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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영희곡과 ‘Euripides적’ 주제* 

이 종 숙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 

서양고전이 근대 초기의 영국에서 어떻게 읽혀졌고 어떤 종류의 문학을 낳 

았는지 살펴보는 일은 단순한 수용사의 차원을 넘어서 서양 근대와 근대 정신 

의 구성요소를 규정하고 분석하는 작업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서양의 근대 초 

기를 지칭하는 ‘르네상스’란 말이 주장하듯 서양 근대가 다른 무엇보다 서양고 

전의 ‘부활’과 새로운 발견에서 비롯한다면， (또는 서양 근대의 시작과 함께 고 

전 작품의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진다면)， 르네상스 시대의 서양고전 수용의 

궤적을 점검하는 작업은 서양의 역사와 정신을 그 가장 급격한 변모의 순간에 

포착하는 일이 될 수 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작업의 초점은 마땅 

히 르네상스 시대가 서양고전 중 무엇을 모태로 삼아 생겨났으며 왜 그런 선 

택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어떤 서양고전을 통해 무엇을 읽고 배웠으며 무엇을 

논의하고 만들어냈는지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르네상스 시대가 어 

떤 ‘고전성’을 ‘발견’하여 어떤 ‘큰대성’을 ‘발병’했는지， 이 양자가 서로틀 어떻 

게 규정하고 드러내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영국의 Euripides 수용사는 르네상스 시대의 서양고전 발굴과 전용 양식의 

표본적 사례 중 하나다. Euripides는 비잔틴 시대의 학교에서 널리 얽혔으며， 

* 이 연구는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자유공모과제 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완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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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시대가 고전을 재발견팔 때 디른 그리스 비극 자기들을 제지고 게열 

인저 ‘발건뇌었을 뿐 아니아 ‘비늑자기 중 으뜸”이inceps tragicorum)으로 여겨 

졌다 1) 그랴스 비극의 현존 텍스트기 수고본의 형태로 이댈리를 비롯한 서부 

유립에 전달된 것이 15세기의 일이었고 그 승 일부가 얀쇄본q로 처음 출판 

된 것은 [495년의 일이었다 FloTl히lce에시 밤행펀 이 최초의 그리스 비곡 ~I 쇄 

뷰에는 Euripidεs의 kfedea, Hippolytuι Alcewiι A，깨omache가 수록되어 였였다 

EleClra들 제외한 Euripides익 현촌하논 비극 친작 [8강}이 모두 수록된 작둠집 

이 Aldlls Manlltius에 의해 출관힌 것유 그로부터 채 10년이 지나지 않유 1503 

년의 일이었다 2) Euripides 비극의 라딘어 번억 또한 이 무렵 시작되었는데， 

1506년에 D엉idεrius Erasmus가 번익한 Hecuιt와 ψMglεniu u( Aul“의 과딘이본 

。1 출판되였고， 1543년에 A띠libald Hay의 4틴아역본 Hecuha기， 1550년에는 

Georg，ζ Buchanan의 과딘이역본 A/，“stis와 Aledea기 출판뇌였다 곧이이 Euripiùes는 

이댈러어 프광스어로 번역뇌였 O~며 영어로도 일부 번역되었다 최초의 영어 

벤역은 Lady .lane Lum[ey가 1553넌경 그리스어본을 시접 영어로 번역한 

lphigenia af Aulis가 있는너11 ， 이것은 [909넌까지 출판되지 않았다 [566넌에는 

Francis Kinwelmersh의 George GasιO1gne이 Jocasta란 제목으호 Phoenissae의 영 

어버얀복윷 Cambridge대학에서 부 1대에 올렸는데， 이것은 Lodovico Dolce의 이 

탤이어역뷰의 충역이었다 그밖에 Euripides의 Orr:생1ι를 보방한 Jol1l1 Pickering 

의 Horeslα기 1567년이]， Thomas GofTe의 αι‘lιy기 1616년에서 1620년 사이。11 

공연뇌었디 

。1 상과 같은 김략한 수용사에서도 이미 드이나삿， Euripid야를 그리스이본에 

서 직접 영아로 옮긴 영이번역본은 20새기까지 미발간 상태로 납아았년 LaJy 

1) Emry~ .Iones, The Origil7.\' (~l Shakιηìeure (Ox j()rd: Claren이011 ， 1977), p. 93 삼초 
2) 갇은 출판사에시 Sophoc1es의 editio princeps가 [502년에 출간되었고 1518넌에 이르 

ι1 셔야 Ae:o， chylus의 삭김 tβ편이 울판펀 것과 비고1한 때 Euripide:o，기 R 티상스 시디1 

의 그이스 비낙 수용사에시 차지하는 중요한 위지를 취직굉 수 있다 Petef lJurian, 

“ Tragedy Adapted for St앤:es and Screens: the Renaissance to thζ Present," in P. E 

EasLε'fling， ed ηle Cambri~갱'e Compo/}“m 10 Greek π(땅(까 (Cambridge: Cambridge l;P 
19(7), pp. 22H-H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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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Luml이의 것밖에 읽었마 ;ì) Euripides는 。1탤랴나 프탕스에서와는 탈리 번 

역보디는 주로 번안， 전용， 변형의 형식을 통해 영f에 정착한 것이디 이렇게 

된 이유 중 히나는 브너1 상스 시디1 영f의 고전아 교육이 주로 아틴아 교육을 

의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안， 더 중요힌 이윤는 Euripi니ζS의 비극이 번역원 시 

기가 대중 극장이 밥달하기 시작힌 시기와 엘지하였기 예문이다 마시 말해 

Euripides의 멘역은 당대 대증 극장의 쥐향훈 의석하지 않고시는 이구어짐 수 

없었다 마침 딩매 대중극장을 지애한 경향은 Seneca식 복수극이었는너11 ， 

Seneca야만로 Euripides의 원형적 번안작가라 할 수 있다 견국 Euripid얹는 

Seneca의 인기에 힘입어 수입되었고， Seneτa적 복수극이라는 필리를 흥해 변형 

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디 Euripides는 이렇게 변형되 ‘Euripidεs 로서 르네상 

스 영희팍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기에 。1브렀디 Euripides의 앵치 수용사기 

Seneca의 영f 수용사와 겹쳐지게 도1 것이다 

그라내 Euri끼dζS의 영닉「 수용사의 。1 린 특정은 오히려 이 수용사를 시양고 

전의 균비싱스식 수용의 전헝 q로 만드는 장본인이라 할 수 았다 Euripides의 

수용이 무엇보다 긍내싱스 시대의 당대식 요구에 의해 결정되였음음 보여주기 

때문이다 묻론 이 접은 르내싱스 시대의 영국이 Euripides애게사 무엇음 반견 

했으며 二L를 통해 부엇음 반명했는지 삼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에 중요한 단서 

를 체공한다 우버가 가창 먼저 무엇을 삼펴봐야 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땅히1서 Euripides의 수용 양대기 팅대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사설 

유 우리에세 Euripides적 주셰와 관싱이 무엿이었으며， 그것이 브너1 상스의 관 

심과 요구에 이떻게 부응히였는지 삼펴보기를 요구동1는 것이다 

걸국 F.uiripi ‘lζS가 날 \11 Y，앙스 C영희곡어1 끼진 영향의 법위 9]- 문맥을 세대로 짚 

어내기 위해시는 원전의 번역이~l- 번안 또는 오방음 비Jí[ 분류하는 등 원전 

3) 이 벤 역 본은 1752 년 Gçorgε Ballard의 Mιmoirs t{ BrilL~'h μ서ι\'_- ìYho H，α ι Rιι:n 

Cdeh， 띠ed fór their H/riring.<. 0 1' Skil/ in rhe Leω ned Langu.니.ge.s 、 Art.s ωd Scie‘lce.<' 
([Oxford αinted by \V. Jac ‘.5 011, for the author. 1752J , ESTCT94574)에 펀존 사심이 
언급되었y_. 1909 년 Jlarold l T. Childo l] 의해 Malone Sociely Reprints 판。 로 먼입， 

간행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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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진적인 수용 경로를 따마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전의 주제와 관심사가 

나티나고 이용뇌는 문맥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히디 그래서 이 논문은 

'EuripidζS’ 또는 ‘Euripides적 1 주셰기 영국의 비낙， 특히 기정비극(domestit: 

lmglζ‘ Iy)이라는 하위 장브(sub-gζnfe)에시 어띤 석 cι로 。1용뇌고 전새‘ 변헝되는 

지 살펴보는 네 초점욕 맛출 것이다 물론 왜 하필 가정비곡이냐는 의문이 즉 

각적 0_보 제기될 수 였다 특히 Furipides가 Seneca적 q보 변헝되였다면 Sεneca 

식 객수극음 주목하논 거] 더 자연스러운 임임지도 모르시 때문이다 그런 의 

문에 대한 대립유 다음과 같다‘ 벤져 Seneca적 복수극유 서양고전의 수용이랴 

는 측면에서도 이미 많이 논의되 바 았을 뿐 아니라 연구자의 관심을 

Euripidεs의 본영적 관심사라 알 수 없늠 복수의 분제에 집중시켜서 연구의 망 

향 지체를 Euripides적 주제보디는 Sεneca적 주제어[ 대한 탐구로 전환시킬 우1 

험이 적지 않디 4, 그어1 반히1 16시1 기말과 17시1 기초 사이에 씌아진 시넨적 가정 

비극은 S히1ζca라는 필터를 커치지 않고 브1]1상스 유립의 벤역본을 통해 영국 

에 사접 들어온 F.urîpides와 더 커다란 유샤생을 보여준다 F.urîpides의 주요 관 

심사얀 생， 성 역할， 결흔‘ “여생문제 ‘(the wo뼈n question) 또는 가정 (oikos)과 

국가(polis)의 관게들 가정비곡 염시 밤구하고 았끼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정비 

극이야말로 ‘Euripides적 1 추제의 르네상스‘ 현상에 대한 선병과 그 반생 원인 

에 대한 연구를 용이하게 해준다고 딴암 수 았다 

4) SenζιG의 르매상/ 끽 수용에 대해서는 특히 Emrys Jones. Oriξins; Gordon Braden 

Renw\，\'OIα 까“gedy (//띠 ‘hκ Sι ne ‘an Tr‘ιj‘“on: Anger ’‘ Priv’!ιge (New Ha'、 en alld 

Lor띠on: Ya[e LP, 19ö5); Rohert \-tiolι Shake.\pεωε (/!1d C{，“”“αI n’‘ gε‘/}': The 

I써ueα e o( Seneι 'Q (Oxford: Clarendon, 1992); Jolm Kerrigan‘ Revengc Tragcdy 

Aι’‘ h이us ω 셔m씨ψfdon (Oxlord: ClarεndOll ‘ 1997) 을 칩;죠한 것 Sen뼈의 삭강은 

Otto Z、、 ierlein ， ed., Annaei Sencα e Trt영"ιiiae， Oxford Cl a.<;sic이 rex“ (Oxford 

Oxtòrd UP, 1986) 영역본으로는 David R. SIavitt이 꺼집하고 번역힌 Complete 

Roman Drama in Translation 사여즈의 Seneca. Ihν T，“ged，κι 2 、이s. (ßallimore and 

London: Johns I10pkins UP, 1942-1995)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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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ripides의 비극이 Aeschylus와 Sophocles가 이룩한 비극의 전통으로부터 가 

장 별어진 부분은 아마도 그의 작품이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반영웅주의적이 

고， 사실주의적이며， 회의주의적인 경향일 것이다. 이런 경향은 Euripides가 그 

리스 비극의 태생적 관심사인 가정(oikos)과 국가(polis)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 

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Euripides는 국가보다는 가정에 초점음 맛춘 다음 남녀 

관계를 통해 가정과 국가의 연결과 갈등을 보여준다. 예컨대 Medea에서 

Euripides의 직접적연 관심은 Aeschylus가 Agamemnon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가 

의 요구와 가정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데 있지 않 

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그리스 사회에서 통용되는 여러 층위의 가치가 남녀 

관계에 개입하여 그 관계의 행방을 결정하는 양식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Euripides는 Jason과 Medea의 관계와 이들이 서로에게 반응하는 양태를 

살펌으로써 가정과 국가에 대한 그리스 사회의 통념들을 간접적으로 심문하는 

것이다. 이것은 Troy 전쟁이라는 그리스 세계 최대의 서사적 사건을 다루는 

Helen에서도 마찬가지다. Troy 전쟁이 작품의 전체적얀 배경을 이루면서도 극 

적 초점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전쟁의 원인을 낳은 Helen과 Menelaus의 

결혼， 특히 Menelaus를 비롯한 그리스 세계의 ‘남성적’ 눈이 만들어낸 Helen의 

모습에 놓이게 된다. 그리스의 정체성을 규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Troy 전쟁 

을 Helen파 Menelaus의 관계를 통해 다시 읽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Euripides는 ElecπQ에서도 가정과 국가의 갈등 관계를 정 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른 그리스 비극파는 달리 Electra의 무대 전면을 차지하는 ‘가정’은 궁궐이 

아니 라 도시의 경 계 밖에 위치 한 움막이다. Ele따ra가 농부와 결혼한 만큼， 

Electra의 운명이 국가의 장래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시사 또한 자 

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가정과 국가의 연결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움막’으로 줄어든 ‘궁궐’이 규정한 엘헥트라의 심리구조에 놓 

여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들 비극은 가정과 국가의 관계를 개인의 심리구 

조나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번역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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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들 비극은 더욱 더 기징비극을 닮아기케 뚱)다 기징파 팍기 

의 충돌보디도 기정이라는 테두랴 안에서 !}_착뇌는 성， 생 역할， 성 이념‘ 납 

녀관계‘ 기족 구성원으로서의 납성과 여성의 판겨1 문제기 더 전년에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리스 비극의 태생적 관심사인 피가의 문제가 이날 비극에서는 여 

성과 남생의 관계 또는 성 역한의 분항이라는 문제에 담겨 나오는 것이다 5) 

결국 Euripides가 중정적 O~호 다우는 “여생문제”는 그리스의 저봉식 여성과에 

의문을 제기함으둘써 그펴스 사회 지세를 비판적으노 바라복 수 였게 만든다 

남녀관711 야말로 Euripides가 아테네 사회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던 것 

이다 

Euripides기 아테네 사회와 끼 지체계‘ 관습의 문제접을 기장 핵심적으로 보 

여주는 장치로서 난녀관계를 사용했디는 사실이야말로 예 그의 여성 주인공늘 

디수기 일탈적 행동을 히는 인물로 섣정뇌었는지 잘 설명히1준디 6) Meùζa의 

경우가 보여주늦。L 이 여생늘은 여성적 삶을 “여성문제 ‘로 의삭하고 그것에 

대해 분평할 뿐 아니라 때로는 힌 길읍 더 나아가 사회적 규범으로부터의 일 

딸음 기도하거나 갇챙힌다 다시 말해 이 여성들이 토보하는 여성으로사의 불 

만파 문제의식이 작품의 중섬 주제들 이운다는 것이다 이 여생들은 여성이 

남성간의 교확의 대상임 뿐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 생‘ 욕망 퉁 자기를 표혀함 

자유는 없는 제약적 현섣。11 의문윷 표하고 그같은 제약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Euripidεs의 여성 주인공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능지에 대해서는 

논의기 분분히디 도디1 제 。1 렇디할 설 승적인 기독이나 증거기 별로 난아있지 

않기 때문이디 이처럼 역사적 승커기 부즉한 이유 중의 히나는 아마도 ‘여성 

적 미덕 자치]가 ‘남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늘리지 않는 것 으로 정의뇌였 

시 때문이었을 것이다 71 (바로 이 논의가 이미 보여주듯) 고대 그리스 역사의 

5) 바로 이 점은 어성이 l리〈 비낙어| 왜 l서럼 증유하'11 릉정하느냐는 의문에 인 

종의 cll 답을 마련해주는 셈이다 
6) Euripides가 여성 역오중 한자라는 Aristophanes의 비난을 되이 인용하지 않더'"，도， 

“여성 문세 에 대핵 Euripides 의 관심은 각별힌 바 있다 혀존하논 EIπipides의 작푼 

19펀 숭 IJ편이 여성윤 즈인공 。 로 상? 았다는 시 실이1서노 알 수 있ζ 。1 1，2이다 

마얘 기주 H)윤 참조하1':::" 



드너]상스 영희곡과 "Euripides객” 수지1I 139 

다른 이띤 영익보디보 이 영익에 대한 익사 서술은 특히 히1 삭학적 문제를 가 

지고 시가할 수밖에 없디 역사 해석의 대부분을 ‘침묵의 증인’에 의지해야 히 

는 형편이기 때문이디 그렇지인 디음과 같은 텃 기지 사실은 ‘사살아아고 말 

해도 좋을 것이다 아테네의 여성은 시인활동에 잠여할 수 없었고， 재산권이 

없었 q며 휴꺼， 휴후들 막론하고 법식 cι로는 일생동안 미성년이었다 집안의 

주~l은 냥쟁이었고， 여쟁은 그에게 종속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종속 

적인 존재였던 노예외 다른 점이 았다면， (Aristotle의 악명 높은 말을 빈리자 

변)， 여성유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정 정도였다 게마가 아테네의 민 

주정욕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더옥 약회했다 균사， 정지 릉 국가의 공적 활통 

을 난성 :i!_유의 영익으로 규정한 결파 기정파 님성의 연결고리를 약화히늠 한 

편， 시민활동 영역으로부EI 의 여성 소외를 더움 심화했기 때문이디 난성이 굉 

장을 향히여 기정 밖으로 걸어나간 후， 여성유 이두운 집안에 흥지 난아있게 

되었년 것이다 

이같이 납생/여성， 국가/가정， 안여1 등으로 남녀의 활동 영역운 분iòl 하는 경 

향은 여성과 낭생이 7f7f 사로 다른 본성을 타고 태어난다는 이념에 의해 정 

당회되고 한층 강회되었다 남생이 천장에시 영웅적으혹 씨워시 얻게되는 명 

예(1 ime, kleos 또는 arα'e)가 남성성의 최고 구핵이었다면， 여성성의 구현은 성 

적 매릭이나 정전， 가사 지이 능력， 님생에 대한 다소콧한 대도， 퉁 주1 쟁터가 

아니라 집안에서 얻어질 성질의 것이었다 여성의 ‘병예 1는 님의 이목을 집중 

7) 이래 9연에 인용된 Pericles의 연설은 상조히이 ?디1 그러스으1 여성에 대해서는 

Claudine Le이uι “ Marriage in Ancienl (ìreece," in Pauline Schmiu Pantd, ed, A 

H…oη o( ìYomcn in ‘hc ìYcsr: [_ From Ancient Coddcsses to Christian Saints, trans 

ArLhur Goldhamlllεr (Cambridgç, ι，1a%.: The BεIknap Pre::,s ùf Har、 ad lIP, 1992), pp 

235-94: M띠'Y R. Lefknwilι and \'lmπeen 13. F씨lL， eds. , IYotnεn ',\' L~fi:: in (Jrεε〈ε and 

Rooι ,4 S{기IrCC Book il1 Tran이'ation (Lonιm: Duck、νoπh， 1992); Elaine Fantham, et 

al., H7r“men in lhe Cl“““ al Wodd. ι”“gι (JI1d T，ιxl (New Ycηk aω Ox['(ηd: Oxl"ord 

LP, 1994); Sarah II Pomeroy, F;ωnilie，“’'} Classic，씨 ωιi He/eni .. “κ (ireece: Represeni，ι，tions 

and Realitics (Oxford: Claren‘1011, 1997)를 주로 진주했다 τ리즈의 성에 대힌 이흔 

적 역시 로서 는 Michd Poucaul1, The ú\'ι of"['J.““ wι The H.씨oη of Seγν씨ily 

volume 2, trans. Rohert Ilurley (I 1annor띠sworth: Penguin 13ooks, 19~5)릎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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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행위로써가 아니랴 친묵으로써 얻어졌으며 영웅적얀 행동보다는 현명 

함(SO!까rosunε)을 의미했던 것이디 이 ‘현벙함이라는 여성적 기치는 또한 여성 

의 생적 욕망(eros)을 통세히기 위한 이념이기도 허였다 여성을 기계 존속을 

위한 번식의 도구로 생각하였년 그러수 사회로시는 여성의 생적 욕구를 통제 

하는 일이란 가계의 순수성 확보릎 위힌 가장 기복직 91 조처였다 그 뿐 아니 

라 여생의 생객 욕망 추기1는 여생의 자기 의지 행사로 이어져 사회의 기존 위 

I11 죄서들 근본적으노 흔들어 놓을 수 았는 워힘한 1자유’였다 건국 넘성과 

여성의 역할 분이는 여성의 성이라는 사회적 위힘 요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 

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미나 Euripidεs늠 。1 이한 사회적 통제를 거부하고 지신의 의지를→ 행사히는 

열탈적 여선 인물늘 뿐 아니바‘ 사회기 요구히는 여성성을 첼저히 구현함으로 

써 오히려 난녀 성 역할의 판습적 분할에 의문을 제기히는 여션인물늘을 보여 

준다. He/lιn. Aü ε'stis， Iphigen;，α at .4 u!i.\'가 ]고두 그딘 여성 주인공을 보여준다 

이들은 (Iphigenia의 말음 밸리연) 전쟁시에는 “여자 만 맹이 살야 남느니보다 

남자 힌 명이 살아 남아 햇빗응 보는 게 더 좋다”며 자신을 시꺼이 희생하지 

만‘ 바로 그 희생을 통해사 남자 만 명보다 뎌 용;] 았논 i영웅으혹 백신한다 

축음윷 대함으로써 영웅적인 ‘명성 f음 휘득하고‘ 그로 91 해 ‘념성다워지는1 것 

이다 二L 견과 관습적인 남녀 생 역팍의 경게는 흔들며고， 그 정팅성은 의문시 

되디 여성들의 j영웅적’ 행통유 겨1급파 성이 규정한 관습이 파연 을바른 것얀 

지 뭉게 만늘고， 난성적 표준인 영웅주의를 새점검히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 

는 것이다 디시 말해 Euripides의 비극유 여성이 일탈을 통해서건 여성적 기 

치의 의식적 r현을 통해서건 자기 행위의 적극적인 주채가 뇌는 순간을 보여 

준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성이란 본질이 아니라 수행적얀 것이며 사회에 의 

해 구성되는 것임이 드러내고 이들 여성의 행동은 그리스 사회의 까본음 흔 

브는 전문으둘 여하게 되는 것이다 8) 

8) -，램다면 남성엔 자가의 입흘 용해 야성익 주치]석을 부여주논 기] 아떤 의비가 잊l 

였겠느냐는 상운"1 닝아있는 셀이다 일닫적 여생이] 미한 C ，↓ripides의 관심을 어떻 

거] 믿아들여야 하느냐는 질문 땀이다 Aristophanes늠 ThesmophoriazlIsac이1 시 여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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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92년에서 1627년 사이에 영국에서 씌어진 가정비극은 고전 비극을 번역하 

거나 모망한 “고진 비극"( c1assical tragedy)유 아니다 왕가에서 엘어난 사컨이 

나 영웅적 인플들의 아야기를 디루는 SenèCU적 영웅 비극과늠 딸랴， 가정비극 

유 정통 왕조 중신의 역사에서는 ‘기티의 사건으로 분류될 정도로 놔기의 중 

심으로부터 비켜닌 사건으로서 주로 젠트리 계층이내 시민 쳐1층의 가정에서 

의 업윤 통해 Euripidεs를 웅직인 것은 여성혐오층이었P 며 일달껴 여성상을 동해1 

여성성의 표운을 규정하고 강요하는 일송의 강제 복회술이라고 진단한다 

It is from no motive of ambition 이 the Two G씨desses ， ladies, 

Lhat 1 have risen to speak. lL i:; rather that 1 ha、 e I()r a long time no、、

felt VvTetchedly aggrieved at seeing 110、、 、 Oll 、‘ ere being 、 ilified bv 

Euripideι thm son of a greengro‘;er‘ 뻐d 、.\iere having numy εvil 

Lhinc.S of all kinds said ahouL vou. WhaL kind of ahuse hι Lhat man 

not plastered us ""ith? Where is there, in al1 the places 、이lere there 

are traglc pe디ormζrs and choruses and spectators, that he has not 

시andered us, calling us whore-whe:;, man-chasers, wine-“he‘ 
betrayers, chatterboxes, no-goods, men's grear curs잉 (J84-95) 

L:: urip띠δ의 "1낙을 포함하는 그이스 비낙01 전바적으호 주체적인 여성에 대안 빔 

상의 불안을 강하'11 표쩍하고 았늠 깃은 사심이다 τ리즈 비극 직까튿은 객격 샤 

선을이 가지7 았는 불안윤 통해 지심과 디]연히" 한 것인지노 오드다 지심을"1 

←규싱한 여성싱을 분석짜고 그 허겸」다 부탕싱， 분안정깅을 짖어 본 것이었으이라늠 

얘 끼다 j래 λ1 남성에 꾀해 표띠뭔 여생의 샤시 주정은 근본 식으로 매우 툴안성 

한 의미를 가살 수밖에 없다 그 ccl니 Euripides의 경우‘ 이같은 불안은 극본적인 보 

수싱에서 받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이스 샤회 전바이| 대해 그가 /1윤 표헌한 

바 있논 의문의 문꺼에사 이해되어야 힘 깃이다 κden에 λ1 Menζlaus 의 허성이 17 

년의 개얀적 끼통과 Tro、 둔녕으1 피괴듣 기져왔다는 Euripide::-의 진단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기억되어야 필 깃이다 (위의 인용문은 A[an 11. Sornmer:-.tein의 영역본 

TI“:smopho시α::::lIsar: ‘ vol 8 of The Comedies 이r Aristophanes [Wanninster: Aris and 

Phillip::- L1d. , 1994] 를 따랐다) 



142 인운논 종 ̂1l 46집 

열어난 열을 디루고 있다 그미나 기징비극이 고전극 전통파 아예 진측이 없 

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비낙을 쓴 디)중낙장의 작가늘이 대학이나 법학원 

같은 지삭계승의 집합 장소를 거진 소우1 “디1 학 재사늘‘(Thε Lnive잉ity \Viι)이 

거냐 아니년 그늘과 비슷하게 인문고F의적 고전 고l융을 받은 샤맘날이였기 때 

문이다 사심 이 대학 재사들은 그1천곡의 주제와 과심사릎 당대 현심욕 분석 

하는 도?로 재밤명힘 안로써 균네상스 비극의 새보운 정지을 개적하고， 당대 

의 대중 극장음 강력한 문회제도둘 확쉽한 장복91 들이었다‘ 닫리 만하면， 이듣 

옥 고진적 추제의 딩대적 유효성을 점김하고 j근대성’을 확보하는 극적 싱힘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당록 공간을 다름 아년 대충극장의 다양한 관중에서 빈 

견했다고 얘기얄 수 있마 그런 극적 실힘 충 허나기 바로 기정비극이디 사실 

가정비낙이야말로 이 시미 대중낙장의 특정적인 현상인 지식인 자기와 디)중적 

관중의 걸합 없이는 대아닐 수 없었년 대표적 장브바고 말할 수 았디 이 장 

브야말로 영국 대중판 그리스 비극이랴 불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 

다 가정비특은 당대 영국의 대증콕장에 !，'~여든 대증적 관증의 시믿직 삶에 

주목하여 그들에게 실제로 일어녔던 사긴에시 소재들 잊아오연시도， 한펜으보 

논 !l정과 국!l의 중첩적 연건이라논 비유적‘ 주제적 장치들 동해 그비스 비 

극과의 연견 고이를 단단하게 만듣고 있기 때문이다 견국 르네상스 영국의 

가정"]극은 그이스 바극음 원행적인 가정비극으도 재빈명했던 것이마 

1590년대에 기정비극이 출현한 이유늠 층교개혁을 계기로 시작되 생파 결 

혼， 기징에 디1 한 전통적 개년의 변화기 이 시디1 에 。1 브"] 시디1 적 조류로， 새로 

운 정설로 지랴잡기 시작했디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디 딴ul디로 말히] 

성의 패마다입 변화는 봉검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가톨릭쿄에서 개신피로 이행 

하는 거대 패려다임의 변화와 힘께 시작되고 진행되었다 특히 산π가 결혼은 

정상1이고 다른 헝태의 생활 예킨대 카툴럭교에시는 특권객 위치에 있던 독 

신 생활 은 ‘일단적 이란 입장음 주1했시 때문에， 종교개혁 후에 생산된 성이 

나 여성의 지위에 대한 덤론은 대부분 ?녕후 또는 가정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 

졌다 9) 견휴은 보흥 사람이 사는 가장 진형적인 방식이 되고， 가정은 명대 사 

회구조의 기장 중요한 단위로 변해기:i!_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와 통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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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흔제도는 Millon 적 。1 흔옹호묻의 도전을 받j]_ 있었다 ]이 한편으로는 걸흔파 

기갱이 지상의 낙원으로 이상화뇌년서도 납녀의 걸합이 영원한 성사(聖事)가 

아니아 계약이며 따아서 취소될 수도 있디는 생각이 접치 뿌리내리고 있었디 

는 얘기다 III 게다가 이 두 가지 생각은 논리적으로 시로 ?순펀 것이 아니었 

다 이휴이 가응해야 한다는 생각은 결휴이 지상 녁원의 긴섣욕 위한 결합이 

라는 생각의 논리식 귀결이었시 때문이다 따라시 가성비콕은 경흑제도의 et 
노 이런 양면적 상황이 생산한 덤론 중 하나라고 딴함 수 였다 가정비극이 

탄생한 1590년대가 바도 이혼 논쟁이 전정에 닫한 시기였을 뿐 아니라 설제로 

이혼하는 쌍의 숫자 또한 증가하고‘ 간통과 충혼， 사생아의 수 역시 급증한 시 

기였다는 사실이 시사히듯이 말이다 

당디)의 성과 결흔에 디1 한 논의에서 티]이난 가정비늑유 또한 기정’이라는 농 

간의 의미에 대한 여이 가지 담듀。1 서로 각좁히는 장(場)이기도 했디 Viviana 

Comensoli , Frances F. Oolan, Lena Cow이， Orlin 등 여러 희자늘이 지적하늦 가 

정비곡이 많이 씌어진 16세시말과 17세기초 사이라는 바보 이 시 ;1야말로 ‘가 

정’이라는 공간의 의비가 재조정되고， 현대적 의미의 ‘가정생활1 혹은 ‘사생활’ 

이라논 개념이 형생되 I1 시작한 사시였 ;1 때문이다 12) Orlin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 활통의 공간91 공적인 공간으도부터 소외되어 사적인 공간인 가정적 공 

간에 갇히는 헌대적 헌상이 이 시기에 시작된 것은 사심이지만‘ 그래도 아직 

9) Theodora A. .J anko、‘ sk i. 1-1-“mιn in J>mver in Ihι Earlv .，y•ιι/εrn Drama (l Jr띠11a ar띠 

Chicago: U of J[[ inois P‘ 1992) 찬조 
10) C때lerine Belsl이 ， The Suhject 이 Trage싸 ldenlilv {/nd Dijjeγen r::e in Renais.\'al1ce 

α ama (London and Ne、v Y이k: Meth니en‘ 19~직) 특히 p. 147 찬조 
11) John Milton‘ “The Doctrine [j nd Discipline of Divon:e‘ selections in :\1εnitt Y 

TJughes, e이 , .101m i\IUton: Compf.ιlε P，ιms “nd ↓laiα J>rosι (lndianapolis‘ Tnd.: The 

üdyssey 1‘ 1957), pp. 696-715 찬조 

12") Fn이lCe~ E. Dol삐‘ Dω갱erou、 FOIn‘liO I",\'_- Represιnla‘wns 얘 Domι"ι Crime ‘/} England 

in 155(}-170() (Ithaca and London: Cornell lJP, 1994); Lena C。、、 en Orlin. Privatε 

Matters and Public CU/tl’rc ‘11 Post-Reform이ion En이ω띠 (lth ，ιa and London: Comell 

UP ‘ 1994、 v‘、 1mηa COtnlζns이1 “ HOII.\'ι}ωld Bl‘s….)'S_- Domεslic f'lay,\' (_1 bO써 서od，εm 

Engl，ω“i (Toronto/ßuffalo/London: lJ of Toronto P. !(}99j를 참조필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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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의미와 기능이 ‘사적’인 것으로 고정되지 않고 유통적인 상태로 난아있 

었디는 것이디 가정은 종교개혁 후 낭생적 권위의 F본으로서 특권화뇌기 시 

작히믿늠rll. 16세기말에서 17세기 한에 이브언 그 의미는 현미의 기정 산화를 예 

건케 하는 여성화된 사적 공간 0_로 변하게 된다 그라냐 그와 동시에 종J1L새 

혁 저에는 3π회가 담당했던 사회동제의 일차적 딘위로시의 역핫온 이 시대에 

는 가정이 대신 수행해야 했기 띠]문에， 가정은 그 어느 예 보다도 디 강럭한 

사회식 권위을 누비게 된다논 것이다 이 양방향의 펴회 모두 까장의 까부장 

적 권위를 더욱 공고하게 만틀였다 가정유 작욕 왕국이며 가장유 이 작유 왕 

국의 왕과 같다는 만이 보여추는 가정과 국가의 연상적 연걷이 。1 시대에 틀 

어와서 새로운 중요성을 짖케 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히] 가능하다← 그미나 

가정이아는 개념이 일만 기정왕국이아는 쥐「비를 통해 국기의 정치 이념 체계 

에 편입되고 나연‘ 기정왕국의 유비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가정 개념듀 

국가 개념의 하위 새녕 0_로 편하되는 길을 밟게 펀다 그래서 이 시기에 씌어 

진 가정비극이 담당힌 역할 증 하나는(다시 Or1in 익 말운 빌리자면) 공(公)파 

사(私)의 유비에 근거하는 가정개념이 공을 득권화하는 위셰질시에 편입원 가 

정 개념으호 옮아가는 과성에시 생기논 모순을 성겸하는 입1 01 었다 1592년이1 

공연된 Ard.씨 0/ F.ωιrsham은 가정과 국가의 유비에 근거하는 가정개념윷 보 

여주지만， 그 후에 나오는 작품틀 A Warning for Fuir rVomel1. Two ι'.Jfnenlable 

Traglι'âiμ l “nd 2 Edwurd IV 은 그 개년에 도진히능 통시에 그 개년에 내재 

한 모순을 전검히고 았디 그린기 허떤 1600년디1 ξ에 나온 Othε110와 A 

York.‘hirε Trag，씨u는 Arden (.끼 Faver이αm이 제시한 패 ι1디염을 전복히며， ηr 

1-Jlltch qf Fdmonrm 은 가정바극의 저헝적 성걱을 남극적얀 형태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샤성왕국은 아내들 남펀에게 정치식으로 종속사카는 방향으로 개녕 

회된다 아내는 납띤의 가부장식 권위에 종속되며， 납띤은 국가라는 더 큰 가 

정의 가부장인 군추에게 총속되는 것이다 131 가정에서 아내가 차지하는 위지 

13") Susan D、、얀'r Arnu5sen, An Ordered SvcieZV. Gender and Closs in Eürly Modern 

Engl，ω찌 (New York: Colurnbia UP , 1(}9!-l), 특히 Chapter 2, "Politκa[ J Iousehol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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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통적 담류은 Xεnophone의 0ω씨(끼llCUS 당대의 에절교본인 William 

Gouglζ의 α Domι tic Duties , 또는 Homily (~l thε Statiε μlMαlnmom 같은 교회 

간행울뿐 아니4， Patiε nt Grissil과 같은 작품， 또는 바기지 잘 낡는 시인 아낙 

1]1늘 f두쇠 아저씨날‘ 오쟁이진 사내늘 같은 유형적 인울에 대한 이야기에시 

도 밥건된다 자 !I 주장유 하지 않고‘ 정심부 지키며， 사부장의 권위에 복증하 

는 이싱직 여성의 이미지는 특히 종JE_개혁 후에 가정과 국가의 유비 Jll 계릎 

nA 개노 하여 산하나 하~I 퉁 펴지애자의 이미지외 연건된다 여성은 까부장의 

지배를 받는 종속적 지위를 할텅받아 면로서는 아머지의 지배 아래， 아내로서 

는 넙펀의 지배 아래 놓였다 산분의 고하를 막록하고 여성유 법적으로는 

'(eme covεrl’였던 것이디 141 실제로 Ar.씨'en ν Fuvershum의 Alice ArcL이1처럼 난편 

을 살해히는 것은 。1 유비 체계의 논랴에 따바 ‘작은 반역”ψζlly 11ζason)으로 

분류뇌이， 주인 살해나 균주 살해의 경우와 똑같은 처벌을 받았디 디시 맡헤 

이 치)계가 표현하는 가정의 c, 싱은 납녀간의 협조적인 평능 관계가 아니라 수 

시적 위겨1관계인 국왕제도였던 것이다 15) 그러나 。1 가부장제적 사성은 아사 

그 성지삭인 의미들 충분히 소화하지 못힌 싱래였기 띠]운에， 가정에사의 여성 

의 지위에 대한 이론 역시 아식 미친한 상매였마 바혹 이 미지한 부분에시 

빈생하는 모순과 문제듣이 가정비극의 충현음 요구했던 섹이마 

가정윷 작은 왕국으로 개념회암 때 Milton적 이혹옹호론이 갖는 정지적 함 

의는 혁벙걱인 것이었다 절대왕권이 폭정으로 변했을 때 신민에게 저항할 권 

리가 있디는 폭균 제거 이온과 그 맥을 같이 히기 때문이디 결국 이 시디)의 

걸흔파 기징유 한편으로는 가부장제적 위계질서를 강화"1는 방향으로 。1듀화 

되언서도 또 다른 힌편으로는 그 위계질서가 절대적얀 것이 아니아는 이논의 

도전음 받고 았었던 것이마 결혼과 가정이라는 장t場)이 생사적인 세계관과 

D이llestic Politics: Family and Society in I::ar[y Modern Thought," pp. 34-66 찬조하라 

14) "jème coverr" 는 남딘의 우견， 감덕 을 받는 여 성 이 리 는 뜻의 법률정 아다 
15) Dimla E. Ilenderson , “ rhe Themer and Domestiι Cu[ture ’ in .10[10 D. Cox and Da、 id

Sωtt Ka~tan ， ed‘ , A :'싸w Histoη o( Ea새 Enf?lish ααna (NY: Columbia UP , 1997) 

pp. 173-94; rrances E. Do[an, "The Subo띠inak('s) P10l: P리 ly Treason and lhe fonns 

of Domestic Rebe[[ion," SQ 43 , no. 3 (14n), 317-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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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주의기 계약주의， 개인주의‘ 지유주의와 중툴히는 ‘터1 응의 눈’이었다는 얘 

기디 이같은 ‘태응에서 티]이닌 가정비극에 'Eurìpiùes적’ 주제와 단심사기 나티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디 Euripides의 비극 역시 아테네 밍주정의 쇠퇴와 함 

께 태어나 성과 성 역할， 가정과 국가의 관계에 대힌 가부장제적 이념의 정당 

성욕 점검하였시 때문이다 

4 

Euripides의 작품 증 3극니1싱스 영국에 가장 닐리 암려친 직품은 Oreste，ι 

p!κJenissae， Hecubι 그리고 아마도 ψhigenia af Aulis라 한 수 있유 것이다 161 

그러냐 남뎌간의 과거1의 문제， 즉 소위 “여생 문제”을 관십의 초집으혹 삼을 

경 F이]는， Alcestι와 .?vfedea, H，αJOlylllS를 추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틀 작품에 

퉁장하는 여성 인붕듣과 특히 1 IeJen, Cψ:emnestra， Ilecuba, Iphigenia, Alcestis‘ 

Mεdea， Phaεdra 이들이 저한 상횡이 르너l 상스 시대의 영국에서 이루어진 성? 

사당， 성 역할‘ 걸흔 저UL 기정과 f기의 관계 능에 대한 문학적 논의의 ‘아 

휘 와 도먹적 구조로서 작용했디고 말해도 과인이 아니기 때문이디 171 브네상 

스의 가정비극아 보여주는 남녀관계의 붙석은 Medea/Cl ylemnζ:slra와 Akesti“ 
Griselda라는 두 가지 극딘삭인 여생성을 JI본 어휘로 삼고 았다 먼저 이 두 

여성상음 통해 EuriJ끼des 가 제기하는 운제가 당대 그리스 사회의 성파 결혼에 

관한 담론 제게외 어떤 꽉거1릎 맺는지 규정함 필요가 였다‘ 그렇게 해야 르비 

상스 영국이 가정비극음 통하여 텅대를 심문하는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16) Joneι pp. 85-91 잠조 

17) 여기에서 논의되는 Euripid야 착품의 영어 번여본으모는 Davi이 Cirèlle and Richmond 

Lattimore‘ eds., Complete Creek Tragcdies. Euripides [-V (Chica딩o and Lond이1: U of 

Chicago P, 1955-1959); James Morw(삐‘ ed, and lnms., Ellrip“/ι Mecι“ 씨d 011ιr 

Plays, Oxtord \'v'orld's Cla<;‘"‘ (Oxford: Oxford UP, ]')97); Ruby 131ondell, Mary-Kay 

Game l. Nancy Sorkin R‘’binowitι Bel[a Zweig, eds. <1nd trans., Womel! on thc E，껴야 

['ollr n “}'.j' by Eurψ“'es (New γ아k and L이 don: RωIIεdge‘ 1999)를 잡조랬지만， 인 

용문은 ”εdea의 경우늠 Mon、 기 d를， .4 1α'stis의 갱 무는 Rabinowitz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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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ipid이를 필요로 했으며， 그를 〈이떻게 이용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Nancy Sorkin RabinowitL의 지적대로 Euripid야는 Aι“tls를 통해 당대 아테네 

에시 이루어진 생， 생 역할‘ 또는 여성적 행동에 관한 논의에 잠여힌다 181 

Euripides는 .A lcesti‘릎 j여 ~l 증 까장 홀륭힌 여 ~l"이라고 거듭 칭송힘으로써 

그녀들 여생삭 행위의 저뱀 0_로 만들시 예문이다 Euripides가 Alestìs릎 동하여 

다시 생각해보고자 하논 C녀생적 박윌생의 모뷰은 여성이란 걱혹한 다음에논 

아이를 낳고 넙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축기도 해야한다는 그런 식의 생각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같은 생각유 사싣 팅대의 다른 목소라등과 R게 다트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Pζriclεs의 연설은 Hεsiod의 시와 더불이 기장 널리 얀용 

되는 텍스트이디 Samo~의 승전(439 B. C. E.)을 기년동1는 전몰지 수모 연섣에 

서 PεTiclζS는 만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블 칭송히고， 살아난은 지 

늘은 죽은 자늘을 부러우1해야 힌다고 훈계한 다음， 전쟁 미망인날에거1 이인 

충고들 보낸다 ‘ 여러분 증 이제 흔자 되신 분들께 여생객 닥월생에 대해 말 

씀드려야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쌀막힌 권고호 그것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 

다 여러분께시 여성으혹시 마고난 여생생에 어콧나지 않는 것， 좋은 이유든 

나밴 이유둔 넙자들 사이에 회자되지 않는 것이 여생에게는 커마만 영예라고 

말입 L.] 다 "19) 넙생의 덕목이 진쟁에서의 용기라면 그이] 해팅하는 여생적 덕목 

쓴 ‘소비내지 않능 것’이」l， 닌성적 탁윌성이 영웅적 죽음으로 획득되늠 것이 

아연， 여성의 타윌성은 공적 내쳐1로부터의 ‘숙음， 즉 철수로써 얻아진디는 것 

l ::-l) Rabinowitz, pp. 93-97 

19-) Th\lιydide~에 의히연 Pçricks는 P비opnnesos 전쟁 당시 아데닌1군이 아홉 딩에 걸진 

S 략 끝에 간산히 얻은 웅이를 기념사늠 전몽자 추보 연설애서 다유파 같이 꾀했 

다고 힌다 And sitιe 1 mllst say some씨mt also of feminine virtlle f0 1" you that a1"e 

<10ν 、ιidow‘， 1 :;,hall εxp1"ess it ill llti :;, sltoπt admonilioll. Il will be lllUdl lor )'our 

hOI1O\π 110t to re끼cede from )'our sex and to give as little occaεiO I1 of rumour amo l1p;st 

men‘ \vhether of good 01" evil, as y재1 can" {Thucydide“ Thc Pdoponncsian r-J:--"ar, trans 

Thomas 11얘bö， with Noks and Inlroduction by David Grene [Chicago and L이 don: U 

이 Chicago P, 1959], p. 115. 2.45.2) 



148 인운논 종 ̂1l 46집 

이다 

물는 이야기기 여기서 그진디언 이 자품에서 우리기 힘을 수 있는 것은 교 

파서적인 성 이녕의 또 다른 표현에 불파할 것이다 그이나 다행히도 이야기 

는 더 진행된다 Alcζstis의 희생은 너무나 전형적이어시 오히려 전형을 넘어설 

뿐 아니라， 그 천헝욕 만들어낸 담론의 천저]가 되는 여성관과 그런 담론부 생 

산한 기제에 대해 의문욕 갓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Furipides의 이야기는 

Alcestis의 죽음으노 끝나지 않고 그후노 이어지는데， Alcestis 사후에 지개되는 

이야기는 바로 그갇유 의문을 생산하는 데 바져진다 

사실 그런 의문욕 Euripides가 여성성의 문제를 죽음이라는 연간성의 궁극적 

테스트와 한 데 묶어 놓늠 것에서부터 이미 시까되었디 ïL 할 수도 있디 때 이 

작품에서 선 역할은 숙음과 대변히는 방법과 맞물려있디 자신에거1 찾아온 숙 

음을 피히기 위해 지신의 아내를 지기 대신 숙음에게 내주는 것이 Admζlus기 

택한 숙음과의 대년법이라년， 자신의 남편을 대신하여 자진해시 죽읍을 찾아 

가는 것이 Alce5tis가 택힌 죽읍과의 대떤법이다 그러나 여성의 희생음 요 ?하 

는 1전형식얀’ 낭생파 낭생을 위해 자신올 희생하는 전헝삭인’ 여성이랴는 이 

공식은 Alcestis가 껑작 죽음의 심호 떠나는 것음 시집으혹 흔듣리기 시직한다 

축음윷 투려워했던 Admetus는 자신의 선댁이 견국 텅 빈 집안과 부서진 가족 

윷 의미함 뿐 아니라‘ 아머지 Pheres와의 입씨름애서도 F러나듯 수지스러운 

싫파 비겁지란 오멍을 기져디추었을 뿐임을 알게 원디{I l. 694-98; 954-61) 그 

2m Rush RI야llTI. ‘larriage 10 Deatfl: TfJe Co띠lation 이 TYeddi’‘g and Fi‘”“이 RiuωIs i’‘ 
(icεek Tragedy (Princeton LP, 14(4), p. X5 참조 rhe ι ιj() 、 pauern taps inlo the 

human desire to challenge, and even wnquer, the finality of death. The theme is 

sOLJllded 11131ly tim야 in the pla}' , 、‘ ilh reJerellιεS 10 AsJ..lepius (w l1o tried 10 bring 

rnorLa ls back 10 lire), 10 Orpheus (、、ihose song ι”이이 win over Death), and 10 

Persephone hersdf Unlike these myths‘ ho、‘ ever， the resurreçtion of Alkestis is tied 

illtimatdy 10 t}le ~ocial inSliLutiolls 0 1" 1Il3πiage alld fi:unily. 111 plaιε 이 dea t11 as a 

disease to be cured by a healer (Askler…lS), or as a separa“)11 to be bridged by art 

“nd eros (Orpheus) , or as “ metaphOT f(이 the rupture of the bond between mother and 

띠ughter (Pçrsephone and D이11비er)， Alkιy시 rocusεS 띠 the ]o ::,s and return 0 1' a 、、 ik‘

and the ιorresponding breakdown at띠 re잉t씨ishrnent of the oik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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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스스로 죽음의 결을 선택한 “여지 중의 여지" Alcestis늠 오히려 난성 

적 먹목얀 j용기’를 갖춘 ‘영웅셰셰만 돌아기는 맹성(klζos)를 획득한디 그 뿐 

아니아 Heracles에 의히1 문지 그미로 죽읍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어 디시 한번 

지상 0_로 되돌아오세 된다 즉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부활하거1 펀 것이다 

결국 최종식 ~l 승리는 죽읍과의 경투에 있어시든， 남생과의 관계에 았어시든 

여성성의 지콕힌 구핵으 통해사 임어 ~l다 그러나 Alcestis의 자기 희생이 일 

으키논 파장은 여성의 자I1 희생음 여성적 탁월성이라 미회하는 것으노 그치 

지 않는다 2 1) Alcestis의 용기가 강조됩으로써 자기 희생이라는 여성성 구현의 

극지는 남성적 탁월성과 만나게 된다 견국 Alcestis 사후에 벙어지는 이야기는 

님성이든 여성이든 죽음을 용기 있거] 빚이허늠 자기 탁월한 지다j.'_ 말히]준 

다 ‘비겁한’ Admetus기 ‘미망인1으로 난아 주부 없는 집안을 치키는 ‘여성 f으로 

바뀌는 젓도 같은 이유에서디(11. 305; 377; 415) 난성이건 여성이건 비겁싼 지 

는 여성이 뇌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과 남성의 융치)적얀 성의 경계가 허물 

어지고 성의 이념식 구성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여생직 

닥원성의 당대식 R본을 축샤직 0_호 행동에 옮김으로써 Alcestis는 다른 종듀 

의 인간 관거1 여쟁과 납생간의 관세δ 부모외 자식간의 관계， 남성과 납성간의 

관711와 같쓴 ~l간관711 에도 압릭윷 가하케 된다 이 작품에서 Admetus가 제 

입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넙편과 아내의 관개가 부모와 자식의 관711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이디 이떻게 시자된 관계의 재조정은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부 

부의 의미블 재조정할 뿐 아니아， 성 역할의 모본 그 지체의 정당성 을 심문히 

는 걸과를 기져온디 결국 Alceslis는 난편을 대신해 스스로 죽음을 찾아감으로 

써 Adm히 u‘를 ]lL육하는 동시에 걸흔과 가족 관계를 새조정하도록 압럭을 가 

할 수 있개 된 셈이다 따라시 부활힌 Alcestis가 되돌아간 까정은 더 이싱 남 

성의 실대적 우위에 까거한 곳이 아닐지도 오른다는 희망음 남시게 된다 

그런가 하면， j_ìrAαk낀는 Alcestìs외 성반대의 여생상음 보여준다 납띈에게 버 

211 어 끼서 웅새 영콕의 도녁극(morality play) EVefJ'!IIαn마의 비교도 생각해 봉직하다 

E、 eryman이]거]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어느 누구노 그의 죽읍의 길이1 농행히지 않 

으이 하는 }!-'에는 담이， Alce!에S치럼 흘륭한 아내는 낚편의 죽음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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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맏븐 아내기 난편의 새 신부와 장얀뿐 아니랴， 자신이 그 난편파의 사이에 

서 낳은 지삭늘을 살해히는 모습은 나쁜’ 여인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이나 Euripides는 Mεd링171 그랴스인이 아니아 외치인이며 보통 안간이 아니 

라 때양의 신의 손녀라는 점을 강조힘 〈즈로써 j나쁜’ 여얀이라는 전형 자체를 

그리스l-} ~l간 세싱의 밖에 위치시킨다 그러나 이처럼 Medea들 초인까적인 

자원 0_로 옮겨 놓는다는 사실 자제가 Medεa직언 언물이 당대 아버네 사회에 

서 갖논 의미을 좀더 확션히 애준마 Medea적인 여성들의 소외， 추방δ 타자회‘ 

마녀회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마 

Medea의 반란유 Jason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틀을 공격하는 형식을 취 

한다 “여자 없이보 생식이 기능했으면 좋았을 걸’히며 내뱉는 말에서 드이나 

:;.0 ], Ja~on이 여성이나 여성과의 걸혼에 대해 갖는 샌각은 도구적이디 여지 

란 무잇보다 생식을 위 한 ]고구이고‘ 여지 와의 걸흔유 지 삭” 특히 디1를 。1 을 아 

늘을 생산하고 양육하기 위힌 것이며， 가운과 가문 사이의 거래로시 자신의 

사회적 영향럭을 높이가 위힌 빌침대 확보들 의미힌다 이처럼 Jason의 생각이 

남성 증심적이라는 사실은 다른 무엿보다 v!edea와의 결혼과 이흔‘ Cn야11의 딸 

과의 재혹이 증언해주는 바이시도 하다 Jason에게 특정 여생의 의 ~I란 그 여 

성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아L_I 라 그녀의 도구적 특성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바뀌면 될요도 바뀌고 될요에 따랴 견휴 상대도 단랴진 수밖에 없다 

더욱이나 고대 아례더1 의 결흔제도늠 난성 충신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별다 

른 절치 없。1 아내와 그녀기 기져온 걸흔 지상금을 진정에 반납히는 것으로 

。1혼이 기능했으며 대개의 여성은 난편의 이흔 걸정을 묵묵히 받아늘여야 했 

다 Medζa가 거듭 강조하늦이 그디처럼 낀정도 없고 조국도 없는 여생의 경 

우에는 아무리 익을힌 이흔을 당힌다 하더라도 매항할 방법이 없었다 Medea 

의 반란은 바로 Ja'lO!l에 의하여 이렇게 정의원 ‘여생‘의 의미들 겨냥힌다 “살 

아 숨쉬고 생각함 수 었는 모든 것들 중에시 우리 여자돌이 가장 "1함하다”라 

는 말로 시작되는 Medea의 유명한 대사는 여성음 도구로 만듣고 여생의 복종 

윷 요구하는 남성 충섬적 사회제도에 대한 반막이다(l l. 230-66)‘ Mede깐는 여성 

의 성， 사랑， 생식 능댁이 가부장제적 결혼의 테두이 안에서만， 즉 남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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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로서만 의미를 획득히고 정탕화되늠 것이 부탕히디피 말한디 그녀늠 성 

역할에 대해서도 출산의 고통이 전쟁의 고통보디 더 심히고 위힘히디고 말함 

으로써 여생의 지위 운제를 사회적 평능의 문세로 픽디1히는 동시에 남녀 성 

역할 f별의 철폐뿐 아니라 여생의 사회적 공헨에 대힌 정당하고 독립적안 평 

가릎 요구힌다 

사심 이 사긴이 잊어나가 저에 、1εdea는 이비 사랑유 위해 아버지률 "R반하 

1 ‘ 님웅생을 삼해했으며 조국음 버린 바 았다 다시 말해 그녀의 이제까지의 

삶 자체가 Jason이 구현하는 바 닝생중심주의적 칠서가 요구하는 ‘여성적‘ 자 

아소멜이 아니라， ‘넙성적 자율성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런 백락에서 

Mεdea기 Jason을 비난할 때 사용히늠 ‘병예， ‘약속1파 같은 단이기 닌성적 영 

웅주의의 이휘아는 점은 의미심장허디 MeJea는 지신과 Jason의 관계를→ 난성 

적 영웅주의의 맥락에서 피악함으로써 지신을 그와 디)등한 지율적 ‘남성 으로 

새정립하고 남녀간의 사량을 남성간의 우애와 같은 ‘남성적’인 가치로 새해석 

하며‘ 남디간의 결흔을 동반자 관셰로 재정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 

녀는 자신음 Jason의 Argo 원정에 참여한 다른 영응들과 같은 자리에 워지시 

키논 셈이다 그러나 그렇게 힘으로써 견국 그녀는 친정과 건혹이 제공하논 

가정과 도시의 테투버 밖에 워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아/ 유배 

자‘ 외지인으로서의 그녀의 위지는 상정적이다 Medea의 고립무원한 위치가 

실은 난성 중심적 칠서기 1간틀어낸 여성성’으로부터 해망되려는 그뎌의 엘관 

￥-1 ~， 력의 결과이기도 히기 때문이디 그래서 그내의 복수는 지신의 난성성‘ 

을 인징히지 않는 Jason어1 디1 안 ‘복수이지 여성성’의 거부이며 난성 지 "11 에 

대한 반역이다 Me니e<:l는 자삭을 살해함으로써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수행한 

다 첫째는 자삭마저 대들 엣기 위한 도구로 만드는 가부장제적 생각에 대한 

반격이다 둘째는 자신의 ‘남생적↑ 자율을 방해하는 마지마 장애울인 !，'~성응 

제거하는 임이다 그렇게 보면 늙은이들 회순시키고 무등힌 자에게 생식릭을 

부여하는 Mede끼의 마숨은 바로 그녀의 자율성의 힘이고6 자윷적 사랑의 힘이 

었다고 만암 수 았다낀 그이고 바로 그 힘이야말로 가부장제적 전서에 대한 

기장 강력한 반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객락에서 본다면 Medεa의 T::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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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는 가부장제의 논랴로부터 빗이닌 그녀의 보믹적， 사회적 위치를 보여준 

다고 할 수도 있다 디시 밀히연 Euripides에게 Medea의 문세는 기부장제적 사 

회에서의 여성의 지율성의 문제였인 것이디 

J 

그， 1나 이늘 여성상이 j 상(1:象)’으로서 갖는 의미는 인제y- 이느 경우나 일정 

한 것은 아니었다 H비en이 남생적 영여)의 수f 대상 0_로시‘ Heculηi가 지극헨 

슴음과 고동의 채현으호시δ Alcestis 샤 희생객 아내의 저헝 0_호사 비Jí1_직 안정 

적 ~1 의미릎 유지했다면， Medea의 의미는 아직도 유동식이었다:23) 

Alcestis식 여성생은 ßoccaccio외 Petrarch을 거쳐 Chaucer을 통해 영국으로 수 

입된 Griselda 행과 견합하여 여생생을 기톡교적인 91내외 연견한다 한마디로 

Griselda 이야기는 기독교 세개로 옮겨 놓은 Alcestis 이야기였던 것이마 중세 

의 Grisεlda 이야기능 Boccaccio에 의히11 Deα1mεron에 수록된 이래 Pεtrarch와 

Chaucζr에 의해 새해석뇌고 변형되는 과정을 거치연서도 세속적 걸혼에 대한 

이야기아기보디는 인간 영흔과 신의 결흔’에 대한 기독교적 얄러]고리로 읽을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남겨 놓고 있다 24) 반언에 1590넌대 영놔에서 씌이진 

22) Gahriele I3ernha 이 .1ackson애 의하민 마디봐 Arnazon .f1_ 엘이자베스 시대의 운학에서 

“ strong w이nan"익 다른 받아 였다 ωrhe Amazon and the 써lTlor w이]이1 were already 

잉ablished as rno of the 1110St valued α)씨ve α"시l치'0 of the controversy over 

써.1men"(49) . .Iachon의 "T‘ prωI Tdel싸맏 Witιhes. AnαOtlS， atld 싸kespeare↑ s Jo에 

of Arι " ELR 18‘ 110 , 1 (1988): 4ι65를 찬조힐 깃 
231 예컨디1. Hden은 Christ애 er Marlowe의 Dr_ Faνια‘ Hecuba는 Shakespeare의 Hamler 

과 The Rapι Oj" Llιrec.ι Alcet서 rs는 Chauι"의 Thι üμend o!" GOi서 찌，mεn을 보라 

24) Pe떠1ιh는 1372-73년 Boccaccio에게 보내는 떤지에사 Boccaccio의 Griselda 이야시를 

De 0/1ιl“mfia ‘“ iìde ~αorw t;시)νlo1ogi‘J싣 표저1 아래 리 단 "1로 번안한 다읍 지신은 

Cirise띠a 이야기를 Cìri:"elda의 여성적 지조와 용기를 본받아 하냐년의 뜻에 흔틀림 

없이 복종하랴는 에화로 해석한다고 덧을얀다(Francis Petrarch‘ Letters o( Old AβC 

Rerum ~'enilillm libri [-... η7Jn trans. Aldo S. Ben ηdo， Saul Lεvin， and R，ζ(a A 

L3ernardo. 2 、 ols. [13altimore and London: Johns lIopkins lJP, 1992J, pp. 655-7 1. 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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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sζIda 이야기들은 Alcestis저덩 결혼제도 안에서의 난녀관계의 문 A1J에 검은 

관심을 표현히고 있디 。1늘은 'WaltζI에 대한 비판의 강도기 디1제로 낮아졌 

고‘ 그 이야기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알허]고리로 읽으려 "1는 경향이 약화 

되었 Cι며 Grisel‘la가 여성늘이 따랴야 할 오본을 제공힌다고 강조하는” 경향 

욕 보~l다 ::'51 사실 .1ohl1 Phillip의 The Play qf Patient Grissell( 15 5 8-61)과 

Thomas n비 onley의 방라드 “Of Patîent Grissel and a 1\이，Ie Marquesse"( 1593), 

Oekker, Chettle, I Iau빙1ton의 공웅작 Pulient Grissil(l 599)은 Griselda의 。1 야시 들 

칭교적 견혼 모형의 내적인 모순을 보여추는 이야기로서 사용하고 였다 칭교 

적 견혼 모형유 가부장제적 권위와 통반자적 부부관계， 사적인 애정과 사회의 

기본 만우1로서의 공적인 잭인을 한데 결합히보록 요구한다 Waltεr늠 사회적 

위계질서를 파격적으로 뛰어넘는 걸혼을 선택히연서도 가정 안에서의 절대적 

인 위겨1 질서를 고수히려 한디 그이나 Alcesti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디1적 복 

종과 인내를 실행힘으로써 팍보된 Grist:kla의 여생적 탁월생과 도덕적 우월성 

은 성과 산분의 정겨1들 흔들며‘ Walter가 군주‘ 가부장 남성으로시 행사힌 실 

대적 권위가 과인 정당힌 것이었는지 울거] 만든다 남성의 실대적 지배와 여 

성의 1~매적 혀종음 미회하고 고주1하려는 이 예회가 오히펴 그 공식음 흔들어 

놓는 섹이다 26.1 그러나 Griseld녀의 송비는 Alcestis의 갱 우와 마찬가지로 가정으 

XVII , 3-4) 비슷한 객락。11 서 Marga Couino-Jon야는 Gri엉lda는 Chrisl이고 Gualtieris 

는 하나념의 십랴로시 Uriselda의 시련은 기독교인의 영혹이 하나님과 다시 격합하 

시 천어] 이 승에서 견뎌야 한 끼동의 예화리 끼 해석한다-('Fabula vs. Figuara 

AtH비ler Jnte대rdation or the Griselda SLOry," in Giovatmi lloccaccio, π1(' D‘ιlmeron 

trans. and ed. Mark Mu잉 and Peter E. Bondanella [New York: W. \Iy'. NOt1이1， 1~771‘ 

pp. 295-305) 그미냐 Carolyn Dinsh(lι의 지식디1로 B ιacclO와 Chaucζr의 Grisdd (l 

이야키는 세속적 위겨〕실서 속에서의 여성의 고안과 송속의 기원애 대한 의시을 놓 

시에 보이준다 C끼rolyn Dinsha-κ C/，ιIlIcer's ~ιxu.αI Poetics (Madison. WI and London 

U of \Visι nsin P, 1989), p. 150; Belsεy， pp. 164-78‘ Lζ'e Bliss “The Renai잉 mce 

Griselda: A \Voman for AII Seι이IS. Vi씨()r: AIediι val “nd Ren“”“mα SLudies 23 

(1992): 302-43 찬조 

25) Belsεy， p. 166 

26) 13elsey, p. 16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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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귀환을 의미한디 아 Griselda의 사회적 ‘죽음、과 부활이 비극이 될 뻔한 

희낙‘ 즉 희비늑아파는 불안정한 장브에 남기게 되는 것도 바로 이민 걸말 때 

문이디 Alcetis기 돌아간 새로운 기정과 마잔기지로 Griselda의 새로운 기징이 

설령 그녀와 Waller의 ‘사량에 까거할 세 틀림없다 할지라도 가부장제적 결흔 

에 내재힌 권위의 분균헝이라는 문제들 해소힌 공간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 

시 때문이다 

그러냐 1590년대이] 씌어친 가정 "1극은 Alcestis/Griselds보다는 Medea직 ~I 

여성을 더 많이 다루고 있다 가정비극이 비극인 한에 았어서는 Medea' 

C1까:emnestra 행의 짖유 출몽유 어써면 텅연한 일이겠지만， 텅대 가정 .QI 위기 

기 여성들의 복층의 문제와 빚물려있디는 헤삭을 E년}랴에 뇨출하늠 현상이기 

도 히디 즉 1590년대에 나온 기정비극 중 3편이 난편을 살해한 여성에 디)한 

이야기였디는 사실이 시사히t 문저1랴고 생각뚱1 것은 디든 무엿보디 여성의 

j일탈적 1 행동이었넌 셈이다 

그런 맥략에시 흥바로운 일이지만， 증세와 g네상스 시대가 Mεctea들 언제나 

악녀내 마녀로만 본 것은 아니었다 반여성식 운맥에시 Medea와 Ja'lon을 풍자 

한 Guido delle Co\one3:'::차도 Medea들 악녀라가보다는 여생이 영마나 욕망이1 

약한지 보여주는 진형적인 사례로 생킥했다 27) The Lιgαld 01 Good Women에 

서 Chaucel는 욕망에 약한 것은 Jason이고 Medea는 “사탕으1 신의를 지낀 여 

얀’ 이라 평함으로써 Guido dεlIe Co10l1e의 평기 를 뒤집고 Mεdea틀 AJcestis와 

더 불이 “흘융한 여성 ’(goou …mζn)의 반얼어) 을린디 이 Med않는 Lodovκo 

D이야기 “ matrona honeSla" 4고 부른 Medea냐 Hugo Grolilι기 “Feminae 

matrimonium rebu~ aliis pra비erunt ‘아고 변호하며 。1해하려 한 Medea와 같은 계 

열에 속힌다 28) 그려나 The Rook ol the Duchess와 η'Je House of F am(; 에시 

27) Alcuin Blamires, ed ‘ rVoman Defamed and ìYom이I [Jefended: An Anthology 0/ 
Mi，ειlieva! Te.,{s (Ox l"ord: Clarendon , [992), pp. 48-49 

28) L ，ωoviw Dok:e. Tra[!;edic: Ciocastα Didonc. Thicstr:. Mcdc，ι {tì[!;Cflia. Hccuba (Ven，랜la 

appres:;,o Gabrid G써ilo de Perrari. [56에)， p. ii. Ilugo GrolÎus , Exαrpl“ ιχ tmgoed,‘” 
et comoε씨“ 0raecis (Parisiis: apud Nκo[aum [3 uon, 1(26), p. l ,)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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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ucζr늠 또 다른 모습의 :v1edea를 보여주늠데‘ 。1M버려는 Ovid를 통하여 영 

치의 중서)와 브너1 상스에 전달된 이미지디 29'1 사당에 빠진 마녀파 요약됨 수 

있는 Ovid적 Mεdea는 Chmιζr뿐 아니아‘ Dame, Pεtrarch， Boccaccio, Christine ùe 

Pi;:써1 능 유럽의 브111싱스를 선도한 작가늘， 그리고 Go뼈， Lydgalζ， Shak이peare 

등의 주목욕 받았다 30) 또힌 o、 id적 Vεdea는 Seneca의 Medea와 경합하여 긍니1 

상스 시대 〈영국에시 통용원 Medea 이미지 헝쟁에 증요힌 C영향욕 u] 치게 원다 

Euripides의 여생주의적 Medea와 달리 Seneca의 Mede낀는 바이생식이고 "I~l간 

적이고 야만적이며 맹목적얀 “격정 (furα)에 사로잡히 자식을 살해하는 마녀 

다 Seneca는 Medea를 사로잡는 격정과 갇휴 종류의 격정유 자기 추장의 극한 

적인 형태이며‘ 열틸과 번죄를 낳고 보믹적 질서를 붕괴시킨다고 풀이한다 시) 

걸놔 Seneca는 Mζdea와 Jason의 판계와 그 관계로 현상뇌는 그리스 사회보디 

는 Mζdεa의 비인간적이고 영웅적얀 지기 주장에 더 주목히고 있디 31) Seneca 

의 영향을 받은 르네상스의 강정비극이 격정의 화신인 M이lea블 보여 준다연， 

같은 시대에 씌어진 까정비콕에 나타냐는 Medea는 자신의 문제들 “여성문제” 

와 부분직으로나마 인결힌다는 성에사 Euripides의 、1εdea와 즙더 닮은 오습을 

보여준다 

1591 년에 공연되고 그 마음 해 4전판(qualto)으로 출판된 최초의 가정비극 

Arden 01 FIμ rsham쓴 :\tledea/Clytemnestra형의 여생 ~I묻음 보여준다 .B) Alice 

29-) Ovid는 ，'l-lermIWf1Jι'ses‘ VlI권을 Mεdεa화 J‘ason‘’。로 시작한다 이 삭품은 숭내에 

가장 널이 얽히jl 번역된 4천 작품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에늠 중， 

고릉 학교의 라되어 교재로 사용되있으머， Arthuf G이ding의 변역을 풍해 일반에도 

널리 얄려져 있었다 띤미맹어역본P 로서는 1986년에 술판된 A. D. Melville의 

()、 ford \Vofld Classics본의 1ψ 144-m을 참조했다 

’0) Ruth Morse‘ The ιfediπα/ !싸，deo (Cambridge. Engl.: B。、 dell & 8re、νer， 1996), pp 

185-236 장조 
31) Seneca의 인물들은 ò-셰익 ‘ie casibll5 비:극이 보δ|주는 푼명의 관두각시나 도덕낙 

에 등장히는 '1 듀괴식 녁되이니 퍼악의 체띤듣고}는 거리가 먼 인불틀로서 자가 주 

상을 논피껴 극한까지 밍고 냐가는 게 득싱이다 。1듬으1 범쇠， 일탈 행위는 다름 

아닌 바로 자가 주정의 낙후)적 표현 ~l 깃이다 

32-) 그런 먹략에서 은 때 Miola의 Seneca의 Medea와 Shakeslεare의 μdy l'vlacbdh 비고1 

는 귀기을일 만아다(Miola， 、:fwke.\pιare and C시Nι:al Tragedy, pp.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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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Lζn이 1551 년에 지신의 정부와 혀인‘ 그라고 살인 청부엽지들파 함께 난펀 

을 살해한 。1 래， 이 사건은 적이]고 80년간 끊인없이 세상 사암늘의 엽에 오브 

내 렸디 34) Holinsh에는 이 사건을 1577년판 Chronic/，εs 이 EngLand, Scotland, and 

/reland에 기록했고， .101m Rainol‘h는 Defence of the Judgmε nt (1609)에시 1589넌 

프망스의 앙리 3 서]의 암살， 1588년 스페 ~l 무식힘대 격퇴와 협께 당대의 가장 

증요한 사긴 q보 꼽았다 ]5) 다시 말해사 이들에게 이 사낀은 종쿄개혁 후 영 

국 사회의 긴장， 특히 가정의 위기들 보여주는 증후끽 ~l 사건이었다 1587년판 

Chrυnicl.ι의 망추가 보여 주듯이 Ilolinshed는 이 사건의 원얀을 Alice Arden의 

“사랑과 욕정 "(Love and Lust)에서 변견했고， Rainolds는 간통녀가 얼마나 위힘 

한 존재인지 잘 보여추늠 3대 사례의 허나로 Clytemnestra, Livia와 더붙이 

Alice Anlen을 손꼽았디 ;ì h) 디시 말해서 Alice의 난편 살해는 탕미의 걸흔 제 

도기 개인적인 사망파 욕망을 인제냐 충즉히는 건 아니파는 사실을 환기히]주 

는 사긴이였다 또 그인 안듭 여얀의 욕망이 어떻게 범죄와 가정 파괴블 가져 

오는지 보여주는 도녁적 예화보시 。1 사긴음 다우려는 경향도 강했다 37) 그런 

예 증의 하나가 바로 이 직품얀비， 연쇄본의 표지가 그같은 도녁적 해석 경향 

을 압측식으호 보여준다 “ TIIE LAMENTABLE AND TRUE TRAGEDIE OF 

33) 여치에서 논의뇌는 가정비극 삭눔의 판본으토서는 Keilh Sturgess, ed .. Th,“ 
E!iz‘lbethan Domestic 7γagedies: Ard히 1 of Fa-‘ ersham, i\ Yorkshire Tragedy‘ A Woman 

Killed \Vith Kindness (HamlOnJsw0l1h‘ Eng l.: Penguin Books, 19(9); 、-1aπin V/hitε， 

배 ， The Tmgedy of Ala.\'{εr Ard(ε” 이 FavershaκA & C Black/W “ Nα10n， 19::Q)‘ rhomas Heywood, A μ oman κi!!ed ~t'“h 
Kirι)ness， ed. Brian Seobie (Londoπ/New York: A & C Blaιk씨l. W. Norton , 1985) 를 

삼조있지마， 인용수슨유 모누 Sturge‘s잉 판본을 따랐다 

341 이in， p. 64 ‘ n. 106 찬조 
35) Raphael [Jolinshed, Thε Chronù:les of Ef씨únd. Sc이land， ω，d ιεlanκJ (1 577), vn1. II, 

pp. 17ü3- t.;; Joh l1 Rait}이ds， A D‘:fènι:C of thc JII때ment of thc Rcformed ("hurchcs 

([)mt: 1609: STC 20607), 영ι， Nl r 
과 K2‘ 

36) Ilolir싸ed， Chronides, Seωnd Edilioll (1587), 씨 111, pp. 1062-66 

37) Orlin의 지직대로 Tho ‘as i\rden꾀 상해에 판한 요고서틀은 욕망을 추구하는 여인 

과 가정 싣서에 대한 위협이닝↑는 운저11 ， 속 공적인 운제보다 시걱인 갇개이1 디 많 

은 관심융 기웅이늠 경양이 있다(Orlin ， pp. 1 H; 15-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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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RDEN OF FEVERSHA',1 IN KENT. Who v‘as most “ ickedlyε murdered, by 

lhe mεaneδ oC his disloyall and wanlon wyfe. who ωr lhε l。、ζ shζ bare to OJ ζ 

Mosbie, hyred lwo dζsperat ruffins Blaιk“ ill anù Shakbag, lo kill him. Wherein is 

showed the h,'Tem mali l.:e and ‘lissimulation 01' a \vicked \VOlllλn ， th t: unsatiable 

dεsire of fi 1thy lust and the Sha111εfull end of all 11lurderers." 

그령지만 이 작품이 심저1호 디 많은 관심븐 보이는 갯은 Alicε A.rden의 욕 

망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욕망의 대상~1 Mosby가 그녀 자신이나 그녀 

의 넘편 끼l0mas Arden보다 산분이 낮유 사람이라는 점과 Mosby의 욕정의 대 

상유 Alice 자신이 아니라 그녀외 견흔하면 얻을 수 았는 재산과 산분 상승。1 

랴는 전이마 게마가 이 가품은 까품 공간의 디1부분을 Alice와 Mosby의 반복 

적인 Anlt:n 잘해 L 력에 할애히연서도 Alü:e의 난펀 샅히] 이유로서는 Mosby를 

마음디)로 사량할 수 있는 지유를 얻기 위해서아는 것 외에 그 。1 띤 냉시적 동 

기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디의 샤량에 대해시도 왜 하펠 M，、이여야 하는지 설 

t생되어 았지 않다 오히려 Arden의 안내심과 Alicε 에 매힌 애정이 강조되는가 

하면‘ Mosby가 A. licε의 정실음 훔쳤다’는 암시까지도 발견된다 결국 이 !，'~든 

임이 Aliζe라논 여자샤 자신도 선명함 수 없는 비이성식 91 욕탕에 빠졌기 때 

문에 생겼다는 해석이다 Alice익 1망이 치음에는 간통으로， 그 다음에는 남 

편 삼해 시도로， 그이고 념번 삼해 그 자체를 흥해 끊임없이 표혀되고 았윷 

뿐이라는 것이디 그러나 Alicε의 엘틸에 뚜렷한 이유가 없디는 점， 그이고 거 

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히고 Alice의 난펀살해 시도는 계속되디는 접이 걸흔 제 

도의 억압적 측연을 드이내는 기능을 수행딴다 그 예로서 Alice기 Arùεn이 숙 

기를 바아연서 하는 말얀 다음 대사를 살펴보자 

[re noon he means to 1ake “η::，e and aυιa、
i 

Swεεt news is this. Oh, that some airy spirit 

\Vould, in the shape and likeness of a horse, 

Gall에 with Arden acrns ::, Lhe ocean 

And thro、 him from his back into 디le wavεs 

s、.veet Mosby is the man that hath my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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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e llSUrpS it, having nought but this, 

ThaL J arn Lied 10 him by maπtage 

Lov강 is god‘ and marriage is but wordι 

And theretore MOSby's title is the best 

Tush~ whether iL be Of 110 he shall be mine‘ 

Jn spite of him, of Hymen. and of ritε5. (1 1. 93-104) 

사당과 걸혼이 일치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민이 이처럼 E 란적일 수 없 

디 Alicε는 본과 정제(政體)의 유사 비유블 통해 Mosby와 Arden의 위치를 바 

꿔 놓고 간통과 갈얀을 정당화힌다 즉 Ardt:n이야말로 Alicecr는 왕국을 잔탈 

한 폭꾼이며， 그와의 경휴은 경휴이 아니라 강제 섬렁이므로- 자선에게는 처항 

한 권리가 였다는 논리다 물론 이 논리는 그녀 자신 역사 겸l휴흔 꾼신 종속， 

소유의 관게돌 파악하논 가부장제식 이념으로부터 자유톱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지만 Alice는 그 관게가 사땅이 아년 강제에 근서암 경 우에는 그 관 

711를 부정함 권랴가 자신에게 였다고 추장함으혹써 견휴 제도에 도진하고‘ 

Milton적 이혼의 지유를 주장할 여지를 마런한다 걸혼이랴는 작은 왕국에서도 

폭군에 대한 신민의 저헝권이 옹호되고 있는 셈이다 

그니냐 이 자품의 Aliιt에서1는 Clytemnestra나 MetLζa에거1 처럼 난편에 디)한 

반역을 부분적 므로마도 정당화해즐 이유가 주이지지 않는다 깨On1<*! Arden은 

폭군은커녕 Alicε의 일달을 참을성 있거1 견디는 ‘작한 남펀이다 그러나 그 역 

사 \1osby처럼 Alice들 도구화하고 았다는 럼의사 전혀 없는 것은 야니다 

Ard히1이 재산을 위해 Alice외 {1혹하고 그디의 엌담을 눈김아주었마는 사심은 

1 Iolinshed에서는 병시적으도 논의된 바 았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그런 사심 

이 간접적으로 사사될 뿐이다 그같은 시사는 Ard잉 l이 London과 Faversham윷 

오기며 분주히 사업을 보포히늠 것이나， 그 사업이 이웃에게 부멍한 피해틀 

끼진다는 점， 그래서 그 피해 이웃늘이 살해 모의에 기낚한디는 사살 혹은 。1

작품 전체를 기득 채우고 있는 상거래의 잉이에서 갖을 수 있디 이렇삿 Alicζ 

의 작은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소시낸적이디1-. Agamζmnon도 정복해야 

할 Troy도 없는 곳이지만 시민의 전쟁인 사업’이 지깨하는 곳인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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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ιsby와 Anlζn의 소시민적 탐욕과 신분상승 요구늠 Alice Arden의 사당파 

걸흥을 도구화한디 그녀의 반역이 바로 이늘의 여성 도구화를 향한 것이었디 

연‘ “ A1ice Ardεn의 벤쇠”도 Mεùea의 벤쇠와 마잔기지로 여성의 지율성 주장에 

았으며‘ 남편 설해 그 자채보다도 그 살해의 의미 즉 결흔 제도에 의둔을 표 

하고 남녀의 차이가 무엇엔지 울으며δ 그령거1 힘 Cι로써 경국 여성이란 무엇 ~l 

지 움는 것 에 였다고 해야 한 것이다 3Sl 그리고 바보 이 점이야말호 Alîce 

A띠en의 “작은 반역”음 사회 지반윷 향한 “커다란 반역"(high treason)으혹 바 

꾸는 진정한 이유인 것이다 39) 

1603년에 1νorεester's Men어1 의해 공연푸1 후 1607년에 출판두1 꺼 omas 

Hε)"wood의 A f1'oman KiUαI fιüh KÎndnι“의 주인공 Anne Frankford늠 일틸적 

여성의 복합적 성격을 보여준다 Anne이 디1연히세 된 문제는 사실 A1ice Arùζn 

의 문저1와 크게 디|브지 않디 그이나 이에 대한 Anne의 반응유 휠씬 더 복잡 

하다 A1iιt의 경우와는 달러 결흔과 성 역할에 대한 당대의 지깨적 이념이 대 

변화되었시 때문이다 문제가 밖에만 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는 밖’ 

에도 았으며， 밖의 압랙에 저땅하기보다는 j밖’파 동조하여 스스로들 처벌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비에시 Anne은 A1ζestls까 되고자 하는 \tledea, 또는 Medea적 

가능성윷 가지고 았는 Alcestis라 암 수 였다 또 닫이 딴하자면 rvledea외 

A1cestis의 양극단윷 이어주는 또 다른 Euripides의 여생 ~I 묻 Phaedra를 닮았다 

고 쌀 수 있다 40) 

38) Belsey‘ p. 148 침조 
39) A11ιe의 범쇠가 사회질서이1 대깐 년전의 성격을 갓는다는 점유 끼lorna<. Kvd가 Thε 

!3panish Tragc껴l어|λ1 이 지푼을 모1잉혀다는 사섣에시도 간접적으로 증맹된다 /\[ice 

Arden의 탬최는 성과 지율성에 디]한 싸용인 응시에 정디]식 권약의 지 '11 에 대한 도 

전이라는 정애서 ßel-Trnperia가 Spain 웅갱에서 만틀어내는 비근석 행위와 쿠겨 다 

르지 않다 Alice Arden은 부드주아적 8어 lmperia인 셈이다 
40") Phaεdra의 운저1 는 그녀가 이제끼지 ctl 년화한 기치얀 정절‘ 영여1 기 그녀 지신의 욕 

앙이) 의해 도전 밍늠 갓으동부 '1 시각되다 여성 띄 g론자듣이 여성의 특정이라고 

묘사힌 바이성죄인 존재 욕망의 존재가 바로 자신에 의해 치 핵되논 갖음 j녀 ( 

스로 막아야 히기 때운이다 Phaε'dra는 칩북을 통해， 즉 스스로의 여성적 비덕을 

통해 여성적 악덕인 비이싱척 유망」냐 싸운다 그러나 그깃으도도 부족아까 二i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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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과 John Frankford의 결혼 잔지로 시지해서 인종 직전의 Annζ 。I Frankford 

와 새걸합히는 것으로 끝나는 이 작품은 걸혼에서 여성이 치지히는 위치기 무 

잇인지 규정히는 미 바쳐진디 첫 장염이 걸흥의 이상화된 이미치를 제공한다 

언 Anne의 타락은 그 이미지가 부시지는 것을 보여주고‘ Anne의 죽읍과 잠회 

는 그같은 이상욕 복원하고 긍정하는 효과릎 갓는다 그러내 첫 장면이 보여 

주는 결휴의 이성화된 이미지는 청저히 남생 증삼식이다 Anne은 홀륭힌 신부 

노 칭송되논비‘ 그 。1유는 그녀샤 지세 높고， 교육 작 받았으며， 착을성 많고 

유순하며， 남편을 장 공정하기 때문이다 Anne유 ‘장 만E 양복지램"( 1.1.59) 

F때nkford외 장 어울라고6 그의 목을 “금휴결이치럽 ’(1.1.64) 아름핍게 장식한다 

즉 그녀는 Frankford틀 더 벚나게 해줄 값비싼 장신구인 것이마 Annε 약사 닌 

편의 뜻이 곧 지신의 욕망이내고 말히연서 난성 중심적 이년에 의헤 규정되 

여성의 테두리블 기꺼이 받아늘얀다 “남편의 만족유 내 얼펀을 내 뉴에도 / 

더 아듬담거1 비치도콕 안드는 거응이며 그의 폭풍 이는 이마에 생신 가장 

작은 주듬살도 / 내 뺨에 자라는 장비들 쳐 시들게 힌다’는 것이다(1.1.33-36) 

바뭐 말하면 그녀 스스로‘가 남펀의 얼굴음 말없이 반영하는 거을보 자처하는 

셈이다 。1 직품의 정시식 중삼을 이우는 이 ul지인 듀트(lute)가 Anne 것이랴 

는 정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의미심장하마 견휴 작치 장면이 그랴는 행척한 

견휴의 모형에 따르면， 회음을 만F는 역함은 거의 진적으로 아내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화음이 파괴될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아내에케 홀아기 

게 된디 이 책임유 Anne 지신이 누구보디도 먼저 인정히는 바이디 그녀의 

잘못으로 인해 그디 자신이냐 튜트기 “둠 디 장단]고 박지도 맞지 않거]"(5.3.20) 

스스로들 영원싼 침북의 새게로 추망해 버린다 그런 맥락에서 Phaedra가 지갈하년 

서 넘긴 유서가 Ilirψ)Iytus름 자신을 죽음으둥 몽아간 원흉으둥 지목아늠 것은 망 

인핵 임이다 Phaζ'dra의 욕망의 대상인 Hippolytus야 란로 τ디의 여성성음 위태을 

게 하? 여성적 영예듣 강간히려한 존새다 한 수 았기 때운이다 이렇게 S 때 
L::uripides가 이 직품을 아듬기 전에 'E 다븐 Hipρolvtw를 씻고， 그 것 벤쩌 시E에 

서 등장하는 Phaedra논 Medea에 휠씬 디 비슷힌 인울이었다논 사심은 이 세 2의 

Phaεdra이1 디1해서노 많은 얘기들 히1ε다 Medea치엽 자신의 욕망을 기침없이 추구 

하는 게 1의 Phaedra이]꺼 lWt의 킥이란 결코 꺼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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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 이상， 류트를 우수는 소리야말로 자신이 지상에서 만들이낼 수 있는 마지 

막 “음악”일 수팎에 없디는 것이디{5.3.74-75) 

첫 장년이 보여주는 Anne은 이처럼 탕대기 규정한 여성적 미덕을 고스란히 

대연화한 인물로 드러난다 따라시 그녀의 j설영하기 힘든1 타락은 그L↑가 내 

변화한 여생의 역한， 즉 남쟁의 수동적 거 윤로시의 여쟁이랴는 이념식 오헝의 

맥략에시 본 띠1만 섬병 Jf등해친다 이 !，l_헝은 2마 1 장의 첫 매사인 Frankford 

의 대사에 의해 워형식얀 가부장제적 가정 ~l 에덴 동산에서의 아딩과 이브의 

j가정’과 연견믿다 그러나 ‘가정유 지상의 낙원 이라는 이 이넙유 에낸 통산의 

역사가 반척되기를 요구한다 이 낙원 역시 른입자의 유혹과 아내의 타락에 

의히]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디 그런 걸말을 비유 지체기 유도히는 게 아니 

아， Anne이 내연화한 기부장저1의 논리기 그민 걸말을 요구히는 것이디 기부 

장저1기 여성에거1 부파한 역할。1 복총얀 민큼‘ 그 。1년을 내변화한 Anne으로서 

는 Wondoll의 유혹을 울리칠 수 없는 세 당연하다 더구나 Vv'enùol1은 이 낙원 

에 Frankford의 초정에 의해 들어와 Franktàrd의 또 다른 자아가 되었으며 

Frankford의 가장 0_호사의 권위들 내누어 받았기 띠]문이마 41) 즉 W잉ldoll의 뜻 

은 곧 Frankford의 뜻이고 Frankford의 뜻은 앞시 언급한대혹 Anne의 욕구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W잉ldoll에게 자신의 모든 것윷 나누자고 칭한 

Fmnkford야말로 Anne 의 진정한 시힌자입뿐 아니라 Wel띠011윷 ‘악한으로 만든 

41) A/cestis에서야 마친가지로 이 작풍에시도 겸혹이라늠 주제늠 j손넘 r꺼접의 도 

티 (xenia)이는 또 다듀 주제와 얽혀 있다 슨닙 미접의 노리가 남생산의 우 정과 연 

결되어 뇌싱」↑ 여싱위 관계보다 무위에 서게 되다늠 Rc“nownι의 지적은 

Frankford약 Wendoll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네도 시사식이다 Jn generaL Euripides' 

야ç 01' Hεraklεs to re::， cuζ Alc얹 is emphasiιεs the ε1ζme1l1 01' exchange in 씨ε myth 

hèιau:;e it öta에 ishes a ιnκial male-male dynamω at each end of the st이V 

(^polloiλdmetos = Herakles/Admetos). As male bonds w이'e preferred to mourning f(π 

lliζ femak dεad in Lhe lin.1 “이 le between Adme10s and Heraklεsι ::'0 male ob1igatior ‘ 
to men supersede fidelity itself in the end. ln both moments where Admetos may be 

said to betr‘11' Alc생is. he doξs so in the interests of male friendship. Significantly, 
나lζll. each Or Admetos’ !'ailurεs to ι)nor hi“ 싸1 10 Alcölis are the olher face of' his 

vinue of hospitality" (Rabino、N1tζ p. 1(1)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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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본인이랴 얄 수 있다 

가부장제의 논리는 여성에게 낙원을 민늘 뿐 아니바 그것을 피괴히는 역할 

을 요구히지만‘ 그와 동시에 그 부서진 낙원을 다시 수협1는 역할까지도 맡 

。}↑승 것을 요 규힌디r. Anne의 딘석 자살은 자기 자신에 대힌 처벌얀 동시에 가 

부장제의 그같은 요구릎 충족한 수 았는 유입한 방법이기도 하다 일담이 또 

다른 일담보 이어지는 갯욕 막고 천헝직 경휴 R헝은 더 확고히 수압함 수 었 

논 유일한 방볍이란 임딩한 자신을 자기 손으노 지범하는 것， 즉 자알이 I1 때 

문이다 자신을 낙원에서 추방함으혹써 낙원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셈이 

다 따라서 Anne의 엄종 순간이 Frankford외익 회해와 재견합의 순간이 되는 

것유 텅연한 일이디 。1 자동의 부플롯에서 Sir Charles Mountford기 Sir Francìs 

A이on에거1 누이 Susan을 ‘희생 으로 바진으로써 행복한 걸딸을 펙보허i 이， 주 

들롯에서도 Anne의 지기 띄샌은 기징이 4는 에덴 동산을 회복히는 대 절대적 

얀 선행 조긴인 것이다 

결국 이 직풀이 Anne의 일탈을 동해 여생의 자융성이나， 결흔과 가정에시의 

위치‘ 남성과의 관계 등의 문제들 제시힌마먼‘ Arden of Faversham보다 휠씬 

더 간접식 ~l 방볍음 사용한다고 말함 수 았다 또한 이 직품은 납생식 ~l 시각 

윷 입l관적으로 고수한다 그러나 바혹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제적 견휴의 문제 

를 여생의 희생으로 해견하려는 남성틀의 “ kindness 나 Anne의 Alcestis적인 펙 

층이 E히려 야략과 반역으로 이어진디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부장제의 근저 

에 숨이았는 미요히고 

적 반역과 연속선상에 

음험한 문제블 건드리고 있디 Alcestis적 복종이 Medζa 

있디는 사실을 지적히고 있기 때문이디 

Arden q( Faversham과 4 μ óman Kiilιd fVith Kindness 둘 다 남성의 입장에서 

쓴 가정비극이다 421 이들 작품은 마지 여생에 의해시만 가정의 질시와 팽화가 

파괴되고 취소될 수 있다는 전제들 깔고 았는 듯 하다 Thomas Arden이나 

John Frankford가 91 내 라는 

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미녁으둡 지장되어 납생 Alcestis/Griselda혹 면힌다 

그러나 이틀과 같쓴 역(편)Griselda 이야기는 1608년에 

42) Laura Gowring, Ðomesfiι Dongers 
(Oxtì이d: Clarendon, 1(66), p. 233 

rVO Il1ιn. ~Vords (Jl1d Seζx in Earl、 Modern Londo 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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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의 

나온 TIκ? York.써rε ηag'썩l에서 다시 Griselda 이야기로 바뀐다 씨 MeJea적 파 

책입이 남성에거1 돌아기고 Grisekla의 역할은 여성에거1 맡겨지는 것이 

다 44) 그이나 Gliselda 이야기기 기정의 궁늑적 수호어1 디1 한 이야기아언， 01 작 

품에시는 아내의 같없는 안내와 복종도 가정의 비극적 파괴를 막지는 못한다 

Griselda의 이야시가 그디의 도녁삭 승리들 통해 Walter의 권위가 생망힌지 묻 

는다면 이 직품은 Husballd가 권위을 남용하고 였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 지을 

납겨두지 않는다 사섣 이 작둠의 워진 0:; 1 Two Ví1l1Ulurul A1urders(l 605)는 착~I 

한 넙편에게 후견얀 제도라든가 재산권 문제‘ 마음에 없는 걷혼 퉁 몇 가지 

변명거이를 마련해준다 45) 이 작품보마 한 해 먼저 나온 George 씨 ilkins의 ηr 

Aliseries 0/ E끼(omεd Alo1'1 ‘“gι 역시 。1 잔인한 난편의 이야기를 강제 걸혼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만늘고 있디 4ój 그니냐 。1 작품에서는 Husband기 왜 

Ralph와 Oliver의 여주인 아기씨를 비반히고 Wilè와 걸혼했으며， 왜 갑지기 닌 

봉을 피우고 재산을 닝비하며 Wife를 학대하고 급기야는 자삭 살해를 저지브 

게 되는지 

적‘ 경제직 

뚜렷하지 않다 분명힌 것은 Husband가 실혼 생활이 가져오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들 광시에 가깝게 

정시 

보여준다는 

사섣임 뿐이다 건국 이 착~l한 납깅1의 이야기논 이 시대의 건혹제도 자처]까 

여성 뿐 아니라 넙생에게도 압력음 가해 잊틱 행위로 옴고 김 수 였음음 보여 

준다 즉 이 제도가 념생의 지매외 여성의 적종음 요구하는 한 넙생의 권력 

혐의 불균형은 기정의 붕괴틀 난용 기능성유 상존히며1 닝성파 여성 사이의 

기져올 수도 있디는 것이디 그만 맥락에서 Hlι，banc 기 난편으로서의 권위를 

폭력으로 이해히고， 젠트리 쳐1층으로서의 지부션을 물질적인 것으로 둘이허며， 

43) 흥미휴케 E 이 작품은 Seneca의 Hercules Furα1.1'의 영양 'E한 보여준다 영웅비브이 

시민비극으로 축소원 깃이다 

44) 가정비극의 인물 설정이 AIιe“ IS와 Me이ea의 양극단을 오가는 것 자체가 근rB f，기 

영 1 의 걷후아 가정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45) Sturgesι pp. 303-16, App디띠ix C, "Fro l11 Two UnnafumJ Murderι 1605" 같은 책‘ 

pp. 317-18, “ Examinatioll or C이verley hy Sir J이ln Savile, \.1agistratζ Dated 24 April 

1605 

461 Gεorge Wilkins, The Jfiseries of E이oκιr1 kf"“rnag'ι ed. G1enn IT. B1ayney , \-1alonζ 

Soιiety Reprints (Oxford: Oxford ll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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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즌재 이유를 기문 껴]승에서 찾늠c1는 사실은 의미신장한 일이디 그렇 

게 입을 겸우， 01 1600년대의 Grisεlda 이야기는 여성의 무조건적인 안내와 복 

층이 더 。1 상 기정을 구할 수 없는 상횡， 즉 이 시대의 가부장제적 걸흥제도 

의 타산선고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Ali t.:e Ardt:n의 Modoa적 빔쇠로 시작 헨 

가정비곡이 Husband의 Medea직 범죄와 힘께 또 다른 출밥점에 도달힌 섹이다 

6 

그리스 비곡， 특히 Euril끼des의 비극파 르네상스 시대의 영희곡， 특히 16세기 

말에시 17세시초에 씌어친 가정비곡의 꽉셰는 사양고천이 끈대 초기의 영국에 

시 왜 그i'-1 고 어떻게 수용되었논지 보여주논 천형적 ~1 사례다 한 마다혹 딴 

해 Euripides의 르네상스 영국 수용사는 모둔 문회의 수용이란 수용자의 필요 

。11 의해 견정된다는 사선을 마시 한번 확인해준마 

르네상스 영국의 Euripides 수용사를 통해 획인할 수 았는 또 디른 사실쓴 

문화의 수용은 종종 지낙히 간집적인 경로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전이디 브네 

상스 영치의 그리스 비극 수용은 원전과의 직집적인 집촉을 통해서 보디는 로 

바와 승세‘ 를너)상스 유립을 거치언서 형성된 고전 연극 전통과의 집촉을 통 

해 주호 이누어셨다 특히 Furipides의 비곡은 Sεneca들 경유하여 변형펀 형태 

로 수업되거나"-니]상스 유럽의 라틴어역‘ 이댈러어역， 프당스어역음 동힌 간 

접적 ~1 경로들 통해 르네상스 영국에 수입되었다 따랴시 Euripides가 르니]상 

스 영희곡의 친개。11 미친 영향 역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것이었마 

Seneca를 갱유하여 르네상스 영국에 도탈한 Euripides는 명웅적 궁정비극윷 

만드는 데 기여했:il 르너l 상스 유염의 라딘어역파 이탤이어역， 프랑스어역을 

통히] 영국에 늘이온 Euripides는 시넨적 기정비극에 논의구조와 이휘를 제공히 

였디 그렇기 때문에 EuripiJes의 영향이 영웅적 낭정비낙파 시넨적 기정비낙 

의 두 허위 장르]sub-genre)로 갈파져서 발현되었디고 주장히는 것도 가능하다 

달러 말하연 이 두 하위 장균의 접합점이야말로‘ 균'11 싱스 영국이 밥건하고 이 

용하려 힌 et보 그 ‘Euripidεs꾀 오습이랴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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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전은 'Euripides 적’ 주제와 관심사， 즉 성‘ 성 익할， 기정과 국기의 대결/연걸 

관계에 디1 한 전통적 이념 모델을 분석히고 그 문제접을 드이내 보여주는 

Eur삐ùes적 작업에서 발견된디 

그렇다연 기존의 Fιripìd이 영뇌 수용사에서와 같이 Sem:t.:a를 경윤하는 수용 

통보에만 초정욕 맛추고 F.urîpîdes가 글니1성스 영희곡의 천개에 미치 〈영향욕 

〈영응적 긍성비콕에시만 젖 q뎌 하는 것은 잊면식입 수밖에 없다 Euripîdes가 

르네상스 영희곡에 미친 우회식이지만 객정식 ~l 영향은 오히려 영웅적 궁정비 

극과 함께 르네상스 영국의 대중극장이] 올려졌던 시민적 가정비극에서 더 장 

찾아볼 수 았기 때문이다 이외 같유 백락에서 근대 초기 영국의 견혼과 가정 

。1 EuripidζS의 Alcesti:、냐 λ，{edeu에서 분석되고 심문되는 그랴스의 결혼파 기정 

의 모형과 거의 동일한 모형을 향히고 았었디는 전 또한 긴과할 수 없는 사실 

중 히나디 아례너1에서 민주정치기 발달히고 낚기 개년이 획고히1지연서 난녀 

의 활동 영역이 국가와 가정 0_로 갈라졌늦이‘ 르'11성스 유럽에시도 절대왕권 

과 ?대국가의 발달파 힘께 남디의 영역이 공과 사로 기구볕되고 여성은 섬섬 

사적얀 공간 0_로 규정된 가정에 갇히기 시직했던 것이다 결국 이 시대의 시 

민적 가정비극에 퉁장하는 ‘Alcestis‘와 ‘ Medea'는 당대 영국의 션혹과 샤정이 

경힘하던 긴장과 김퉁을 증언하면서‘ Euripides의 Alcestis와 'v!edea가 아테네 사 

회를 향해 묻었던 진문윷 친확기。11 선 영국 사회를 향해 다시 묻었던 것이다 



166 인문논총 제 46집 

(ABSTRACn 

‘Euripides’ in English Renaissance Drama 

Jongsook Lee 

This study examines the reception and appropriation of Euripides in the English 

Renaissance, concentrating upon the domestic tragedies produced and published in 

the period between 1590 and 1610-namely, Arden 01 Fav<εrsham， A Woman 

Killed with Kindness, and The Yorkshirε Tragedy. It challenges received critical 

orthodoxy about the afterlife of Euripides in Renaissance England and suggests 

that Euripidean influence on English Renaissance drama was not always mediated 

by Seneca, but was received in a more direct manner through Latin, Italian and 

French translations of Euripides published in the first half of the sixteenth century; 

that it is to be found not ε'xclusively in Senecan court tragedies but also in 

domestic tragedies. This study suggests that Euripides provided the vocabulary and 

structure of argument for domestic tragedy as much as for Senecan court tragedy; 

that both sub-genres explore such characteristically Euripidean questions as those 

about traditional ideas of sex and gender, sex rol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nd state. 

Having emerged at the end of the sixteenth century, domestic tragedy articulates 

the paradigmatic change in the ideas and ideals of sex, marriage, family and state 

in post-Reforrnation England. With the emergence of the early modem state, the 

distinc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became reconceptualized, and sex roles 

reforrnulated. The household came to be identified as private, and to be relegated 

to a position lesser than that of the state, which was identified as public.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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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 LO be enclosed ‘-vithin thζ hωsεhold， eJc이uded from the public ~미lere. T ζ 

concζ띠찌J Iram이Nork of ~ex rolζ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àmily and stale 

refonnulated in post-R，바ommtion Englanù bζars a startling similarity to thaL 

produced in the Al.henian socie샤 바ripides qu'써ions in play、 ~Ul:h as .4lcest“ and 

λIedea. This similarity best explains 、‘.rhy Renaissance Fngland found Euripides so 

useful fi이 discussions of its 0\\-11 problems and preoccupations. It explains ，ι'hy 

figures like Alcestis and 、ledea and Euripîdean themes and concerns v.,:ere 

mobilized and appropriated in the domestic tragedies of thε period between 1590 

and 16 lO as idioms and structures of argument in discussing the contlicts and 

tenSJons JJ1 떠mily and marriage in εarly modεrn Eng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