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레이스 숲에서 랜슬롯 구출하기 : 
「성배탐색의 장」의 서사방식에 관한 연구 

양병기 

1. 서론 

토마스 말로리 (Sir 안lOmas Malory)의 『아서 왕의 죽음.，g(Le Morte D’'Arthur)은 

언뭇 보기에 여밟 개의 독립된 이야기로 구성된 것처럽 보인다 1) 그리고 흥미로 

운 사실은 각각의 이야기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내러티브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엘리자베스 에드워즈(Elizabeth Edwards)가 지적하듯 이 이야기들은 

내러티브구조에 있어서 어떠한특정도서로공유하고 있지 않다 2) 

본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서왕의 죽음』의 여섯 번째 이야기인 「성배 

탐색의 장」의 서사적 특정에 대해서는 인터레이스 구조(interlace stru야ure)를 

주로 언급하는데， 중세 로맨스에서 발견되는 인터레이스 구조 일반에 대해서 C. 
S. 루이스(C.S. Ùl떼s)와 유진 비나버 (Eugène Vinaver)는 중세 로맨스에서 인 

터레이스 구조를 중세의 기사적 모험이 지니는 성격이 특정한 형태로 재현된 것 

으로 셜명한다. 중세의 기사틀의 모험이 전개되는 양식은 단선적이지 않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 사건과 사건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다시 말 

해서 중세의 기사들의 모험은 매우 다충적이고， 일견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으 

1) R. M. 루미안스키 (LUI띠없lSky)에 따르면 여닮 개의 이야기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제목 

을 불이기도 한다. ‘π'he Coming of Arthur and the Round Table", “Aruthur's ag밍nst 

the Emperor Lucius", “8irG닮eth of Orkeney'’, “8ir 맘istram ofLuoness"，‘암1e quest of 
theGr.외1”， ‘'Lancelot and Gue띠vere"， ‘암1e death of Arthur'’. 

2) “Indeed, the Morte [Le Morte Darthurl has many structures, including several 
described by W피뼈m Ryding: in its strategy of unlacing, it becomes something of a 
-roman a tiroirs, ‘a string of juxtapo않d， mutually independent episodes, each ofwhich 
makes a reasonab1y coherent 화10rt story’ in whi야1， USU외1y， ‘a single hero seπ.es to 
provide the elementary principle of unitγ. As single story, ‘Gareth’ shows the bipartite 

structure . . . . 'The tale of Arthur and the Emperor Lucius’ shows yet another 
structure, one closer to the linear progression of the marti떠 epic" (Edward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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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상호 모순척이고， 논리성이 없어 보인다. 

말로리의 「성배탐색의 장」에 관해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살펴본 여러 논의들 

은 인터레이스 구조에 대해 앞서 개략적으로 소개한 루야스나 비나버의 셜명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나타내거나 추가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리차드 바버(Rich앙d Barber) , 질 만(JimmM없m) ， 엘리자베스 에드워즈 

(Elizabeth Edwards) , 캐서린 뱃 (Catherine Batt)을 비롯한 여러 비명가들의 논 

의는 매우 노골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종교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이들이 인용하는 다른 연구들도 많은 경우 말로 

리의 「성배탐색의 장」이 담고 있는 뚜렷한 종교적인 색깔이 지니는 의미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비평가들은 주로 「성배탐색의 장」의 내용 

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논의하며 「성배탐색의 장」의 형식적 특징에 관해서는 특 

별히 논의하고 있지 않다 3) 

그러나 「성배탐색의 장」의 대표적이고도 매우 독특한 형식적인 특징인 인터레 

이스 구조는 루이스나 비나버가 논의한 사항 이외에도 매우 홍미로운 의미를 지 

닌다. 루이스와 비나버는 인터레이스 구조가 중세 로맨스 일반에서 보편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r성배탐색의 장」에 나타나는 인터레이 

스 구조는 그 보편적 기능과 의의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말로리에게만 고유한 

기능과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성배탐색의 장」이 담고 있는 인터레이스 구 

조는 말로리가 수많은 아서 궁정 문학의 텍스트적 전통 안에서 작업하며 이 전통 

3) 바버 는 「기사도와 아더 왕의 죽음J( ‘·α너V떠ry and the Morte D양thur" 에서 「성 배 탐색 

의 장」올 종교적 기사도에 관한 담론으로 파악한다 “ [the Grail Quest) shows 
prowess leads to religious perfection" (Barber 28) 만은 「말로리와 성배의 전셜」 

( 'Malory and the Gr려1 Legena')에서 말로리가 「성배탐색의 장」을 쓸 때 프랑스 원전 

에 있는 종교적인 내용을 상당부분 제거한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주목한다 그는 

이것이 성직자 계급이 아닌 기사 계급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그가 성만찬의 

살과 피를 기사가 몸에 상처를 입고 피를 훌리는 기사적인 경험의 비유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같은 목적에서이다(M없m 208). 뱃은 『말로리의 아서왕의 죽음. 아서 
문학의 전통의 재창조J (Malor해 Morte Darthur: Remakù핑Arthurian Tradition)에서 

「성배탐색의 장」안에 있는 종교척 지식과 경험에로의 접근하게 하려는 욕구와 이를 차 

단하려는 시도 사이에 있는 긴장에 대해서 논의한다(Batt 137) 에드워즈는 r말로리 
의 아더왕의 죽음에 있는 내러티브의 생성J (The Genes싫 of Narratiue In Malory's 

Morte Darthur)에서 「성 배 탐색의 장」 이 지 니 는 ‘·형 이 상학적 인" (metaphysical) 성 격 , 
즉 종교적 함의에 관심을 갖는다 요약하자면 「성배탐색의 장」을 다루고 있는 위 논의 

들은 대체로 「성배탐색의 장」의 내용 또는 테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터레이스와 

같은 형식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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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관과 주제적 관심을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랜슬렷이라는 

인물을 창조함에 있어 인터레이스 구조를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달리 표현하면 말로리는 「성배탐색의 장」에서 인터레이스 구 

조를 사용하면서 전통적으로 성배 탐색을 다룬 이전 텍스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전통적으로 중심부에 있었던 기독 

교 기사들인 갈라하드(Gal하lad)와 퍼시발(Percival)을 탈중심화하고 또한 전통 

적으로 주변화 되어 있던 기사인 랜슬렷을 중심화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낸다. 

즉， 말로리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인터레이스 구조와 그 안에 있던 종교적 

인 내용들을 적절히 보존함으로써 아서 궁정 문학의 텍스트적 전통 안에 머무르 

지만 동시에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유(專有)함으로써 세속 기사인 랜슬렷을 

중심화하고 기독교 기사인 갈라하드와 퍼시발을 탈중심화하는 전통에서 벗어난， 

고유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성배탐색의 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인터레이스 구조는 중세 

기사도의 이데올로기 안에 공존하고 있는 몇 가지 상충하는 요구들을 반영한다 

「성배탐색의 장」의 인터레이스 구조 안에 그려지고 있는 랜슬렷은 주군에 대한 

충성， 궁정 연애의 규범， 기독교적 덕목， 기사로서의 용맹이라는 상호 모순적인 

요구들로 이루어져 있는 중세 기사도의 이데올로기의 내적 모순을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상충하는 요구는 각각이 랜슬롯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서 

로 모순적이기에 서로에 대해 각각 억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중세의 기 

사도라는 이데올로기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상호 모순적인 욕망과 억압의 기제가 

단선적인 내러티료 구조， 즉 그 존재가 투명하게 이해되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방 

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매우 복잡하고 겉보기에 무질서 

하며 아리스토텔레스적 인과관계에 포섭되지 않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본 글은 먼저 이후의 논지 전개를 위한 최초의 포석으로써 『아서왕의 죽음」을 

한 권의 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닮 개의 독립적인 로맨스를 단순하게 모아 

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배 탐색의 장」에 나 

타나는 인터레이스 구조의 몇 가지 중요한 특정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는 전통적인 인터레이스 구조가 말로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전유되고 있으며， 

이것이 랜슬릿을 『아서왕의 죽음』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로 중심화하는 작업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세의 기사도라는 

개념이 서로 상충하는 여러 가지 요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사도라는 이 자기 

모순적인 중세적 개념이 말로리의 인터레이스라는 전통적인 서사 구조의 독창적 

인 전유와 적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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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권의 책인가 여밟 개의 독립된 로맨스인가? 

이 글은 토마스 말로리의 r아서왕의 죽음』에서 「성배탐색의 장」의 서사 방식 

과 「성배탐색의 장」에서의 랜슬롯(L없lcelot)의 위치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서 우선 『아서왕의 죽음』을 한 권의 통열된 주제와 관점을 지닌 책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8개의 독립된 로맨스로 구성된 책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상반된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에 관한 이 글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논의 

를시작하려 한다. 

말로리의 『아서왕의 죽음』은 1469-70년에 완성이 되고 1485년에 윌리엄 책스 

턴 (W퍼i와nC없ton)에 의해서 처음 출간이 되고， 그 이후 1498년파 1592년에 윈 

킨 드 워드(Wynkyn de Worde)에 의해 다른 두 개의 판본으로 재출간 된다. 

1577년과 1578년에 각각 윌리엄 코플랜드(Willi없n Copland)와 토마스 이스트 

(πlomas East)에 의해 다른 판본으로 출간이 되었다. 1634년에 윌리엄 스탠비 

(W퍼i없n Stanby)가 이를 다시 출간하고 말로리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면서 

1816년과 1817년에 『아서왕의 죽음』의 새로운 판본이 출간이 되었는데 지금까 

지 열거한 모든 판본들은 책스턴 판본에 기초한 것이었다 4) 

그러나 1934년 윈체스터 대학(Winchester College)의 도서관에서 W.F. 오크 

쇼트(W. F. Oak.eshott)가 『아서왕의 죽음』의 사본을 발견하게 되고. 유진 비나 

버가 이 사본과 책스턴 판본 사이에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아서왕의 죽음』을 바 

라보는 입장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다. 책스턴 판본은 윈체스터 판본과 비교할 때 

각 장에 표제 (hea며ng)를 붙이면서 텍스트를 분할했고. 따라서 윈체스터 판본에 

서 발견되는 텍스트의 구조를 변형시킨 것이었다. 특히 아서왕의 대륙 전쟁 

(continental wars)을 다루는 이야기는 원전인 『두운체로 쓴 아서왕의 죽음』 

(Alliterative Morte Arthur)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바꿈으로써 책스턴 판본은 원 

전으로부터 더 많은 독립성을 확보합과 동시에 『아서왕의 죽음」의 다른 이야기 

들과 더 많은 조화를 이루게 된다. 비나버는 책스턴이 매 책의 끝에 있는 장식을 

삭제한 후 이를 다시 21개의 책과 여러 개의 장으로 나눔으로써 본래 8개의 독립 

된 로맨스였던 것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가 윈체스터 

사본에 근거한 『아서왕의 죽음』의 초판을 출칸했을 때 그는 기존의 “r아서왕의 

죽음/ (Le Morted’'Arthur)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말로리의 r작품 

4) r아서왕의 죽음』의 판본에 관한 논의는 Lupac, pp.133-4를 참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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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The Works ofMalory)" 이 라고 이 름 붙였다. 

그러나 r아서왕의 죽음」을 각각의 독립된 8개의 로맨스를 모아둔 책으로 보는 

비나버의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C. S. 루이스(C. S. 

Le띠s)는 『아서왕의 죽음』이 한 권의 책인가， 여러 권의 책인가라는 질문 자체 

에 현대적 관점의 편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그는 말로리가 애초부터， 현대 

의 작가틀의 경우처럼 r아서왕의 죽음』을 한 권으로 구성할 것인지 또는 여러 

권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며. 단지 아서왕과 그의 기사들에 

관해서 이야기해야겠다는 의도만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변에서 그의 관 

심사는 동일한 왕과 통일한 궁정을 그리고 있다는 면에서 .하나’ 이며， 동시에 수 

많은 다른 모험을 그린다는 점에서 ‘여렷· 일 수 있는 것이다 데렉 브루어 

(Derek Brewer)도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r아서왕의 죽음」에서 그려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사이에는 “연결성.， (conecte이1ess)과 "결속력" (cohesion) 이 있다고 주 

장한다 그는 r아서왕의 죽음』의 여러 이야기들에서 분위기와 도덕적 관심사에 

있어서 통일성이 드러나고 주요 사건들과 인물틀을 다룸에 있어 시간적으로 일 

관된 논리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요한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한 작품의 

앞뒤를 오고가는 언급의 일관성과 다양한 이야기들의 연결 관계를 근거로 들면 

서 비나버의 견해를 반박한다. 로버트 루미안스키(Robert Lumiansky)도 r말로 

리의 독창성.! (Malory's 0，행inality) 에서 『아서왕의 죽음』을 프랑스의 원전과 비 

교하고 『아서왕의 죽음』의 이야기들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아서왕 

의 죽음』은 한 권의 책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편 스티븐 나이트(Stephen Kr피ght)는 『아서왕의 죽음』은 현대적인 의미에 

서 한 권의 책도 아니고， 여러 권의 책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아서왕의 죽 

음』이 “중세적인 느슨함" (medieval looseness)과 “일관성의 현대적 형태” 

(modern type ofur피ty)를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Krúght 105).5) 그래서 

그는 말로리의 작품을 『작품집』도 아니고 『아서왕의 죽음』도 아닌 .. 말로리의 아 

서의 세계"(M떠oψs Arthuriad)라는 보다 유연성 있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제안 

한다. 

이 문제에 관해 본 글은 비나버의 입장보다는 루이스， 브루어， 나이트 동의 입 

장이 보다 셜득력이 있다고 보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배탐색의 장」를 해석하 

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 본 글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나이트의 입 

장에 관해 약간의 논평이 필요할 것 같다. 나이트의 논의를 더 살펴봐야겠지만. 

5) 나이트는 작품의 끝으로 갈수록 현대적 형태의 일관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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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나이트가 “중세적인 느슨함“과 “일관성의 현대적 형태”를 서로 다른 것으 

로 파악했다면 나이트의 견해 또한 루이스에 의해 “현대적 관점의 편견”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나이트는 『아서왕의 죽음』가 직품의 끝으로 

갈수록 현대적 형태의 일관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루이스의 관점에 

의해 반박하자면 작품의 끝으로 갈수록 현대적 형태의 일관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서왕의 죽음』의 복잡한 형태 속에 감 

추어진 일관성 6)이 독자에게 파악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r아서왕의 죽 

음』에는 분명한 일관성이 있지만， 그것은 간결성이나 단순성 안에서 파악되는 

것이 아닌 복잡함을 지배하고 있는 매우 성세한 종류의 일관성인 셈이다. 

3. 프랑스 원전과의 관계 

『아서왕의 죽음』를 여러 권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한 권으로 원을 것인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일 외에도 『아서왕의 죽음』을 해석하는 작업에 있어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 말로리가 (대개는 프랑스어 

로 된) 원전을 자신의 작품으로 옮길 때 취한 태도에 관한 것이다. 마리 드 프랑 

스(M없'Ïe de France)는 『단시(短詩).!J (Lais)의 “서문" (prologue)에서 자신을 고 

대의 작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텍스트를 해 

석하는 것 (construe the text) 이며"(거기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첨가(add 

their 0빼 thoughts)" 하는 것이라고 했다(Davenport 131). 그런데 마리드 프랑 

스의 이 같은 작가 의식은 마리드 프랑스에게 뿐만 아니라 말로리에게도 분명하 

게 발견되며 이는 『아서왕의 죽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말로리의 『아서왕의 죽음』은 다양한 출처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그는 『통속연 

작.!J (Vulgate Cycle) 과 『속편 통속연작.!J (Post-Vulgate Cycles) , r산문 트리 스탄』 

(Prose Tristan) , r두운체 로 쓴 아서 왕의 죽음.!J (Alliterative Morte Arthure) 와 

『시 연으로 구성 된 아서 왕의 죽음.!J (Stanzaic Morte Arthur) 에서 이 야기 를 벌어 

왔다. 그런데 그는 원작들을 단순하게 영어로 옮기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의 의도에 맞게 원작을 변형시키고， 자기의 의도와 맞지 않는 많은 부분은 

삭제 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각을 부각시키기 위해 새로운 부분을 지어내기까지 

했다(Lupac 134). 따라서 『아서왕의 죽음』에 나타난 말로리의 의도를 이해하는 

6) 루이스는 일견 무질서하게 보이는 구조의 기저에 있는 통일성을 “polyphonic" 으로， 비 
나버 는 "poetry of interlace" 로 , 타쏘 (Tasso) 는 “ natural multiplicity" 로 부른다 
(Davenport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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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는 말로리가 원작에서 어떤 부분을 삭제하고， 어떤 부분을 첨가했으며 , 어떤 

부분을 변형시켰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그대로 수용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삭제， 변형， 또는 그대로 수용한 이유를 파악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r아서왕의 죽음』이 원전과 맺는 관계에 관한 문제는 이후에 「성배탐색의 장」 

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r아서왕의 죽음』이 원전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는 「성배탐색의 장」의 서사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 안에서 랜슬릿의 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성배탐색의 장」의 서사구조의 성격은 『아서왕의 죽음』이 원전과 

맺는 관계 속에서 규정하고， 랜슬릿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또한 이 원전과 

맺는 관계 속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4. r성배탐색의 장」의 서사적 특징 - 인터레이스 구조(interlace 
structure)와 고리 구조(ring structure) 

『아서왕의 죽음』은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현대의 독자들에게 명료한 인과관계 

와 논리성이 결여된 것처럽 원히기 쉽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Book 13에서 성배 

탐색이 시작되고， 기사들은 성배를 찾아 떠나는데， 그들은 .어디로 가서 어떤 방 

식으로 성배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에 대한 

어떠한 작은 실마리도 없이 무작정 성배를 찾아 떠난다. 그리고 일단 성배 탐색 

을 떠난 후에도 성배를 찾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무조건 말을 타 

고 돌아다니다가 모험 (adventure)을 만나면 그것이 성배 탐색과의 관련이 있는 

지에 상관없이 그 모험에 빠져 있다가， 그것이 끝이 나면 목적지도 없고 향방도 

없는 여정을 또 다시 시작한다. Book 16의 처음에 가웨인 (Gawain)의 성배 탐색 

여정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를 읽어보면 가웨인이 찾아다니는 것이 정말 성 

배인지， 아니면 여하한 형태의 모험인지가 모호하다. 아니， 오히려 가혜인에게 있 

어서 중요한 것은 성배 자체가 아니고 단지 모험이 보다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회합에서 떠난 이후로 가웨인 경은 아무런 모험도 만나지 못한 채로 말을 
타고 돌아다녔다. 그가 만난 모험이란 평소에 경험하던 것보다 십분의 일 
도 되지 않았다 가혜인 경은 성령강립절 주간부터 미가엘 축일까지 만족 
스러운 모험을 전혀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웨인은 엑터 드 마 
리스 경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이는 두 사람에게 말할 수 없이 반가운 
일이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아무런 모험을 만나지 못 
했다며 불평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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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Sir Gawain was departed from his fellowship he rode long without 
any adventure. For he found not the ten앙lp없t of adventure as he was 
wont to do. For Sir Gawain rode from Whitsuntide until Michaelmas and 
found none adventure that pleased him. so on a day it befell Gawain met 
with Sir Ector de M않18， and ei암ler made great joy of other that it were 
marvel to tell. And so they told every each other, and complained them 
greatly that they could find none adventure. (301) 

이는 단지 모험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웨인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성 

배 탐색 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는 갈라하드의 여정도 향방이 없기는 마찬 

가지이다. 그도 특정한 목적지가 없이 말을 달리다가 그때그때 만나는 모험을 해 

결하면서 떠돌아다닌다. 이외의 모든 다른 기사들의 여정도 마찬가지이다 일견 

그들은모두성배 탐색과상관이 없이 마냥돌아다니는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또 『아서왕의 죽음』이 갖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정은 성배 탐색의 여정에 수 

많은 기사들의 이야기가 각각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지면서. 동시에 서로 ‘어 

지럽게’ 엄혀 있다는 점이다. 성배 탐색에서 유난히 승승장구하는 기사가 갈라 

하드(0허하lad) 이지만. 성배탐색의 내러티브(narrative)는 갈라하드를 중심에 

두고 다른 기사들을 주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갈라하드에 대한 

이야기만큼이나 가웨인이나 액터， 보스(Bors) . 퍼시발(Percival) . 랜슬렷의 이야 

기들도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기사들의 이야기가 서로 뒤죽 

박죽 얽혀있다. 성배 탐색의 장의 이야기 전개 순서를 살펴보면 Book6의 1-8장 

에서는 오순절에 모든 기사들이 함께 성배탐색을 떠나고， 곧 이어 9-11장에서 

갈라하드가 "흰색 방패" (white shield)를 얻게 된다. 12-13장에서는 멜리아스 

(Melias)의 모험 이 소개되고， 갈라하드의 처녀 의 성 (Maiden’s Castle)에서 의 모 

험이 이어진다. 16장에서는 가웨인이 갈라하드가 흰 방패를 얻었던 수도원에 도 

착하여 멜리아스를 만나고， 곧 이어 가웨인이 갈라하드를 쫓아가는데， 가는 길에 

우웨인 (Uw외n)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처녀의 성에 도착한다 17장에서는 또 다 

시 갈라하드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갈라하드가 랜슬렷과 퍼시 

발을 쓰러뜨린다 7) 또 여기서 퍼시발은 그곳에 있던 은자(recluse)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암자(hennitage )에 머물고， 랜슬렷은 모험을 찾아서 계속 나아감으 

7) 갈라하드가 위장을 해서 랜슬렷과 퍼시발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먼저 공격올 해왔다 
지만， 갈라하드가 왜 위장을 했는지 , 그리고 갈라하드는 랜슬릿과 퍼시발을 알아봤을 
탠데 왜 그들에게 자신을 알려지 않고 결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올 수 

없다. 이 또한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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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두 사람은 다시 헤어지게 된다. 18-20장에서는 랜슬렷이 성배의 환상을 보 

고， 말과 칼을 잃어버리고， 암자에서 회개하는 사건이 소개된다. Book 14에서는 

앞에서 은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랜슬릿과 헤어졌던 퍼시발의 이야기가 전 

개되는데， 여기서 그가 만난 은자는 우연히도 그의 이모이고， 또 나중에 그는 20 

여명의 기사들에게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우연히 갈라하드가 나 

타나 그를 구해주자마자 다시 사라져버린다. Book 15에서는 앞에서 암자에 머무 

르며 회개하던 랜슬렷의 모험이 재개되고 Book 16에서는 가웨인과 엑터 그리고 

보스의 모험이 전개되는데. 물론 여기서도 기사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된 

다. Book 17의 1장에서는 “놀라운 마상 전투" (a wonder tourn없nent)가 벌어지 

는데， 거기서도 갈라하드가 가웨인과 액터를 우연히 마주쳐 그들과 싸우게 된다. 

2-11장에서 갈라하드는 우연히도 보스와 퍼시발과 만나게 되고. 마지막에 보스 

와 다시 헤어지게 된다. 12장에서 갈라하드는 다시 퍼시발과도 헤어지고 13장에 

서 우연히 랜슬렷과 만나 6개월간을 배에서 함께 지내게 된다. 13장부터는 다시 

초점이 랜슬릿에게 옮겨지고 14장에서 갈라하드와 랜슬릿이 다시 헤어지고. 15-

17장에서 흘로 남은 랜슬렷의 모험이 전개된다. 18장에서 다시 갈라하드가 동장 

하여 모드레인 왕(King Mordr려n)을 신비한 능력으로 치료하는 사건이 소개되 

고. 19-23장에서는 갈라하드가 불구가 된 왕(M머med King)을 찾아가는 길에서 

퍼시발과 보스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고， 성배를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24장에서는 스스로의 소망에 의해 갈라하드가 죽게 되고， 이로 인해 퍼시 

발은 은자가 되어 살다가 1년 2개월 뒤에 죽게 되고， 결국 훌로 남은 보스는 카 

멜롯 성 (C뻐lelot)으로 돌아와서 랜슬렷을 다시 만나게 되고 평생 헤어지지 말자 

고 약속한다. 이처럼 각각의 기사들의 여정과 벌어지는 사건이 서로 매우 복잡하 

게 얽혀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한다. 

세 번째 특정은 위와 같은 무작위적이고 특정한 방향성 없이 전개되는 것처럽 

보이는 기사들의 여정이 결국에는 원래의 여정의 목적， 즉 성배를 발견하고 경험 

하는 것을 이루어내며， 그 목적이 성취되는 방식 속에서 일견 무질서하게 보이는 

내러티브 전개 속에 있는 통일된 논리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성배 탐사 

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표현은 ‘by adventure" 8)인데， 미시적으로는 혼란스 

럽고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여정의 뒤얽힘이 거시적 

8) 여기서 “'adventure"는 .모험’과 .우연’ 이라는 두 가저의 뜻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으 

로 보이며， 두 가지 의미를 통시에 표현하도록 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영 

어를그대로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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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기독교적 덕목을 온전하게 체득하고 었는 자들에 의해서만 성배는 온전 

히 경험될 수 있다’ 라는 거대한 통일된 논리를 드러낸다. 이와 같은 통일성은 예 

를 들어 기독교적 기사도를 완벽하게 갖춘 갈라하드와 퍼시발파 보스는 성배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으나， 기독교적 기사도를 부분적으로만 갖춘 랜슬렷은 성 

배를 부분적으로만 경험하며， 기독교적 기사도와는 거리가 먼， 결국 부패하기 쉬 

운 세속적인 기사도를 대변하는 가웨인을 비롯한 다른 기사들은 성배를 경험하 

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 곳곳에서 .. 동정 .. (찌r멍nity)과 “정절” 

(chastity)을 강조하는 사건들이 반복되고， 퍼시발과 보스의 정절을 무너뜨리려 

는 악마의 기도(企圖)도 이루어지지만 신의 은총으로 퍼시발과 보스는 그것들을 

극복해내며， 성배 탐색의 장 후반부에서 갈라하드， 퍼시발， 보스를 인도하는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퍼시발의 누이 역시 동정과 정절의 화신이라는 점 동도 

모두 통일한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성배탐색 내러티브의 세 가지 특징， 즉사건 전개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과， 이야기의 구성이 어떤 한 두 기사에게 편중되어 있지 않고 여 

러 기사들의 여정이 골고루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 무질서하게 보이는 성 

배 탐사의 여정이지만 결국 처음에 목적했던 바가 성취된다는 점은 인터레이스 

구조(interlaced Structure)9l와 고리 구조(피19 structure)라는 용어로 요약될 수 

있다. ‘인터레이스 구조’ 와 ‘고리 구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베오울프』 

(Beowulf)의 서사구조의 특정을 명정하게 보여주는데 사용되는 개념이기도 한 

데， 이는 성배탐색의 내러티브의 특징을 설명하는데도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이 

며. 오히려 성배 탐사의 내러티브가 『베오울프』 이상으로 이 ‘인터레이스 구조’ 

와 .고리 구조’를더 잘보여주는것 같다. 

「성배탐색의 장」의 서사구조에 관해서 자세하게 논의하기 위해 우선 인터레이 

스 구조와 관련하여 「성배탐색의 장」과 원전과 갖는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 

가 있을 것 같다. 비나버는 『아서왕의 죽음』이 8개의 독립된 로맨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말로리가 “인터레이스를 풀어낸 .. (unlacings) 결과로 셜명하는데， 

그의 의견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Edwards 18). 그러나 말로리가 원전의 인터 

레이스 구조를 많은 부분 풀어냈지만 동시에 많은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특히 「성배탐색의 장」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는 점은 중요 

9) r성배탐색의 장」뿐만 아니라 『아서왕의 죽음』 전체의 서사구조를 인터레이스 구조로 

설명하는 것은 많은 비평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본 글의 참고문헌에 실린 
대부분의 책들이 『아서왕의 죽음」을 인터레이스 구조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거나. 그 
논의를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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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10) 말로리는 성배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거룩한 이야기 .. 

(one the truest and one ofthe holiest that is in this world) 라고 했는데 (Edw하ds 

92) . 그가 원전의 인터레이스를 많은 부분 보존한 이유를 그가 성배 이야기에 대 

해 이 같은 태도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나 

버조차도 「성배탐색의 장」을 “몇 가지 생략된 부분과 사소한 변화와 의도를 제외 

하면 프랑스어 원전의 번역"(apart from omissions and minor alterations and 

purposes a translation ofthe French) 이 라고 이 해 했다(Edwards 92). 

『아서왕의 죽음』을 비롯한 중세의 문학 작품에서 자주 관찰되는 인터레이스 

구조는 중세의 건축 문양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중세의 건축물이 혼히 담고 있는 

인터레이스의 문양 언뜻 보기에 규칙성이 없고 수많은 선들이 서로 어지럽게 얽 

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성 있는 무늬를 드러낸다 r성배 

탐색의 장」의 인터레이스 구조도 마찬가지이다 성배탐색의 내러티브 역시 기사 

들의 모험이 서로 어지럽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결론을 통해 일관성 

있는 논리， 즉 ‘기독교적 덕목을 온전하게 체득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만 성배 

는 온전히 경험될 수 있다’ 라는 질서 있는 문양을 제시한다. 

「성배탐색의 장」의 여러 개의 서사의 선들이 서로 인터레이스의 형식으로 복 

잡하여 얽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리 구조의 방식을 반복적인 형태로 취하고 

있기도 하다. 달리 표현하면 「성배탐색의 장」의 인터레이스는 한편으로는 그 안 

에 수많은 고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인터레이스들이 커 

다란 고리를 재현하기도 한다. 고리 구조의 내러티브 전개 방식이 ·뼈C .. 
X ... CBA"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처음(A)과 끝(A) 이 만나고， 처음(A) 안에 끝(A)이 담겨 있고， 끝 안에 처음이 

들어있는 형식으로 그릴 수 있다면， 성배 탐색의 내러티브 또한 서사적 선들의 

복잡한 뒤얽혐 속에서도 이와 같은 커다란 고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 

면 내러티브가 카멜롯성에서 시작해서 다시 카멜롯성에서 마무리된다는 점이나， 

기사들이 초반부에， 비록 비단으로 가려져 있는 모습이기는 하나， 성배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도， 비록 단 세 명의 기사들이고 이번에는 완전히 드러 

낸 모습이기는 하나， 성배를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점 둥은 「성배탐색의 장」의 

수많은 인터레이스들이 커다란 고리를 재현하고 있는 예이다. 또한 성배 탐색에 

서 가장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기사인 갈라하드에 관해서는. 초반부에 그와 관련한 

10) “It seems import없lt to note that Malorγ preserves much of the interlaced structure, 
P앞tic버arly in the Grail Quest" (Edward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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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사람들의 언급， 그리고 그에 관한 신버스러운 예언 속에 

서 후반부의 성배 탐색이 결론， 즉 그가 성배 탐색의 승자가 되는 그림이 이미 

들어있다는 사설에서도 커다란 고리 (ring)룹 발견할 수 있다. “'ABC ... X ... 

BCA" (Niles 152)의 고라 문양은 계속해서 반복되며 서로 이어지는 작은 고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성배 탐색의 내러티브의 모양은 부분적 

으로 빼hA BccB CddC DeeD' 의 형식의 연속이다. 내러티브가 ABCD의 형식으 

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A， B ， C ， D의 각각의 내러티브 사이에 내러티브 

의 전개 속도를 지연시키는 hh , cc, dd , ee의 요소가 었다. 여기서의 고리는 처음 

과 끝이 만나고， 처음 안에 끝이 있고， 끝 안에 처음이 있다기보다. 내러티브 전 

개가 다분히 우회적 성격을 띠게 하는 종류이다. 성배탐색의 내러티브에서 기사 

들의 모든 여정은 여러 모험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형식이 아니다. 기사들은 하 

나의 모험이 끝나고 다른 모험이 시착하기 전에 반드시 그 모혐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주기 위해 은자(hermit)나 성직 

자 퉁이 나타나서 기사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상칭을 해석 

하는 시간들이 내러티브의 속도감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갈라하드만 

이 지닐 수 있는 백색 방패에 얽힌 이야기나， 퍼시발의 이모가 돼시발에게 들려 

주는 원탁(Round Tahle)에 관한 이야기 , 갈라하드와 퍼시발， 보스 그리고 퍼시 

발의 누이가 오르게 되는 신비한 배와 그 안에 있는 칼에 엄힌 이야기들은 오래 

전의 역사에 관한 것으로써 내러티브의 방향을 사건의 전개와 시간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들 쪽으로 크게 우회시킨다. 

5. r.성배탐색의 장」에서 인터레이스구조가갖는의미 

지금까지 우리는 「성배탐색의 장」의 서사구조의 특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성배 탐색의 내러티브가 이와 같은 형태를 보이느냐는 것 

이다. 그리고 『아서왕의 죽음』의 다른 이야기에 비해 유독 「성배탐색의 장」이 이 

같은 성격의 복잡한 인터레이스와 반복되는 고리의 형태를 띠는 이유는 무엇일 

까? 간결하고 직선적인 논리 구조가 대신， 수많은 서사의 선들이 일견 무질서하 

고 어지럽게 얽히고 반복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일까? 

중세의 대표적인 수사 원리인 .암플리피카치오’ (amplificatio , 확충/부연)와 

이의 일종인 ‘디그레시오’ (digressio , 우회)의 원리를 담고 있는 인터레이스 구 

조와 고리 구조가 유독 「성배탐색의 장」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생배탐색의 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루이스는 『아서왕의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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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갖는 인터레이스 구조의 의미 또는 독자들에게 심리에 미치는 효과를 기 

사들의 모험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셜명하고 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개연성 없는) 모험은 어느 순간에라도 아주 다른 

(개연성 없는) 모험들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종류 

의 모험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 거대한 숲에서 

(우리는 거의 항상 어떤 숲 속에 있다) 이것〔이 같은 모험〕은 항상 일어나 

는 일이며 .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도 계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떠 

난 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입한다. 

The (improbable) adventure which we are following is liable at any 
moment to be interrupted by some quite different (improbable) 
adventures , there steals upon us unawares the conviction that 
adventures of this sort are going on 외1 around us, that in this vast forest 
(we 앞e nearly always in a forest) this is the sort ofthing that goes on 외1 

the time, that it was going on before we arrived and will continue after 
we have left. (Vinaver 76에서 재인용) 

같은 맥락에서 비나버도 인터레이스 구조가 어떤 느낌을 생산하는지에 관해 다 

음과같이 셜명한다. 

〔독자는 이 모험에는〕 단일한 시작과 단일한 끝이 없고. 서사의 실들을 

보다 길게 늘어뜨림으로써 각각의 최초의 모험은 과거 속으로 확장될 수 

있고. 각각의 최종의 모험은 미래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갖 

게 된다) . 어떠한 테마도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나서 전체적인 짜임새가 보 

다 넓게 확장이 될 수 있고， 결국 독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물론 어떠한 테마도 그 자 

체 내에서도， 그리고 다른 것〔테마〕들로부터도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심지어 아직 전개되지 않은 테마들과， 아직 쓰이지 않은 작품들로부터도 

분리될 수없다. 

The feeling that there is no single beginning and no single end, that each 
initial adventure can be extended into the past and each final adventure 
into the future by a fiπ상ler lengthening of narrative threads. Any theme 
can reappear after an interval so as to stretch the whole fabric still 
further until the reader loses evecy sense of 1imitation in time or space. 
And any theme is, of course, 'indivisible' both within itself and ‘from other 
things'; it is not even divisible from themes yet to be developed, from 
works yet to be written. (Vinaver 94) 



24 口 앙병기 

루이스와 비나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레이스 구조는 무엇보다도 기사들이 

“불확실한 운명의 고대적 상정 .. (ancient symbol of uncertain fate)인 숲속에서 

모험을 찾아다니 는 이 야기가 만들어내는 ‘불가사의 한’ (e띠gmatic) 느낌 을 담아 

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그릇이다(Davenport 271) 뿐만 아니라 루이스와 비나버 

의 인터레이스 구조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성배탐색의 장」의 경우에서 가장 잘 

셜명된다. 왜냐하면 『아서왕의 죽음』애서 기사들이 찾아다니는 모험 중에 불가 

사의함에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성배를 찾아가는 모험이며. 성배 탐색이야 말로 

기사들이 추구하는 모험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인터레이스 구조의 의의에 관한 루이스와 비나버의 설명은 매우 적절한 것이 

기도 하지만. (본 글에 한해) 보다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 인터레이스 구조의 의 

의는 「성배탐색의 장」과 그리고 있는 성배 탐색의 성격과 연관된 것이다. 알버트 

포펼렛(Albert Pauphilet) 이 한때 지적한 바와 같이 성배 탐색의 내러티브는 마 

치 기독교의 기사도를 통해 세속 기사도를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 

인다(M밍m 207) , 성배 탐색의 내러티브 곳곳에서 갈라하드와 퍼시발， 보스로 

대변되는 기독교적 기사도와 가웨인을 위시로 한 다른 기사들로 대변되는 세속 

적 기사도는 대조를 이루며， 기독교적 기사도를 지니고 있는 갈라하드와 퍼시발， 

그리고 보스는 성배를 온전하게 보는 경험하게 되는 반면， 가혜언을 비롯한 다른 

기사들은 잔인함과 비도덕성과 고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때문에 성배 탐색의 

여정에서 중도 탈락하게 되고， 지상 최고의 기사인 랜슬렷마저도 귀네비어 

(Guinevere)와의 불륜 때문에 성배를 갈라하드， 퍼시발， 보스의 수준으로까지 

경험하지 못한다. 

어쨌든 「성배탐색의 장」에서 성배가 수행하는 표면적 기능은 기독교적 기사도 

의 가치를 긍정하고 세속적 기사도의 가치를 비판하는 일인데， 이 글에서 주목하 

고자 하는 사실은 성배의 표면적 기능이 성배가 갈라하드와 퍼시발과 보스 앞에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내러티브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행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성배의 기능은 내러티브의 마지막 부분에서야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배 외에도 「성배탐색의 장」에 등장하는 다른 많은 요 

소들이 수행하고 있다. 성배가 맡은 표면적인 기능은 우선 여러 기사들이 모험의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여러 은자와 성직자들에 의해서 「성배탐색의 장」의 내러티 

브 거의 전반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그들은 기사들이 만나는 모험을 기독교의 

알레고리로 해석하여 기사들에게 말해줌으로써 세속적 기사도의 부정적인 측면 

을 경계하고 기독교적 기사도를 긍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성배가 맡은 표면적 기능은 누구보다도 기독교적 기사도의 화신인 갈라하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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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성배탐색의 장」의 내러티브의 초반에서부터 이미 수행된다. 갈라하드 

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외모를 지닌 것으로 제시되고(239) . 

예수의 제자이며 예수의 자기 무덤에 장사하고 예수의 피를 성배에 담아 영국에 

가져 온 아리마대 요셉 (Joseph of Arima삼lea)의 후손으로 소개된다(243) . 그는 

원탁의 150 좌석 중에 유일하게 비어 있는 한 자리， 그리고 ..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의 고난 이후 454번의 겨울이 지나면 이 자리가 채워지게 될 것이다” 

(FOUR ffiJNDRED WINTERS AND FOUR-AND-FIFTY ACCOMPLISHED 

AFrER THE PASSION OF OUR LORD JESU CRHIST OUGHT TIllS SIEGE 

BEFU묘‘ILLED)라는 신비스런 글귀가 쓰인 자리에 앉게 된다. 그는 성배 탐색 

이 시작되기 전에 아더왕이 연 마상 시합에서 방패도 없이 놀라운 기량을 보이기 

도 하고， 아무도 뽑을 수 없었던 암석 위의 칼을 뽑아 자기의 빈 칼집에 집어넣 

고， 아무도 얻을 수 없는 흰색 방패를 손에 넣는 등의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면 

모를 보인다 내러티브가 전개되는 내내 동정 (vir밍nity)과 정절 (chastity) . 그리 

고 정절의 화신인 갈라하드의 초인적인 면모가 부각되는데， 이 모든 것은 기독교 

기사인 갈라하드의 모습을 통해서 잔인하고 회개할지 모르는 가웨인과 불륜의 

기사 랜슬렷으로 대변되는 세속 기사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성배의 역할을 갈라하드가 대신하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바움가트너 (Baumg.앙tner)가 지적했듯이 기사들 

의 성배를 탐색의 여정은 종종 갈라하드를 찾아다니는 여정으로 바뀌는데， 이는 

갈라하드가 성배가 상징하는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음을 뜻하며 갈라하드를 성 

배의 일종의 분신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12) 갈라하드는 성배 탐색의 장 

11) 갈라하드와 퍼시발， 그리고 보스 모두 기독교적 기사도를 체현하고 있으나 갈라하드는 
나머지 둘과도 구별되는 존재이다. 그는 퍼시발과 보스와 달리 고해를 하지 않는데， 
이는 가웨인을 비롯한 다른 기사들이 고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과 다르다. 가웨인을 
비롯한 다른 기사들이 고해를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기독교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 
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갈라하드가 고해를 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죄가 
없음을 뜻한다. 또한 퍼시발과 보스는 둘 다 정절 (chastity)에 관해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갈라하드는 그러한 시험에 조차 빠지지 않는다 갈라하드는 한 번도 곤경에 처 
한 적이 없고. 수십 명의 기사들과 싸워도 녁넉하게 이기며 심지어 최고의 기사인 랜 
슬릿까지 쉽게 제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스스로 이 땅에서 계속 살기보다 죽 
음을 통해서 신과 함께 거하기를 택하는데， 이는 그의 초월적인 변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심지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 (Jesu Christ)로 비유되기까지 한다(266) . 

12) "AB Baumgartner has aptly observed with reference to the Gr려1 narrative as a whole, 
the quest for the Grail frequently turns into a quest for Galahad, who thus becomes a 
displaced figure ofthe Gr떠1 itself’ (Mann 217) 



26 口 양명기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동장하는 기사이며， 어쩌면 성배 자체보다도 더 신비 

스러운 느낌을 주는 존재이다. 갈라하드는 성배가 성배 탐색의 장 처음에 갑자기 

퉁장하듯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퉁장하며， 그 때에 성배가 초자연적인 면모를 보 

여주었듯이 갈라하드도 처음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성배가 예수를 

상정하듯이 , 갈라하드도 예수 자신에 직접 비유되기까지 하며 , 실제로 그가 사람 

틀을 병든 사랍들을 치유하는 장면들은 성서에서 예수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장 

면들을 연상시킨다. 성배는 성배 탐색 내러티브의 맨 처음과 도중에 랜슬렷에게 

매우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내러티브의 마지막 부분에서 

갈라하드와 퍼시발과 보스에게만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는데， 성배의 모든 특 

질을 체화하고 있는 갈라하드는 성배 탐색의 장 전체에서 기사들을 여정을 이끌 

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사들이 곳곳에서 만나는 은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이 

야기 속에 성배에 관한 언급보다 갈라하드에 관해서 언급이 더 많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언뭇 보기에 성배가 기사들의 여정을 주 

도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배의 분신인 갈라하드가 기사들의 여정을 이끌 

어가고 있고， 기사들의 모험의 사이사이에 퉁장하는 은자들， 성직자들의 상정 해 

석의 관심사도 성배라기보다는 갈라하드인 셈이다. 성배가 그 모습을 드러낸 후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종국에는 하늘로 사라져버리듯이. 갈라하드도 

속세에 머무를 수 없어 죽음을 통해 세상을 떠나기를 택한 것은 성배의 분신으로 

서의 갈라하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견 성배와 그것이 지닌 의미가 내 

러티브의 관심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갈라하드와 그가 상정하는 가치들이 내 

러티브의 관심사인 것이다. 

성배의 표면적 기능이 기독교적 기사도의 가치를 긍정하고 세속적 기사도의 

가치를 비판하는 일이라면 굳이 결말까지 찾아가서 성배를 만나야할 필요는 없 

다. 성배가 전하는 메시지는 성배 자체뿐만 아니라 성배 탐색의 여정 곳곳에 산 

재해 있기 때문이다. 기사들이 계속해서 만나는 은자들도 곧 성배의 메시지를 전 

달하고 있으며 내러티브 전체에 그 존재감을 드리우고 있는 갈라하드도 성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성배는 성배 탐색의 여정 끝에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배 탐색의 여정 내내 갈라하드를 통해서， 또는 

기사들이 만나는각모험 사이에 놓여있는상징의 해석 속에서 스스로를계속분 

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세속 기사들에게 있어서 성배 자체보다 갈 

라하드와 모험 사이사이에 서 만나는 기독교적 해석들이 성배의 메시지를 보다 

뚜렷하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배는 세 명의 선택받 

은 기사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며， 따라서 세속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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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성배를 접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세속 기사들에게 있어 

서 성배보다 오히려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은 갈라하드이고 기독교적 상정 해석 

인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구심이 든다. 세속 기사들에게 성배보다 갈 

라하드가 과연 더 구체적이었을까? 그리고 모험의 사이사이에서 그들이 듣는 기 

독교적 훈계는 얼마나 더 구체적이었을까? 일단 앞에서 「성배탐색의 장」이 갈라 

하드를 마치 성배를 대체하는 것처럼 그리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갈 

라하드도 성배보다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배만큼이나 세속 기사들에게 

는 만나기 어려운 존재이다. 기사들은 계속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만， 아주 장시 

동안이 아니면 그를 만날 수가 없다. 그와 오래 함께 있을 수 있는 기사는 동정 

과 정절의 기사인 퍼시발과 보스 뿐이며 13) 세속 기사들은 그런 특권을 가질 수가 

없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는 성배만큼이나 불가사의한(eni망natic) 존재이 

며. 그만큼 추상적인 존재이다 14) 

그렇다면 성배와 갈라하드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한， 기사들이 곳곳에서 만나 

는 기독교적인 교훈과 해석은 어떠한가? 이들 역시 성배와 갈라하드만큼이나 사 

실은 추상적이며， 기사들의 정신과 내면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15) 그리고 이 같은 현실은 인터레이스 구조에 의해 가장 적절하 

게 표출된다. 

인터레이스 구조는 중세에서 자주 사용하던 수사 기교(rhetoric)의 원칙 가운 

데 하나인 ‘암플라피가티오’ (밍nplificatio ， 확충/부연)의 기법을 보여주는 것이 

13) 랜슬릿도 갈라하드와 6개월이나 배에서 함께 지내는데， 이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는 뒤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14) 퍼시발과 보스는 갈라하드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 그들은 갈라하드와 달 

리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침으로써 갈라하드와는 달리 지상적인 폰 

재로서의 측면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라하드와 함께 일단 성배를 경험한 순간 

부터는， 최소한 「성배탑색의 장」에서만큼은， 갈라하드와 동류， 즉 아서왕 궁정의 기사 

가 아닌 초월적인 기사로 분류되어야 한다. 갈라하드가 (스스로 원함으로써 신의 은총 

에 의해 죽게 되는) 특이한 죽음을 죽은 후에 퍼시발도 수사가 되어 여생을 마감하는 

데， 그가 아서왕 궁갱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은 그를 갈라하드와 같이 초월적인 기 

사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 이에 반해 보스는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가는 대목은 보스가 세속 기사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랜슬렷 

에게 갈라하드에 대한 경험. 또는 성배에 대한 경험을 전달해주기 위한 서사적인 장치 

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퍼시발과 보스도 세속 기사들에게 있어서는 성배 또는 

갈라하드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존재이다. 

15) 이 점에 있어서도 역시 랜슬렷의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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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의 중세적 변형 가운데 하나인 ‘디그레시오’ (digressio , 우회)의 일종이다 

(비나버 74-75) . 암플리피카티오란 작은 이야기를 크게 만드는 것이고， 중요하 

지 않은 이야기를 중요한 것처럼 만드는 것으로， 이는 고르기아스(Gor，멍as) , 이 

소크라테스(Isocrates)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s)가 연사들에게 큰 이야기는 

작게 만들고 작은 이야기는 크게 만들 줄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 데서 비롯한 

수사 원칙이고디그레시오’ 는 어떤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 

를 하거나( ‘ad 혀iamp하tem materiae’ ) , 진행하던 이야기에 갑자기 다른 소재 

를 도입하는 기법(‘떠iq띠d extra materi밍n’ )이다(Vinaver 75). 고대와 중세의 

수사 관행에서 ‘암플리피카티오’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키케로 

(Cicero)는 .코피아 베르보룸’ (copia verborum , 언어를 풍부하게 사용해야 함) 

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고 같은 맥락에서 16세기에 에라스무스(Erasmus) 역 

시 그의 저서 『풍부한 언어.! (De Copia Verborum)에서 어휘의 풍부함과 소재의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물론 간결하고 직선적인 화법 (precis)에 대한 강조가 

없었던 것온 아니지만， 중세의 수사 관행에서 ‘프레시스’ (precis)보다 암플리피 

카티오에 대해 더 많은 강조가 이루어졌으며 암플리피카티오는 중세 문학의 가 

장 특징적인 수사 원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Morse 63). 

그런데 수사란 무엇일까? 수사란 앞에서 나온 암플리피카티오에 관한 셜명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하나의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것 

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기술이며. 이를 뒤집어 셜명하면 아무리 다양하게 표현되 

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되는 대상 자체는 통일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를 달리 표현하면 수사를 통해 이루어진 말들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 

며 , 그것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즉 원래는 작은 것인데 수 

사에 의해서 크게 표현된 것은 아닌지， 혹은 원래 굉장히 큰 문제인데 수사에 의 

해서 작게 표현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 어떤 문제가 크게 표현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크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반대로 그것이 작게 

표현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작은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6) 

16) “An amplification might be invented, found, without presuming to represent any뻐19 

morethan 뻐 elegant expansion .... 앙le speech ofhistorical actors ... did not carry a 

claim to represent what had been saidj rather, like so much of historical and 

biographical writing, texts represented ar밍rments that might have been canvassed, 
clothed in the best words their writers could create. 안너s general exercise of saying 야le 

same thing in m없ly different ways could be predicated on almost 없lY passage a 

student read. Not only did it create habitual acts of translation, it reinforc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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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인터레이스 구조는 일종의 암플리피카티오라고 했다. 암플리피카티오 

는 실제로는 작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더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암플리피카티오 

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 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7) 그 수법 중 하나는 똑같은 

주제를여러 가지 방식으로다양하게 표현하는것이며. 이는결국똑같은주제를 

모양을 바꿔가며 반복하는 것이다. 이를 「성배탐색의 장」와 연관지어 셜명하자 

면 성배. 갈라하드， 기독교적 교훈은 세속 기사들에게는 실체가 없는 것과 같다. 

쉽게 말해서 말로리에게는 기독교적인 교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세속 기사들이 속해 있는 세계， 혹은 말로리가 발을 불 

이고 있는 세계는 기독교적인 담론이 여전히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고 중요한 것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실체가 

없고 구체성이 없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말로리는 복잡한 인터 

레이스 구조의 방식， 즉 암플리피카티오를 사용해야만 했고， 세속 기사들 또한 

실체가 느껴지지 않은 것에서 실체를 찾기 위해 겉모습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형태의 모험을 반복하고， 기독교적인 교훈을 반복적으로 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실제로 『아서왕의 죽음』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교훈은 사실상 매우 단순 

한 것으로서 , 나타날 때마다 겉모습만 바뀔 뿐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고 되풀이 

될뿐이다. 

앞서서 성배의 표면적인 기능이 기독교적 기사도와 세속적 기사도를 대비시킴 

으로써 세속적 기사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세속 기사들에게 성배/갈라하드/기독교적 교훈이 만일 실체가 불분명하 

고， 따라서 세속 기사들에게 성배/갈라하드/기독교적 교훈이 표방하는 것만큼의 

그 의미가 실질적이지 않다면 세속 기사들에게 성배의 기능이란 그야말로 표면 

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세속 기사들의 성배를 찾아 헤매는 이 복잡하고 많은 

양의 서사는 실체가 없는 것에서 실체를 찾기 위한 의미 없는 몸부립이 반어적으 

로 표현된 것임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원전과 「성배탐색의 장」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아도 말로리가 기독교적 서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r성배탐색의 장」의 원전인 

『성 배의 탐색JJ (Le Queste del Saint Graal) 에 있던 수많은 기 독교적 인 교리 와 해 

석의 상당한 양이 삭제되어 있다. 비나버는 이에 관해 말로리가 『성배의 탐색』의 

assumption that the same thing was being 없id in many 며fferent ways, that is, that 

stylistic variation was a mere cover the me없파1양’ (Morse64) 

17) 암플리 피카티 오의 다양한 방식 에 관한 개괄적 인 논의 는 Morse 63-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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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성배의 탐색』의 선 

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이해했으며， 펠리시티 리디 (Felicity Riddy) 

는， 말로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나. 이것이 15세기의 “평신도 

의 경건함“(lay piety)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비나버의 견해보 

다는 말로리가 『성배의 탐색』의 신학에 관심이 없었다는 견해나， 이를 15세기 명 

신도의 경건함이 재현된 것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보다 타당성이 있다 18) r성배 

탕잭의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기독교적 교훈의 내용이 매우 피상적인 종류인 

데다가 그것이 서로 별다른 차이점을 두지 않고 반복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 

은 말로리가 갚은 신학적 내용에 관심이 없거나， 신학에 대한 지식적 관심이 없 

는 평신도의 경건함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교리적 지 

식보다는 도덕적 내용이 더 중시되고 있었던 것도 12세기부터 시작된 중세의 문 

화척 정후였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한다(하우저 272). 

그러나 다른 세속 기사들의 경우와는 달리 랜슬릿에게 있어서는 성배가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 랜슬렷은 지금까지 논의한 「성배탐색의 장」 

에 동장하는 세속 기사들의 범주에 잘 들어맞지 않는 기사이다. 그는 갈라하드， 

퍼시발， 보스처럼 초월적이고 실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 기독교 기사에 속하는 것 

도 아니지만， 반대로 그를 단순히 세속 기사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명가를 내리 

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다 r성배탐색의 장」에서도 그를 세속 기사 중에 최고의 

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19) 실제로도 그는 세 명의 성배 기사를 제외하면 성 

배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경험한 기사이며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성배 

나 다름없는 갈라하드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배(초월적인 공간)에서 함께 지낸， 

세속 기사들 가운데서는 유일한 기사이다. 그는 귀네비어와의 불륜의 관계를 극 

복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성배 탐색에 실패하고 괴로 

워하며 참회하는 기사이기에， 너무나 완벽하여 초인척인 변모를 지니는 갈라하 

드보다 독자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인물이며 , 또한 말로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인물이다. 

18) .. 신학에 관심이 없었다”는 표현은‘명신도의 경건함“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 I영 

신도는 깊고 추상적인 신학적 지식에 관심이 없고 고해나 성사 미덕 풍의 현실적인 실 
천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똑같은 고백록의 형식이나 평신도인 캠프(Kemp)의 r마 
져 리 캠 프~ (Margery Kempe) 에 게 서 신 학자인 어 거 스틴 (Augustine) 의 r고백 록』 

(Confession)에서 발견되는 신학적 논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9) “But God knoweth his thought and his unstableness, and yet sh머1 he die right an holy 

man, and no doubt he hath no fellow of no earthly sinfulman.’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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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리가 여러 원전을 r아서왕의 죽음」로 옮길 때에 취했던 원전을 다룬 방식 

에서도 그의 랜슬릿에 대한 애정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중 하나는 랜슬렷을 

아더왕 궁정의 내러티브의 전면으로 부각시키는 것이었는데 (Lupak 134)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존 스타인빽 (John Steinbeck)은 말로리가 랜슬릿을 『아서왕의 죽 

음」의 중심인물로 보았고， 랜슬렷을 자기와 동일시했음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 

했으며， 말로리가 스스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완벽함을 랜슬렷에게 부과했 

으며， 또한 말로리가 정직한 사람이었기에 스스로에게서 발견되는 허영과 난폭 

함과 불충스러움의 잘못도 그의 이상적인 캐릭터에게 부과했다고 말했다(Lup따‘ 

134). r아서 왕의 죽음」의 가장 마지 막 이 야기 인 「아서 왕의 죽음J( “Le Morte 

D앞thui')만을 보더라도 이점은 매우 명백하다. 거기서 그는 최고의 기사로 끝 

까지 주군에게 충성하며， 끝까지 궁정 연애 (courtly love) 에 충실하며， 결국에는 

기독교적 이상에 충실한 기사로까지 제시된다. 그렇다면 이런 랜슬릿에게 「성배 

탐색의 장」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í성배탐색의 장」의 서사방식은 그 의미와 어 

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 

앞서 우리는 「성배탐색의 장」의 서사방식이 갖는 효과에 관해서 논의하면서， 

「성배탐색의 장」의 인터레이스 구조가 일종의 암플리피카티오로 작용함으로써 

성배/갈라하드/퍼시발/보스를 신비화시키고 이들을 기독교의 교훈과 결부시켜 

그 실체를 불분명한 것으로 만들고， 가워l 언을 위시로 한 아서왕 궁정의 기사들의 

성배 탐사 또한. 그들이 은자들의 기독교적 해석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함으 

로써， 의미 없는 행동임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암 

플리피카티오는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수사라고 이해할 때， 성배/갈라하드/ 

퍼시발/보스와 다른 아서왕 궁정의 세속 기사들은 인터레이스 구조는 암플리피 

차티오를 벗겨내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작은 것’ , 실체가 불분명하고 어떤 면 

에서는 의미가 적은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암플리피카티오 

의 껍질을 벗겨냄으로써 ‘작은 것’ 으로 환원되지 않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랜슬렷이다. 랜슬릿은 기독교 기사 세속 기사의 이분볍 안에서 쉽사리 포섭되지 

않는 인물， 다시 말해 정체가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복잡한 인물이며， 따라서 랜 

슬렷을 그릴 때에는 암플리피카티오를 이용하여 단순성을 복잡하고 그럴 듯한 

것으로 위장할 필요가 없다. 결국 그는 암플라피카티오라는 위장을 벗겨내는 과 

정에서도 ‘작은’ 의미 또는 .실체 불분명/없음’ 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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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호 모순적인 요구들로 이루어진 중세 기사도의 이데올로기 

랜슬릿의 정체의 복잡성은 기사의 의식을 지배하는 몇 가지의 상충되는 요구 

사이의 팽팽한 간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사에게는 세 가지 덕목이 요구되는데 

첫째는 영웅적인 덕목이며， 둘째는 궁정 연애의 덕목이며， 셋째는 종교적인 덕목 

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웅적인 덕목에서 

는 영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영예는 곧 자만심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 

는 종교적인 덕목이 요구하는 겸손과 충돌한다. 기사의 궁정 연애는 주로 주군의 

부인에 대한 연애 감정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0) 이 또한 기독교적인 기준과 

충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말로리는 랜슬릿에 너무 커다란 애정을 가지고 있었 

고， 또 이 상충되는 세 가지 기사의 덕목을 랜슬렷 안에서 완전하게 구현하고 싶 

어했기 때문에， 랜슬렷은 이 세 가지 모순의 긴장 위에 서있게 되는 것이다. 

기사라는 개념 안에 있는 세 가지 모순의 긴장은 곧바로 『아서왕의 죽음』의 서 

사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그 후， 프랑스 원전이 전하기를 여왕과 랜슬렷은 함 

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잠자리를 같이 했는지 혹은 다른 종류의 유희 

를 즐겼는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랑은 요즘의 

사랑과 같지 않았기 때 문이 다 (And then, as the French book saith, the queen 

and Launcelot were together. And whether they were abed or at other m없mer 

of disports, me list not hereof make no mention, for love that time was not as is 

nowadays. 460)와 “나의 귀네비어 여왕께서는 그 어떤 여인들이 그들의 주군들 

에게 대함보다 진실한 부인입니다:. (my lady, Queen Guenever, is a true lady 

unto your person as any is living unto her lord; 478) 같은 부분은 랜슬릿과 귀 네 

비어 사이에 있는 명백한 불륜의 관계와 모순되는 진술이다Ir아서왕의 죽음』의 

마지막 책인 「아서왕의 죽음」에서 랜슬렷이 자겨 자신과 귀네비어를 변호하고， 

또 두 사람의 관계를 변호하는 당당한 모습 속에는 불륜에 대한 뉘우침이나 후회 

20) “궁정이나 성에는 항상 남자가 많고 여자는 얼마 안 되었다 군주의 궁성에서 생활하 

는 딸린 사람들은 대부분 독신이었다 귀족의 딸들은 수녀원에서 교육받고 있어서 눈 

에 띄는 일이 드물었다 따라서 궁정사회의 중심은 제후의 마님이나 성주의 부인이었 

고 모든 것이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이 고도(孤島)와 같은 세계에 극도의 성 

적 긴장상태가 조성되었음에 틀림없고， 많은 경우 다른 곳으로는 배출구를 찾아낼 수 

없던 이 성적 흥분이 궁정적 연애라는 승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 (하우저 291-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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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 역시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명백한 모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겉보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듯한 서사는 이는 말로리 랜슬릿 

과 귀네비어 사이의 볼륜 관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리가 랜슬렷에게 정 

절 (chastity) 이 라는 기독교적 기사도의 덕목을 갖게 하려는 욕구가 너무 강렬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사 말해서 기독교적 기사도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욕망 

과 궁정 연애 안에 있는 욕망을 공존시키려는 데서 오는 모순이 서사에 반영된 
것이다. 

랜슬렷이 「성배탐색의 장」에서 다른 책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용맹을 분명 

하게 보여주거나 또는 갈라하드， 퍼시발， 보스처럼 완벽한 기독교적 기사의 면모 

를 갖추지 못하고 애매하고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 또한 궁정 연애의 요구 

와기독교적 덕목의 요구. 용맹한기사로서의 욕구가서로그모순적인 영향력을 

랜슬렷에게 행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그가 『아서왕의 죽음』의 일 

곱 번째 이야기인 「랜슬릿과 귀네비어 J (‘’Lancelot and G버nevere" )에서 어떤 영 

웅적인 행위도 보여주지 못하고 또 마지막에는 어린 아이처럼 영영 우는 ‘이상 

한’ 모습 또한 그가 이 세 가지 모순이 만들어낸 팽팽한 긴장의 한 가운데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r아서왕의 죽음』의 마지막 이야기인 「아서왕의 죽음J( ‘Le 

Morte DArthur" )에서도 랜슬릿은 아서왕과 벌이게 되는 전쟁 속에서 주군인 아 

서왕에 대한 충성과 동료 기사들에 대한 우애. 귀니비어에 대한 애정， 그리고 신 

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그의 어떠한 결정도 과감하게 내리지 못하고 어떤 방향으 

로도 발걸음을내딛지 못한다. 

8. 중세 기사도의 모순성과 인터레이스 구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품의 서사 속에 나타나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까? 루이스는 말로리 문학에서 발견되는 이 같은 모순의 공존을 “그 안에 색슨， 

노르만， 고덕， 르네상스， 조지아적인 요소가 모두 서로 공존하며， 이 모든 것이 

그 건물을 대대로 지은 어떤 건축가들도 의도하거나 예측하지 못햇던 이상하고 

도 경 이 로운 것 이 된 거 대 한 성 당 건물" (a great cathedreal, where Saxon, 
Norman, Gothic, Renaissance, and Geor.멍an elements 떠1 co-exist, and all grow 

together into something strange 없ld admirable which none of its successive 

builders intended or foresaw)에 비유하고 있다(Kim 29에서 재인용) . 같은 맥락 

에서 후이징가는 이 같은 모순의 공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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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척인 관계에 있어 그렇게 뻔뻔스러움을 나타냈던 풍토에서조차 궁정식 
사랑의 이상만은 존중할 것이 공언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논리에서 위 
션을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 풍습에서 귀찮은 형식들에 대한 시 
니컬한 포기를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들은 차라리 서로 포개져 있는. 서로 모순되면서도 공존하는 문명 

의 두 충이라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아주 최근에 문학에서 기원한 궁청 
적 양식 곁에는， 에로틱한 생활의 모든 원시적 형태들이 모든 힘을 그대 
로 지닌 채 공존하고 있었다. 중셰 문명이라는 이 복잡한 문명은 때로는 
서로 대립되고 때로는 서로 혼돈되기도 하는 여러 개념들과 모티프들과 
형식들을 한 무더기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후이정가 134) 

루이스와 후이정가가 지적한대로 중세는 모순적인 사상과 문명과 요구들이 공존 

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순은 기사도라는 개념 속에 있는 모순과 랜 

슬렷 안에 있는 모순을 이루고， 이것은 「성배탐색의 장」의 서사적 모순으로 드러 

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세의 기사도 안에 있는 서로 모순되는 요구들은 단순한공존의 구조， 

즉 분명하게 인식되는 구조로 표현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 공존은 매우 복잡 

하게 서로 엄혀 있는 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중세의 기사도 안에 있는 서로 

모순된 각각의 요구들은 각각이 랜슬렷의 욕망이면서 동시에 각각에 대해 욕망 

을 억누르는 억압적인 힘이 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작용하는 억압적인 힘들은 

그 대상이 되는 각각의 욕망을 왜곡하며， 그 왜곡된 욕망들은 결국 콤플렉스를 

이루게 되는데， 이 콤플렉스는 투명한 인과관계를 보이는 단선적인 서사 구조로 

표현될 수 없고， 복잡하고 어지러우며 아리스토텔레스적 인과관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서사 방식， 즉 인터레이스 구조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9. 결론 

지금까지 「성배탐색의 장」의 서사 방식의 특정과 랜슬릿의 기사로서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성배탐색의 장」의 서사 방식이 랜슬릿의 기사로서의 위치 

를 나타내는 작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 

배탐색의 장」의 서사방식은 인터레이스 구조로 일종의 암플리피카티오라는 수사 

방식에 의거한 것이다 그리고 「성배탐색의 장」에서 암플리피카티오는 매우 단 

순한 문제를 섬세하고 복잡함을 지닌 문제처럽，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꾀한 것이었다. 여기서 암플리피카티오를 벗겨냄으 

로써 중요하지 않은 것，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나게 꾀는데， 그것은 기독교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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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의 상징인 성배. 갈라하드， 퍼시발， 보스와 세속적 기사도의 상징인 아서왕 

궁정의 다른 기사들， 또는 이 같은 이분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암플리피카티오를 

벗겨내도 의미가 축소되지 않는 요소가 있는데 , 그것이 바로 랜슬렷이다. 랜슬렷 

이 의미가 단순하게 축소될 수 없는 이유는 본래 그가 다른 인물들과 비교할 때 

매우 복잡한 인물이기 때문이며， 그 복잡함， 즉 콤플렉스는 기사도의 이상에 영 

웅적 덕목， 궁정연애에 있어서의 덕목， 기독교 기사로서의 덕목의 세 가지의 모순 

되는 요구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 모순은 작품의 모순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 

모순의 공존은 곧 중세적인 특성이며 결코 비논리성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모순의 공존은 동시에 인터레이스 구조의 형식을 통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루이스와 후이정가처럽 기사도라는 이상 안에 있는 세 가지 모순 

의 공존을 “중셰척 특정”이라는 말로 셜명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은 이 중세적 특정마저도 그 원인을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노력을 소개하는 것 

으로 끝맺으려 한다. 그리고 여기에 소개한 후이정가의 이 설명은 랜슬릿의 기사 

도 안에 있던 세 가지 모순된 요소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최소한 

심리학적으로는， 유의미한 셜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글의 부족한 논의를 아 

쉬우나마 보충해주리라 믿는다. 

기사도의 이상이 간절히 추구된 곳에서는 어디나 이 이상이 내포하는 금 

욕적인 요소가 대단히 중요성을 띤다. 따라서 십자군 시대에는 이 이상은 

수도원적 열망과 합쳐지면서 템플 기사단과 같은 군대와 종교적인 것이 

결합한 기사단들을 만들어냈다 ... 그러므로 기사도척 이상이 동정이나 

충성 · 정의 같은 윤리적인 요소들과 맺는 관계를 인위적이고 피상적인 것 
이라 여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사도를 아름다운 

삶의 개념에까지 드높인 것은 기사도가 뿌리박고 있는 그러한 감정들이 

결코 아니며 또 남성적인 용기 역시 아니었다 이 생각들과 이 열망들의 

총체에 삶의 열기를 준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 

기사도적 이상의 특정인 금욕주의와 용감한 희생 정신 동은 하나의 에 

로틱한 기반을 갖는다. 그것들은 어쩌면 그 속에 억제된 욕망들이 윤리적 

변신을 한 것에 불과하다 ... 그것은 관능적 욕망이 자기 희생-즉 윤리 

적 범주의 일부인 양 보이는 희생-으로 변하는 즉각적 변신이다. (후이 

정가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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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cuing Lancelot 
in the Medieval Forest of Interlace: 
A Study on the N arrative Str끄cture 

ofSir 만lomas Malory’s “Grail Quest" 

Byeòng KeeY밍19 

Studies on the narrative method focused on Malory’'s Gr머1 story reveals thâ.t 

the interlace structure perfornis distinctive function in Maloψs Gr외1 story in 

particular and the interlace structure turns out to be more than general 

phenomena found in medieval Arthurian liter없y tradition 잃 a whole. Malory's 

interlace structure shows not only that Malory works in the textual tradition of 

numerous Arthurian literatures following their value codes in terms of 

structural and thematic formation of his text but also that it performs 

dis마lctive function in terms of characterization of L뻐celot reflecting M떠ory’s 

primary interest in Morte: foregrounding chivalric identity represented through 

Lancelot, who is relatively a marginalized character both in Malory’s source 

texts and seemingly in MalOIγs own version of the Grail story. In other words, 
the interlace structure reveals i않 contradictory characters that the interlace 

structure allows Malory to preserve the traditional values of precedent Grail 

stories, but ironically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interlace turns out to have 

been appropriated at the same time for the untraditional process of centering 

the traditionally marginalized knight, Lancelot as well as decentering the ideal 

type of Christian la피.ght， Gal하ladandPer미val. 

’l'he interlace structure goes on to reflect several conflicting demands which 

coexist in the ideology of medieval chivalry. In Malory’sgr려1 story, Lancelot 

struggles to achieve these conflicting demands such as loy허ty to his lord, King 

Arthur, courtly love towards the Queen Gunevere, devotion to Christia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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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pressing knightly prowess. It may not be impossible but is 벼ffi.CI괴t and 

unprofitable to discuss which one, two, or three of them work(s) as Lancelot's 

de려re and which as repressive force. Possibly 머lof 암lem can be interpreted as 

desires, which, however, are in confIict with each other. or 며lofthem 않nbe 
rightly understood as repressive forces and there might be unrecognizable or 

uniden뼈able desires in L없lcelot. Both interpretations can be possible, because 

since 삼ley are confIicting with each other, when 떠1 the four 0야rate as desires, 
each of them inevitably comes to position itself towa펴 each other as repression. 

Anyway, this repressive mechanism of conflicting demands/desires in the 

ideology of chivalry makes it impossible for one demand/desire to be 양pressed 

in a straightforward way, in other words, in a linear manner, which is easily 

recognized and obviously felt of its existence. πle process of repression of ce야외n 

desires inescapably brings about distortions of the desires and makes them 

complex, which necessitate more complicated form 뻐an a linear one, when 앙ley 

are expressed. In this case, the form is confusingly complicated, apparently 

disorderly and defying caus머ity in Aristotelian sen잃， interlace stru야따e. 

K양 Words interlaced structure, rhetorical strategy, contradiction, medieval 

knighthoood , desire , repressive mechanism, complexity, 
deconstruction of interalce, ampl~βca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