 질서 안으로 포섭함으로써 둘을 양립시키고자 한다. 가부장제 질서로부

터 여성을 향한 남성의 애욕을 분리해낼 수 없다면, 그 욕망을 통제하고 다

스려 사회적 약속의 일부, 나아가 자신의 가부장제 질서 유지를 위한 프로

그램의 일부로 전유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로맨스 장르의 구조에 대한 

앤젤라 J. 와일(Angela J. Weisl)의 통찰처럼, 사랑의 투사 대상인 여성을 

가장 중심에 놓되, 동시에 그녀 자신의 영향력은 철저히 주변화하는 욕망이

다(13-14).

『기사 이야기』의 가부장제와 여성 간 동역학을 이해하는 유효한 방법은 

예의 “고귀한 고안과 혼돈 사이의 투쟁” 속 혼돈의 자리에 여성을 위치시키

는 것이다. 테세우스가 수호하는 아테네의 문명과 질서가 철저하게 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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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는 사실은 많은 여성주의 연구들이 지적했지만, 앤 래스카야(Anne 

Laskaya)는 테세우스의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과 임의성, 변화 자체가 곧 여

성/성과 연결된다고 통찰함으로써 여성/성에 남성 질서를 잠재적으로 위협

할 해석적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주지할 만하다. 래스카야에 따르면 

“행운의 여신”(Lady Fortune; 71)으로 표상되는 끊임없는 변화 자체가 문

화적으로 여성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견고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남성성과 개념적 대립을 이룬다(71). 테세우스의 질서는 가부장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남성적’이고, 그가 발휘하는 “남성적 힘은 이변성이라는 

여성적 힘, 위업의 성취와 영속성이라는 꿈을 제한하는 힘을 대면한

다”(male power confronts a feminine force—mutability—a force that 

limits achievement and the dream of permanence; 71). “여성적인 것이 

남성적인 것을 혼란에 빠뜨리는”(the feminine disrupts the masculine; 71) 

것이다. 나아가 래스카야는 이 혼돈의 ‘여성적’ 힘이 개별 여성인물에게도 

부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72). 에밀리가 존재만으로 아르시테와 팔라몬을 

사랑에 눈멀게 만들고, 두 친우이자 혈족을 짐승처럼 싸우고 테세우스의 아

테네를 위협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며, 테세우스가 “여성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women; 73), 특히 “에밀리의 외부 세계에 대한 절대적

인 통제”(absolute control over Emelye’s exterior world; 76)를 행사해야

만 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남성의 시선에 노출되고 사랑을 불러일으키

는 여성의 아름다움, 여성의 몸이 “비록 수동적이라도 몹시 위협적인 

힘”(very threatening, even if passive, power; 74)이 되기 때문이다.4) 

4) 하지만 래스카야는 혼돈의 ‘여성적’ 힘이 ‘남성적’ 질서에 제기하는 위협을 강조하기보다, 
그 혼돈마저 포섭할 수 있게 되는 테세우스의 남성성에 방점을 찍는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영웅적 남성성에 대한 수정 또는 도전”(revision or challenge to heroic 
masculinity; 67)을 거친 테세우스가 더 자상하고 철학적인 형태의 남성성을 갖추게 되
며, 이 성장이 그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인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71-74).   



74

래스카야의 통찰대로 ‘혼돈’을 본질적으로 여성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통제되어야만 하는, 혹은 통제되지 않는 혼돈의 핵심에는 여성의 내면이 있

는지도 모른다. 김현진은 『기사 이야기』의 여성주의적으로 의미 있는 독

해를 위해서는 래스카야의 논의를 확장해 여성의 파악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내면에 대한 가부장제의 불안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92). 탑 위에서 에밀

리를 내려다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 팔라몬과 아르시테의 논쟁은 두 남자

에게 인식되는 것이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뿐임을 방증한다. 팔라몬과 아르

시테의 존재를 알자마자 테세우스에게 전리품으로 내걸리는 상황에서조차 

침묵을 유지하는 등, 내내 ‘속’을 알 수 없던 에밀리는 처녀신 다이아나

(Diana)의 신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연다. 에밀리는 자신의 소유권이 결정될 

모의 전쟁 경기 전날 다이아나에게 누구의 아내도 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을 

고백한다.

순결한 여신이여, 당신도 잘 아시듯

저는 평생 처녀로 남기를 원하지

결코 연인이나 아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직 당신의 추종자로

처녀이며, 사냥과 몰이를 사랑하고

거친 숲 속을 누비는 것을 사랑하지

아내가 되어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남자와의 교제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Chaste goddesse, wel wostow that I

Desire to ben a mayden al my lyf,

Ne nevere wol I be no love ne wyf.

I am, thow woost, yet of thy compaignye,

A mayde, and love huntynge and vener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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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or to walken in the wodes wilde,

And noght to ben a wyf and be with childe.

Noght wol I knowe compaignye of man. (2304-11)

에밀리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마저 건 두 남자와 결혼은커녕 “남자와의 

교제” 자체를 원치 않음을 밝히고, “그들의 마음을 제게서 돌려 달라”(turn 

away their hearts from me; 2318)고 기도한다. 평생 처녀로 남기를 원한

다는 그녀의 소원은 줄곧 그녀의 의사는 당연한 듯이 고려 대상에 넣지 않

았던 두 연인의 소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에밀리를 미끼삼아 두 젊은 기

사의 짐승 같은 혈투를 기사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고도로 의례화된 모의 

전쟁으로 변형시키고, 에밀리를 향한 욕망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굴절시키기

를 꾀하던 테세우스의 기획에도 협조적인 태도가 아니다. 나아가 에밀리의 

기도는 여성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에 더욱 문제적이

다. 앞서 테세우스가 아르시테와 팔라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히폴

리타와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왕의 자비를 청하는 등 궁정의 

숙녀에게 어울리는 “참된 여인다움”(verray wommanhede; 1748)을 보임으

로써 그의 마음에 연민을 자아낸 바 있다. 그러나 “사냥과 몰이를 사랑하고 

/ 거친 숲 속을 누비는 것을 사랑하지 / 아내가 되어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는 에밀리의 고백은 그녀의 내면이 여전히 정복당하기 이전의 아마존

의 그것에 가깝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순종적인 에밀리의 “참된 여인다움”

은 그저 아테네 사회의 규범에 맞춘 겉모습에 불과했던 것일까? 제아무리 

아마존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 여왕을 아내로 삼은 테세우스라도, 남자와의 

교제를 원치 않는 아마존의 내면까지는 미처 손을 댈 수 없었음은 분명하

다. 에밀리의 고백이 다시금 여성의 타자성을 환기하는 셈이다.

에밀리의 내면과 욕망의 통제 불가능성은 아르시테의 장례식 장면에서 한 

번 더 누설된다. 장례식에 쓸 나무 기둥을 쌓기 위해 숲을 벌목하는 장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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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세우스의 또다른 정복의 은유로 기능한다. 테세우스의 명령이 떨어지고 

숲을 이루는 가지각색의 나무들이 베어지자, “모든 들짐승과 날짐

승”(beestes and the briddes alle; 2929)은 물론 “님프들, 파우누스들, 숲의 

요정들”(Nymphes, fawnes and amadrides; 2928)이 “삶의 터전을 박탈당하

고 / 이리저리 달아나”(ronnen up and doun, / Disherited of hire 

habitacioun; 2925-26)고, 녹음에 가려 “밝은 햇빛을 본 적 없는 땅이 / 빛

을 쬐고 소스라친”(the ground agast was of the light, / That was nat 

wont to seen the sonne bright; 2931-32)다. 앞서 에밀리가 기도하면서 

다이아나를 가장 먼저 “녹색 숲의 순결한 여신”(chaste goddesse of the 

wodes grene; 2297)이라 부르고, 아마존으로서 “거친 숲”(wodes wilde; 

2309)을 누비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점을 고려하면, 테세우스의 명령에 

의해 숲이 파괴되고 햇빛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이 장면은 다시 여성에 대

한 정복과 연결된다. 이 ‘폭력적인’ 문명화와 개척, 정복의 결과물인 나무 

기둥에 “관습에 따라”(as was the gyse; 2941) 처음으로 불을 붙여아만 하

는 것은 다름 아닌 에밀리다. 일련의 장례식 과정을 기사는 “말하지 않겠

다”(I wol nat tellen; 2963)며 오쿠파티오(occupatio)의 수사를 통해 설명

한다. 숲을 베어내고, 그 장작으로 높은 나무 기둥을 쌓고, 그 위에 아르시

테의 시신과 재물들을 올린 뒤, 불을 붙여 망자를 애도하며, 산 자들끼리 

운동 경기를 치르곤 무리지어 귀가하는 과정은 “내게서는 들려지지 않을 

것”(shal nat be toold for me; 2924)이라는 말과 함께 총 45행에 걸쳐 상

세히 묘사되는데, 에밀리가 장례식의 나무기둥에 불이 붙자 기절하는 대목

에서 기사는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그녀의 욕망이 무엇이었는지

도”(Ne what she spak, ne what was hir desir; 2944) 말하지 않겠노라고 

일축한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무엇을 욕망할 수 있으며, 무엇을 욕망했을

까? 장례식을 위해 베어낸 나무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며 정작 2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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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을 열거하는(2920-24) 기사의 수사 속에서조차 에밀리의 말과 욕망의 

내용은 포착되거나 재현되지 않는다. 에밀리의 욕망의 포착 불가능성은 다

이아나와 아마존의 ‘여성적’ 공간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순간 제기된다는 

역설적 상황으로 인해 더욱 부각된다. 다이아나의 신전 장면과 더불어 이 

대목은 에밀리의 내면과 욕망이 남성의 시선이나 욕망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는 인식을 드러낸다. 남성의 시선에 대상화되고 결혼으로 주어질 수 있는 

몸과 달리, 물질적 공간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정복되는 순간조차 그곳은 통

제도, 때로는 포착도 불가능한 ‘혼돈’으로 남는다. 설령 에밀리의 욕망을 말

하지 않겠다는 기사의 선택이 그녀의 발언권을 빼앗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

이더라도, 그렇게 남겨진 공백이 미심쩍게 여겨지기는 마찬가지다. 김현진은 

에밀리의 욕망을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기사의 오쿠파티오 기법이 “여성의 

잠재적인 위협을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100)다고 주장한다. 에밀리

의 통제 불가능한 내면을 서사 안팎으로 안전하게 포섭하려는 『기사 이야

기』의 끊임없는 시도는 역설적으로 가부장제의 불안을 드러내며, “화자가 

상상한 (혹은 염려한) 여성의 욕망이 에밀리에 의해 발화되는 예외적인 순

간, 아니면 그 지워진 흔적이 발견되는 순간 테세우스와 화자의 가부장제 

질서는 패터슨의 ‘기사도 정체성’처럼 ‘빈틈없이 지켜지고 집요하게 주장’될 

필요가 있기에 역설적으로 ‘침식과 쇠퇴에 취약’한 것이 되어버린다”(102; 

인용은 Patterson 186).

그러나 여성에 대해 이루어지는 모든 통제로부터 가부장제의 불안과 균열

을 읽어내려는 시도는 자칫 여성이 『기사 이야기』의 가부장적 세계에 제

기하는 잠재적 위협을 과대평가하는 일일 수 있다. 남성의 기획과는 독립적

으로 존재하는 여성의 내면과 욕망은 분명 『기사 이야기』의 매끈해야 할 

질서의 서사에 불협화음을 만들고, 다스려지지 않는 혼돈의 영역에 대한 불

안을 환기한다. 하지만 『기사 이야기』에서 그 불안이 실질적인 위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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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로 나타날 가능성은 테세우스와 기사에 의해 서사 안팎으로 차단된다. 

물론 이러한 통제의 이면에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 심지어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사와 테세우스가 에밀리의 

내면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균열마저 무력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사용

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은 오히려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가부장제의 도구들이 

얼마나 교묘하고도 효과적일 수 있는지, 심지어는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여

겨지던 여성의 내면마저 종국에는 어떻게 포섭하고 통제해낼 수 있는지를 

예증하고 역설한다. 나아가 혼돈의 신 새턴(Saturne)이 신들의 “할아버

지”(aiel; 2477), 즉 또다른 가부장으로서 주피터(Jupiter)의 빈자리를 대신

하고, 여성의 욕망을 대변하는 다이아나가 아니라 남성의 애욕을 대변하는 

비너스를 위로한다는 점, 그가 비너스와 마르스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

놓는 중재안이 여전히 다이아나나 에밀리를 철저히 소외시킨다는 점을 고려

하면, 『기사 이야기』의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과 여성/성을 세밀하게 나누

어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패터슨의 독해대로 『기사 이야기』를 퇴행적 

기사도 정체성의 불안에 대한 텍스트로 읽는다 해도, 기사나 테세우스가 기

사도적 질서의 균열에 대해 느끼는 불안과 여성의 내면에 대해 느끼는 불안 

사이에는 층위와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제 불가능한’ 여성의 

내면에 대한 불안은 주도면밀하게 수호되어야만 하는 질서 이면에 대한 불

안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기사 이야기』의 세계에서 ‘행운의 여

신’은 통제할 수 없어도 개별 여성은 통제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여성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는 가부장제의 영속적 불안을 확인

하기보다, 그 통제의 면면을 다시금 자세히 분석한 뒤, 통제의 당사자인 여

성인물에게로 돌아가 세밀한 독해를 시도하는 것이 여성주의의 시각으로 

『기사 이야기』를 읽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핸슨은 『기사 이야기』가 이성애 관계에 대한 여성의 무관심을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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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되, 에밀리의 무관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한편 교묘하게 

그녀의 이성애적 욕망을 구성한다고 적시한다. 이성애에 대한 에밀리의 무

관심의 중요성 및 진정성에 대한 폄하는 남성인물들과 기사를 통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진다(221-23). 대표적으로, 에밀리를 두고 혈투를 벌이던 아르

시테와 팔라몬에게 테세우스는 “정작 그녀는 이 야단법석에 대해 . . . 뻐꾸

기나 토끼만큼도 알지 못하는데!”(She woot namoore of al this hoote fare 

. . . than woot a cokkow or an hare!; 1809-10)라고 지적하며 에밀리가 

둘의 존재조차 몰랐음을 꼬집지만, 그녀의 거취에 관해 에밀리 본인의 의사

를 묻지 않기는 그도 마찬가지다. 한바탕 즐거워한 뒤 그는 “처제 에밀리를 

대변해 말하겠다”(I speke as for my suster Emelye; 1833)며 자신이 기획

한 모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에게 “에밀리를 아내로 주겠다”(shal I yeve 

Emelya to wyve; 1860)고 선언한다. 테세우스는 에밀리의 잠재적으로 위협

적인 무관심을 자기 계획 안으로 흡수하고, 사소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 무

관한 것으로 전락시킨다(Hansen 222). 화자인 기사는 에밀리의 의사를 더

욱 노골적으로 폄하한다. 에밀리는 모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르시테에게 “우

호적인 눈길”(freendlich ye; 2680)을 던지는데, 테세우스의 기획 속 에밀리

에게 이는 달리 선택권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기사는 “여자들이란 시쳇말

로 하자면 / 행운의 호의를 마냥 좇기 마련”(For wommen, as to speken 

in comune, / Thei folwen alle the favour of Fortune; 2681-82)이라며 

에밀리의 반응을 기회주의적인 태세전환과 변덕으로 치부한다(Hansen 

222-23). 핸슨에 따르면, “우리가 듣지 못할 것이라던 아마존의 정복이 실

제로는 아테네의 성문 안에서 재연되면서, 위협적이거나 최소한 분열을 야

기할 수 있는 [이성애에 대한 에밀리의] 무관심은 . . . 『기사 이야기』의 

결말에 이르면 철저하게 불허된다”(The indifference that might be 

threatening or at least disruptive . . . is thoroughly disallow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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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the Knight's Tale, as the conquest of Femenye that we were told 

we were not going to hear about is actually reenacted inside the gates 

of Athens; 223). 

한편 기사는 처녀들의 마지막 피난처여야 할 다이아나의 신전조차 남성적 

시선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남겨 두지 않는다. 에밀리가 기도를 위해 

“우물물로 몸을 씻는”(Hir body wessh with water of a welle; 2283) 대목

에서 기사는 “그녀가 의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감히 말하지 않겠다”(hou she 

dide hir ryte I dar nat telle; 2284)며 한발 물러선다. 기사의 진술은 다이

아나의 신전에 그려진 벽화 중 악타이온(Actaeon)이 목욕하는 “다이아나의 

알몸을 본 데 대한 복수로”(For vengeaunce that he saugh Diane al 

naked; 2066) 사슴으로 변해 자기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은 일화를 상기시

키고, 화자인 자신의 ‘남성적 시선’을 환기한다. 하지만 기사는 악타이온의 

운명이 두려울지언정 그 남성적 시선을 순순히 거둘 생각은 없다. 기사는 

에밀리의 목욕 장면을 “전부 듣자면 아주 즐거웠을 것”(it were a game to 

heeren al; 2286)이라고 아쉬움을 표한 뒤, “의도만 좋다면 문제가 없을 터, 

/ 하지만 활개 치는 남자가 좋은 법”(To hym that meneth wel it were no 

charge; / But it is good a man been at his large.; 2287-88)이라며 할 

수만 있다면 이 주제에 대해 말을 아끼지 않겠노라는 의사를 유감없이 드러

낸다. “활개 치는 남자가 좋은 법”이라는 말은 일차적으로는 악타이온과 같

은 신세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의미를 전달하지만, 이 순간 여성과 여성의 공

간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침해할 수 있는 화자로서의 권력을 넌지시 과시하

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오쿠파티오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음적 시선의 존

재를 드러내는 기사의 서술은 다이아나를 향한 에밀리의 기도에 앞서 두 여

성 모두의 취약성을 부각시킨다. 에밀리의 유일한 피난처인 다이아나의 신

전조차 남성인 기사의 시선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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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가 그 시선에 노출됨은 물론, 앞서 “칼리스토”(Calistopee; 2056), 

“다프네”(Dane; 2062), “악타이온”(Attheon; 2065), “아탈란타”(Atthalante; 

2070) 등 신전 벽화에 그려진 다양한 일화들을 통해 처녀성의 집요한 수호

자로 표상되었던 다이아나의 권위와 위력 역시 실추된다. 점잖은 체하는 기

사가 내내 지켜보는 가운데 에밀리가 목욕재계와 제의를 마친 뒤면, 다이아

나를 향해 이어지는 그녀의 기도와 소원은 그 불온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미 실질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테세우스와 기사의 ‘에밀리 길들이기’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단연 그녀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을 결혼과 사랑이다. 아르시테의 장례식 후 

수년 뒤 테세우스는 에밀리와 팔라몬을 불러 만물이 “원동자”(Firste 

Moevere; 2987) 주피터의 “예정”(purveiaunce; 3011)과 “계

획”(ordinaunce; 3012)에 따라 움직인다는 요지의 연설을 한다. 아르시테의 

불운한 죽음도 주피터에 의해 이미 정해진 일이니, “불가항력을 덕으로 삼

고 / 불가피한 일을 잘 받아들이는 것”(To maken vertu of necessitee, / 

And take it weel that we may nat eschue; 3042-43)이 지혜라는 것이다. 

그런 뒤 그는 에밀리에게는 “그[팔라몬]를 남편이자 주인으로 맞으라”(taken 

hym for housbonde and for lord; 3081)고, 팔라몬에게는 에밀리를 아내

로 맞으라고 시킨다. 에밀리의 한 마디 반응 없이 “그들 사이에는 즉시 / 

혼인 혹은 결혼이라 불리는 결속이 만들어진”(Bitwixen hem was maad 

anon the bond / That highte matrimoigne or mariage; 3095-96)다. 이 

결혼을 통해 테세우스는 테베를 비로소 완전히 아테네에 복속시키고, 아르

시테의 죽음이 드리웠던 사고와 우연의 그림자마저 신적 섭리라는 질서로 

다시금 포섭한다. 이 과정에 필수적 요소인 에밀리는 “이것이 내 완전한 

뜻”(this is my fulle assent; 3075)이라는 테세우스의 권고에 말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이어지는 기



82

사의 전략이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기사는 팔라몬과 결혼한 에

밀리가 그를 사랑했고 행복했다는 말로 서둘러 이야기를 마무리지음으로써 

에밀리가 통제 밖으로 벗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 “에밀리가 그를 

다정하게 사랑하고, / 그는 그녀를 다감하게 섬기니, / 질투나 다른 불화의 

말이 / 부부 사이에 전혀 오가지 않았다”(Emelye hym loveth so tendrely, 

/ And he hire serveth so gentilly, / That nevere was ther no word hem 

betwene / Of jalousie or any oother teene; 3103-06)는 그의 진술은 단

지 에밀리에게 결혼의 멍에를 씌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팔라몬을 향한 그녀

의 마음마저 규정한다. 아마존이었고 처녀로 남기를 원했던 에밀리가 어떻

게 팔라몬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설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

다. 에밀리가 팔라몬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 저항의 일말의 가능성은 사라지

며, 에밀리의 내면은 가부장제가 마련한 이성애 구애 담론 안으로 완전히 

포섭되고 통제된다. 곧바로 이어지는 “이렇게 팔라몬과 에밀리가 끝을 맺는

다”(Thus endeth Palamon and Emelye; 3107)는 기사의 결어는 서사뿐 아

니라 인물 자체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잠재적 균열의 가능성마저 굳게 차

단한다. 

이 물샐 틈 없는 통제 기제로부터 가부장제의 승리와 여성의 패배라는 

단순하고 또 뻔한 도식 이상의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찾

기 위해서는 이미 남성에 대한 취약성이 노출된, 피난처의 기능을 해내기에

는 너무나 무력한 다이아나의 신전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야 한다. 에밀리

의 욕망이 유일하게 노출되는 공간인 다이아나의 신전은, 그 욕망을 묵살하

는 가부장제의 위력에 대한 여성의 자의식이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

이아나의 신전에서 에밀리는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아르

시테와 팔라몬]의 마음을 제게서 돌려 달라”(fro me turne awey hir hertes 

so; 2318)”는 소원을 빌지만, 바로 뒤이어 타협안을 덧붙인다. “혹은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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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운명이 그렇게 지어져 / 제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가져야만 하거든, / 

저를 가장 원하는 이를 보내 주십시오”(Or if my destynee be shapen so / 

That I shal nedes have oon of hem two, / As sende me hym that 

moost desireth me.; 2323-25)라는 그녀의 두 번째 소원은, 이미 에밀리 

자신이 첫 번째 소원의 희박한 실현 가능성을 짐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

선책 역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에밀리의 기도가 끝나자 다이아나는 

원형경기장의 세 신들 중 유일하게 모습을 직접 드러낸다. 하지만 그것은 

에밀리의 바람대로 그녀를 처녀로 남게 해 주기 위해서는 아니다.

딸아, 슬픔을 거두거라.

높은 신들 사이에서 정해졌고

영원한 글로 적히고 굳어진바

너로 인해 깊은 근심과 슬픔에 빠진

남자들 중 하나와 네가 결혼하리라.

허나 둘 중 누구인지는 일러줄 없구나.

Doghter, stynt thyn hevynesse.

Among the goddes hye it is affermed,

And by eterne word writen and confermed,

Thou shalt ben wedded unto oon of tho

That han for thee so muchel care and wo,

But unto which of hem I may nat telle. (2348-53)

다이아나가 자신의 충실한 신도였던 에밀리를 위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것은 에밀리의 결혼이 “높은 신들 사이에서 정해졌고 / 영원한 글로 적히고 

굳어진”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크레인은 다이아나가 에밀리의 운명을 

미리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아무도 운명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해야 할 『기

사 이야기』의 세계관에 모순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사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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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비평에서 이상할 정도로 주목받지 않아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183). 그러나 크레인은 다이아나의 계시를 텍스트 내에서 합리적으로 설명

하려 시도하는 대신, 아무도 알지 못해야 할 미래를 다이아나 혼자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자아내는 비합리성과 모순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크레인에 따르면, 이 비합리성과 모순, 비논리성이 곧 『기사 이야

기』가 상상하는 여성성의 본질이다. 로맨스의 남성 주체에게 여성은 타자

로서 그 자체로 “우연/모험”(aventure/adventure)을 체현하는 존재라는 것이

다(180-84). 『기사 이야기』속 여성/성의 성질에 대한 크레인의 분석은 수

긍 가능하지만, 『기사 이야기』의 여성을 인물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합

리적 설명이나 이해가 불가능한 모순 덩어리로 설명하는 데에 그친다는 점

에서 그 자신이 『기사 이야기』의 젠더관의 한계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

고 마는 것처럼 보인다.5) 하지만 여성과 여성성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

는 존재로 치부하는 대신 합리성의 영역에서 규명하려 시도할 때, 담론적으

로 구성된 여성으로부터 화자인 기사가 애당초 의도했던 바 이상의 자의식

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이아나의 계시는 여성에게 불가항력으로 작용하는 가부장제의 위력에 

대한 여성 자신의 자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왜 혹은 어떻게 다이아나가 미래를 알고 있는지가 아니다. 중

요한 것은 다이아나가 에밀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계시를 전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계시가 에밀리에게는 

“운명”(destynee; 2323)의 예언이라는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에밀리가 

두 기사들 중 하나와 결혼하리라는 사실이 “높은 신들 사이에서 정해졌고 / 

5) 크레인은 에밀리의 처녀로 남고 싶다는 욕망이 “그녀를 끝내 해독 불가능하게 만드는 영
원한 모순성”(a perpetual contradictoriness that makes her finally indecipherable; 174)
을 예증한다고 해석하고, “에밀리의 저항에는 모험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동기가 없
다”(Emelye’s resistance, like adventure itself, is unmotivated; 174)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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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글로 적히고 굳어진” 바라는 다이아나의 계시는 앞서 에밀리가 짐작

했던 대로 그녀의 “운명”이 실재함을 방증한다. 에밀리가 아르시테와 팔라

몬 중 하나와 결혼하리라는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일찍이 아마존을 

정복한 테세우스의 아테네 땅에서 여성이 남성의 통제를 뿌리칠 여지가 없

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두 기사 중 누가 에밀리를 차지할지를 두고 비

너스와 마르스가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새턴이 중재에 나서는 일이 벌어져

도, 거기에 다이아나가 낄 자리는 애당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이

치다. 이는 로맨스의 여주인공 에밀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는 선택지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와일의 주장(59)과도 이어진다. 에

밀리의 “운명”과 “영원한 글로 적히고 굳어진” 결혼, 여성에게 불가항력으

로 작용하는 테세우스의 가부장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사 이야

기』의 세계는 주피터가 부재하고 새턴이 그 빈자리를 대신한 세계로, 모의 

전쟁 게임의 승자가 승리를 만끽하는 순간 사고로 낙마해 사망하는 세계, 

불길한 죽음과 혼돈의 힘이 인간의 고안을 끊임없이 좌절시키는 세계다. 그

러나 다이아나의 계시는 그 세계에도 “영원한 글로 적히고 굳어진”, 확실하

고 불변하는 것이 있음을 증언한다. 바로 가부장제에 포위된 여성의 특수한 

운명이다. 이러한 운명 아래에서 에밀리의 “사랑의 운수”(aventure of love; 

2357)란 우연에 기댄 것임에도 불구하고 테세우스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에 미래의 필연성 안에 포섭되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다이아나

의 예언은 그 불가항력에 대한 자의식을 에밀리에게로 전달한다. 이런 맥락

에서 “다이아나여, 당신의 가호와 / 처분에 저를 맡깁니다”(I putte me in 

thy proteccioun, / Dyane, and in thy disposicioun; 2363-64)라는 에밀리

의 절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무력한 수용을 시사한다.

이성애 관계와 결혼이라는 운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에밀리의 자세

는 역설적으로 테세우스가 설파하는 삶의 지혜에 가장 가까운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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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나의 예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뒤, 에밀리는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

가는 이성애 관계의 국면마다 적절한 반응을 수행한다. 모의 전쟁의 승자인 

아르시테에게는 친밀한 눈길을 보내고, 그가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

자 슬퍼하며, 팔라몬과의 결혼에 순응하고 그를 “부드럽게 사랑”하는 것이

다. 질 만(Jill Mann)은 처녀로 남기를 원하던 에밀리가 다이아나의 계시에 

수긍하고 운명에 대한 “인내”(patience; 142)의 덕목을 수행함으로써 “‘우

연’에 대한 순종”(submission to ‘aventure’; 142)을 실천한다고 해석한다

(142). 그러나 만은 기본적으로 아마존의 결혼을 배타적 여성성이 남성성과 

결합을 이룸으로써 온전해지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평가하는 등, 에밀리가 

팔라몬과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가부장제의 억압적 

권력을 비판적으로 독해하지 않기를 선택한다.6)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사는 

오히려 에밀리의 태도 변화를 비난하는데, 핸슨과 래스카야는 여기에서 에

밀리를 향한 화자의 이중잣대를 읽어낸다.7) 핸슨은 에밀리가 모의 전쟁 게

6) 만은 테세우스가 여성들 앞에서 느끼는 “연민”(pitee; 920, 1761)을 여성적 덕목으로 규
정하고, 테세우스가 전통적인 남성적 덕목뿐 아니라 연민, 인내 등 여성적 덕목을 습득함
으로써 변화하는 세태를 관조할 수 있는 이상적 영웅으로 거듭난다고 주장한다(137-42). 
그러나 만의 주장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성은 남성성에 융합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
가능하며, 여성성과 여성인물이 남성적 경험을 여성화하기보다는 확장하고 보편화함으로
써 로맨스의 남성 중심성을 강화할 뿐이라는 크레인의 비평(23-26)에 의해 반박된다. 
“그것[테세우스의 연민]은 그를 여성스럽게 만들지 않으면서 여성화한다”(It[compassion] 
feminizes him without making him effeminate; 136)는 만의 ‘모순적인’ 진술은 그 자체
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실재하는 위계관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부재를 드러낸다. 설령 
테세우스가 여성적 덕목을 함양함으로써 이상적 영웅성을 획득한다 해도, 그 영웅성은 
결과적으로 여성/성을 영웅화하기보다 여성성의 일부를 남성/성으로 전유함으로써 남성
성의 위계적 우위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여성과 가부장제의 관계에 대한 여성주의
의 문제의식을 주변화하는 한편, 남성(과 여성) 개개인의 미덕 함양을 통한 이상의 실현
에 주목하는 만의 『기사 이야기』 비평은 여성주의적이라기보다 인본주의적이다.

7) 결혼을 원치 않는다던 에밀리가 아르시테에게 우호적인 눈길을 보내는 장면은 (어쩌면 
바로 이어지는 기사의 여성혐오적 언술로 인해 더) 다수의 여성주의 비평가들에게 ‘설명
이 필요한’ 대목으로 여겨져 왔다. 『기사 이야기』의 여성은 남성 주체가 여성성에 투사
하는 비합리성과 모순을 그대로 체현한 존재라고 분석하는 크레인이 에밀리의 변덕을 액
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175), 본문에서 상술할 핸슨과 래스카야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자는 정황상 에밀리에게 다른 선택권이 없었음을 들어 그녀를 변호하기를 선호한다. 
대표적으로 프리실라 마틴(Priscilla Martin)은 여성이 승자의 전리품 신세인 『기사 이야
기』에서 에밀리가 달리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는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하고(52),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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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승리한 아르시테에게 우호적인 눈길을 보내는 것이 테세우스의 언명에 

따르는 것으로, 테세우스 자신이 강조하는 태도인 “불가항력을 덕으로 삼는 

것”(To maken vertu of necessitee; 3042)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222-23). 래스카야에 따르면, 권위에 대한 에밀리의 순종이 테세우스 자신

이 역설하는 보에티우스(Boethius)적 관조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는 그것이 고귀한 수용과 관조가 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변덕이 된다

(75-76). 에밀리의 불가항력에 대한 수용은 기사에게 변덕으로 매도당하거

나 제대로 언급되지조차 않아 그저 암시로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염두에 두면, 에밀리와 팔라몬을 불러 원동자와 세상만물과 죽음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테세우스의 대사는 이전까지와는 사뭇 다른 울림을 지닌

다.

그렇다면 생각건대 지혜란

불가항력을 덕으로 삼아

불가피한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우리 모두에게 응당 찾아오는 일 말이다.

또한 불평하는 자는 어리석으니

만물을 다스리는 이에게 반항하는 것이다.

Thanne is it wysdom, as it thynketh me,

To maken vertu of necessitee,

And take it weel that we may nat eschue,

And namely that to us alle is due.

And whoso gruccheth ought, he dooth folye,

And rebel is to hym that al may gye. (3041-46)

롤린 딘쇼(Carolyn Dinshaw)는 여성의 교환에 기반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소유권
을 양도 받은 남성의 욕망에 여성의 욕망이 조응해야만 하는 대표적인 예로 해당 장면을 
꼽는다(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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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세우스의 이 대사는 “주피터”(Juppiter; 3035)가 정한 섭리인 죽음을 헛되

이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죽

음 이외에도 “높은 신들 사이에서 정해진” 또 다른 운명을 지니고 있는 에

밀리에게 이 대사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 테세우스가 의도했는지 모를 이 

중의성은 이 직후 그가 에밀리를 팔라몬과 결혼시키기 때문에 더욱 부각된

다. 이 시점에서 그는 에밀리에게 반항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

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이 대사는 테세우스의 무지를 통해 기묘한 아이러

니를 형성하는데, 테세우스가 대단한 철학적 통찰인 양 제시하는 “지혜”를 

에밀리는 “우연인지 사고인지”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래스카야의 주장처럼 가부장제의 권위에 대한 에밀리의 순종을 보에티

우스와 일치하는 주체적인 철학적 실천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녀에게는 애

당초 테세우스처럼 세계에 맞서 “아집”(wilfulnesse; 3057)을 부릴 선택권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밀리의 ‘관조적’ 사랑은 

그녀가 처한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 팔라몬이 오랫동안 사랑해 

온 에밀리를 아낌은 물론, 에밀리 역시 팔라몬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두 사

람 모두에게 불가항력은 나쁜 결과만 가져오지 않은 셈인데, 특히 에밀리가 

일찍이 처녀로 남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둘 중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남

자와 결혼하게 해 달라는 소원을 빌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신을 “다감하게 

섬기”는 팔라몬과의 화목한 결혼 생활은 독신을 허용하지 않는 가부장제 사

회에서 에밀리에게 차악이자 최선이다. 

『기사 이야기』는 궁정식 사랑이 여성의 자발성이 허울에 불과함을 드러

낼 뿐만 아니라, 가부장제가 그 자발성에 어떻게 기대고 있으며 여성의 자

발성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를 폭로한다. 와일은 초서가 에밀리의 좌절

되는 욕망과 침묵을 통해 로맨스 장르가 여성에게 사랑의 참여를 강제하고 

있음을 폭로한다고 주장한다(59-60). 와일에게 『기사 이야기』는 로맨스 



89

장르의 구조와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자기지시적 텍스트다. “아마존

과 에밀리의 목소리에 대한 상기가 로맨스의 장르 관습을 비집고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시의 통제권을 휘어잡는 것은 바로 그 관습들이다”(Although 

the reminders of the Amazons and Emelye’s voice break through the 

conventions of the romance itself, it is those conventions which finally 

wrest control of the poem; 61). 유사한 맥락에서 초서는 『기사 이야기』

를 통해 로맨스의 사랑 자체에 대한 의문 역시 유도한다. 로맨스가 아마존

을 이성애 구애 서사 안으로 편입시키는 전략을 설명하면서, 크레인은 사랑

이라는 “동의된 항복은 . . . 아마존의 전투적 저항을 그들 자신의 의식 속

에서부터 정복한다”(Consensual surrender . . . overcomes the Amazons’ 

militant opposition from within their own consciousness; 79)고 지적한 

바 있다. 로맨스와 궁정식 사랑이 현실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시대의 통

찰력 있는 작가로서, 초서는 히폴리타와 에밀리를 통해 여성이 로맨스의 이

성애 구애 서사로 포섭됨으로써 ‘정복’당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에밀

리가 불가항력 앞에 대한 순종으로 ‘선택’한 사랑의 빈곤함을 보여줌으로써, 

로맨스에 수반되는 여성의 동의와 자발성의 유명무실함 역시 폭로한다. 기

사가 “에밀리가 팔라몬을 다정하게 사랑했다”는 직설적 언술로 에밀리의 내

면이라는 문제에 쐐기를 박음에도 불구하고, 에밀리의 사랑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란 불가능하다. 불가피한 순종이 사랑이 된다면 그 사랑이 전제

하는 에밀리의 ‘자발성’은 아주 무색하고 초라한 것이 된다. 기사의 긴 이야

기가 조금도 로맨틱하지 않은 에밀리와 팔라몬의 결혼으로 수렴되고, 사랑

이 더 교묘해지고 더 강력해진, 그저 신비화된 정복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폭로되고 나면, 로맨스와 사랑의 앙상한 설계 구조만이 남는다. 

래스카야의 말을 빌리면, “통제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만큼 인위적인 고안이

다”(control is possible, but it is equally an artifice;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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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가부장적 질서의 수호자인 테세우스가 ‘사랑은 미친 짓’이라 

여기면서도 사랑의 신의 권능을 찬탄하고, 그처럼 위험한 궁정식 사랑을 기

사도 사회의 공감대이자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다. 자신의 질서가 존속 가능하다는 믿음을 지탱하기 위해 테세우스는 여성

의 통제를 필요로 하고, 그 통제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바버라 놀란(Barbara Nolan)에 따르면 테세우스는 

(시대적 한계로 인한) 신학적 지식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원동자의 존재를 

통찰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에밀리와 팔라몬에게 제안하는 결혼은 

“하나의 완벽한 기쁨”(parfit joye; 3072)으로써 “필멸세계의 불가피한 비애 

및 삶의 우발성과 테세우스의 원동자의 . . . 오롯함 사이의 거리를 중재하

는 역할을 수행”(serve to mediate the distance between the inevitable 

sorrows and aventures of life in the mortal world and the wholeness . . 

. of Theseus’ Prime Mover; 280)한다. 과연 테세우스의 행동을 얼마나 ‘관

조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놀란의 분석은 역설적으로 여성의 

통제가 테세우스의 세계관을 지탱하는 불가결한 요소임을 드러낸다. 에밀리

의 결혼은 세상만물을 연결한 “사랑의 아름다운 사슬”(faire cheyne of 

love; 2988)를 타고 올라가 그 끝에 위치한 만고불변의 섭리, 영속적 질서

의 존재에 대한 테세우스의 믿음을 강화한다. 놀란의 지적대로 “그는 보에

티우스가 철학의 여신을 통해 그러듯 최고선에 대한 이해로 부상하지는 못

한다”(He does not ascend, as Boethius does through Lady Philosophy, 

to understand the summum bonum in se; 279). 하지만 에밀리를 팔라몬

과 결혼시킴으로써 테세우스는 질서에 대한 믿음과 세계 사이의 거리를 좁

히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도 어떤 통제는 가능하다는 위안을 얻는다. 한

편, 에밀리는 불가항력의 모습을 한 가부장제 앞에서 헛되이 저항하는 대신 

“사랑의 운수”를 수용하고 팔라몬과 결혼하며 그를 “몹시 다정하게 사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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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느 것도 그녀 자신의 능동적 선택은 아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

와 부부가 되어 그를 사랑하는 일은 정복당한 아마존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고의 해피엔딩이다. 보에티우스에게 철학이 그랬듯, 남성에게도 여성에게

도 사랑은 삶의 좌절에 위안이 된다. 다만 그 기제가 극명히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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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2세기 프랑스 로맨스 『에네아스 이야기』는 남성과 여성 간 관계를 12

세기 봉건 귀족 사회의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이데올로기로 구성하고, 여성

의 욕망과 동의의 문제를 서사의 핵심에 놓음으로써 여성을 사랑의 주체로 

발명한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랑의 욕망은 

여성에게 해방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새로운 통제의 기제로 작용한다. 12세

기 앵글로노르만 로맨스 『홈톤의 뵈브』가 여성의 정절을 확신하기 위한 

장치로서 여성인물에게 능동적 구애자의 위치를 부여했다면, 그 14세기 중

기 영어 번안판인 『햄튼의 베비스』는 한발 더 나아가 사랑을 여성의 맹목

적 순종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여성의 맹목적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 사랑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햄튼의 베비스』의 전략은 오히려 여성의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하는데, 이는 14세기 영국에서 여성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졌다거나, 여성의 능동성이 증대했음을 의미하기보다는, 

14세기 대중 로맨스인 『햄튼의 베비스』가 로맨스 장르가 기반으로 삼는 

기사도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구심점의 약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14세기 

말, 이러한 사회적 배경 위에서 초서는 마치 전범과도 같은 전통적 기사도 

질서의 수호자들을 『기사 이야기』의 화자와 주인공으로 삼는다. 질서를 

잠식하는 혼돈의 위협에 맞서서 『기사 이야기』는 여성과 여성성이 가부장

제 질서에 제기하는 잠재적 위협마저 결혼과 사랑으로써 무력화한다. 다시

금 궁정식 사랑은 가부장제의 여성 종속을 신비화하는 본연의 기능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여성의 통제 불가능성이 환기하는 질서의 균열은 이성 교제

를 원치 않던 아마존이 화목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결말과 함께 안전하게 

해소된다.

중세 로맨스는 여성인물들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선택지를 마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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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랑에 빠진 여인들’에게는 가부장제 담론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다. 약 200년에 걸친 시간에도 불구하고 중세 궁정 로맨스 담

론과 여성의 관계에서 변한 것보다 변하지 않은 것이 더 많아 보인다면, 그

것은 궁정식 사랑의 이데올로기가 여성 주체에 미치는 통제력이 그만큼 강

력함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김현진이 정리하듯, 『기사 이야

기』가 주도면밀하게 수호하는 가부장제 기사도 질서는 초서의 나머지 『캔

터베리 이야기』의 전체 맥락 안에서 다시 균열을 드러낸다. “화자와 테세

우스가 구축하는 기사도적이고 가부장제적이며 서사시적인 질서는 이야기 

안에서 ‘끝없이 위협하는 혼돈의 힘’에 잠식당하듯이 이야기 밖에서 순례객

의 무질서한 반응과 그들이 하는 천차만별의 이야기들에 탈색되어 효력을 

잃는다”(103). 기사가 순례길의 첫 이야기를 마친 뒤 방앗간 주인(Miller)이 

차례를 무시하고 끼어들어 그의 이야기를 저속한 파블리오(fabliau)로 패러

디하고, 물샐 틈 없이 통제되는 것처럼 보였던 여성의 ‘불온한’ 내면은 가부

장제 담론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바스 부인(Wife of Bath)의 결코 침묵시

킬 수 없는 목소리를 통해 유감없이 발화된다. 『기사 이야기』가 유독 보

수적인 텍스트라면, 『캔터베리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이

야기, 다양한 담론들이 교차하는 장을 만듦으로써 『기사 이야기』가 표방

하는 그 완고한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 기사와 테세우스의 

목소리가 힘을 잃은 뒤면, 비로소 그 담론의 구조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 글이 중세 궁정식 사랑이 가부장제와 공모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함을 

새삼 조명하는 것은 중세 로맨스가 여성에게 본질적으로 억압적인 장르라거

나, 중세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처지가 무력했다는 이야기를 굳이 반복하

기 위해서는 아니다. 그보다는 궁정식 사랑과 중세 로맨스의 가부장적 담론 

간 공모 관계를 세밀하게 살피고, 담론적으로 구성된 여성 주체와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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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다시금 규명하기 위한 것에 가깝다. 그 구체적 형태는 변화했으나 

여전히 로맨스와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적 매트릭스로부터 자유롭지 않

은 현대에, 중세 궁정 로맨스와 궁정식 사랑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적

으로 재조명하는 일은 여성과 여성성, 로맨스, 사랑이 풀어낼 수 없이 긴밀

하게 엮여 있으며, 가부장제 하에서 구성된 여성 주체의 핵심에는 사랑이 

남성과의 관계의 매개로 존재해 왔다는 역사적 통찰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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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men in Love:
Medieval Romance and the Construction of the 

Female Subject

Seonoh Kim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edieval courtly romance creates the enamored female subject as 

a voluntary participant of the feudal patriarchal system. The 

twelfth-century French Roman d’Enéas, possibly the earliest romance in 

history, provides a notable convergence of contemporary discourses on 

the “traffic in women,” where female desire, agency, and consent are 

mobilized to endorse male interest. The opposing fates of two women 

in love—Lavine and Dido—indicate that female desire is acceptable only 

when it suits the male hero’s dynastic agenda. The fourteenth-century 

English romance Bevis of Hampton presents a peculiar magnification of 

female subjectivity constructed by love, laying its very nature open to 

analytical observation. While Bevis the hero remains utterly indifferent 

to romantic relationship, the Saracen princess Josian undertakes the role 

of an exceptionally strong-willed and resourceful lover. Jos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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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avering commitment to Bevis forms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with his regressive machoism, both recognizing and exorcising the male 

anxiety about female treachery overshadowing the narrative. Geoffrey 

Chaucer gives an intriguing twist to this generic project of the medieval 

romance in his Knight’s Tale. Although the Amazon princess Emily 

acquiesces to Theseus’s program of maintaining the masculine chivalric 

order by relinquishing her wish to be a virgin, she does develop a 

quasi-Boethian consciousness about the masculine world that controls 

her “aventure of love,” which, I believe, bespeaks Chaucer’s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courtly tradition. Subversive as it may seem, the 

emergence of women in love in the medieval romance ultimately 

endorses the patriarchal ideology of the feudal aristocracy. 

Keywords : medieval romance, courtly love, women, subjectivity, 

feminism, Le Roman d’Enéas, Bevis of Hampton, The Knight’s T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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