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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한 목적으로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변론 

- 스페인 중세 텍스트를 중심으로1) -

71 7킥 닙4 
l그 c> c그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머리말 

글을 읽는다는 행위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 즐거움에는 지식의 습득이라 

는 진지한 미덕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쾌락도 포함되며 작품에 대한 작가와 

독자의 기대지평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포괄적 의미로서의 즐거움이 

다. 즐거움의 추구는 연간의 본능이며 구비전승의 시대에서나 문자의 시대에 

서나 문학의 존재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문제는 진지한 미덕과 감각적 쾌 

락이 서로 대립적으로 작용하여 어F 한쪽의 존재 가치가 위협을 받을 때 생 

겨난다. 쾌락을 문학의 유일한 목적으로 인정했던 시대는 없다. 특히 중세와 

반동종교개혁의 시대는 세속적 쾌락을 죄악시했으며 쾌락만을 추구하는 문학 

을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문학 

이 도닥적 교훈만을 목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중세에서 16-7세기의 시학은 

쾌락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당의정"(擔衣鏡)이나 “건전한 즐거움" (recreacÎón 

honesta)을 문학의 목적으로 제시한다.2) 즉 교훈과 쾌락을 대립적인 것이 아 

1 ) 이 논문은 200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0-

AAOI15) 

2) 시학서 가운데 예외적으로 루도비꼬 까스벨에뜨로(Ludovico Castelvetro)의 Poetica 

d’'Aristotele (Vienna: Stainhofer, 1570)는 오작 즐거움만이 문학의 목적이라고 밝힌다 
la poεsia sia stata trouata solamente pεr dilett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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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마 조화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쾌락민의 추구를 비닌했을 뿐 쾌락 

그 지체를 금기로 여기지는 않았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비록 시학。1 

교훈과 쾌락의 조화를 표방히지만 “당의정”의 진정한 목적은 약효이지 단맛 

냐는 표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연 ‘긴전한 즐거울”에 담겨았는 암 

묵객빈 의띠는 문희이 Jí1_훈음 목적〈즈로 하며 쾌락은 Jí1_훈욕 익기 위힌 수딘 

입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시 패략에 대힌 옥식생파 필요생은 -0.분되어야 하 

며 중세에서 17세 11까지의 시학에서 쾌락은 목적성이 아니라 필요생의 영역 

。11 한정믿마 이는 특정한 상황 아래에서 인간휴 쾌락을 필요로 하며 。1 때의 

쾌락유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탈하고자 하는 컨진한 행척 혹유 종교적 구원을 

얻는데 보움이 뭔다는 논리와 연걸뭔다 J) 

중서)의 시학。1 쾌락을 필요생아파는 제한되 공낀에 기뒤놓았다년 구처1 적인 

창작 행위를 담당히는 작기늘은 쾌락이아는 괴물 앞에서 이띤 반응을 보였을 

까 그늘이 정말로 도덕적 원터에 완전히 굴복랬을까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 

의 욕망이 사회 윤리에 의해 소덜되어매딛 만큼 그렁거] 얀약힌 것일까 이와 

같은 짙문과 힘써1 본 인구는 스페인의 증세문희 가운데 특히 Jí1_훈음 표방하 

논 직품들음 중심으호 쾌락이 어떻게 추구되고 합리회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분석의 대상이 될 작품틀은 돈 후얀 마누엑(Oon Juan Manuel)의 :루까노 

(ßasel: PieLro dε Se이aboni、 1576, 2판이자 수정판， p. 29) 

la poesia fu trouata per diletto della moltirudine ignorante, & del popolo ωmmune. & 

n011 per dilεtto degli sci t:ntiati. (같은 책 p. 675) 

특히 그의 시학온 스페인 국민극 시대듬 연 호빼 데 에가(Lope de Vega, 1562 

1635)가 , "우F닌랴l 시대의 λ새H로운 흐희1 0낙주 거벙 A r.η/ιe n씨“cαvo deε /“‘αlÇ，χt감r ‘0'0α'01/씨…11ιj“‘cι’，d，싸f 

lleκem.끼IpO ，n 여에]서 밝힌 임=주 이론과 유시한 심이 있다 F비상스 시학에 대해서는 1961 

년에 출간된 ßemard Weinberg의 ,-4 His/orv o( litε rarv cri!i“ .\'111 in th.ε fIιdiaf1 

Renai‘sαncc (Chicago: Univ. of Chicago Presι lY74 재 판‘ 2 \'015.)와 Castelvetro's 

theory of poetics" , in Crit;c r; ol1d Criricism A.ncient and Modem. ed. R.S. Cnme 

(Chiιago and Londnn: Univ. n]' Chiζagn Press, 1952), pp. 349-371 을 참고하시 요 

31 이에 내힌 연구서튿 가운r11 Glending Ohwn의 Literature as Reα eariol1 in rhc Latef 

Middle Agn' (lt}l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εSS ， 1982 특히 1-]상)은 패략의 정 

당싱에 대한 염딛 의학걱 철학적 전 ;I(典據)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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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백자 El ('onde μιanor J , 빼드로 알폰소{Pedro Alfonso 혹은 Petrus AlphonsLι) 

의 『사제늘을 위한 Æ.훈 Disciplina C/，εrical“‘ ’ 후안 루이스(Juan Ruiι)의 『선 

한 사당의 아야기 Libro d，ε Buεn AmorJ 이디 논 후안 uf누엘의 가품은 쾌략 

을 옹호하고 았어가 아니라 쾌락에 대힌 증=서[ 문혁의 전형적인 시각을 보여 

주시 때문에 포힘시켰으며， 빼드로 암폰소의 직품은 Jíl_훈담 문희(εxemplum)의 

시초라는 겁에시 그리고 후안 누이스의 직품은 가장 다양힌 논거릎 제시하고 

았 /1 에 연구 대상으노 삼았다 스페인 문학이 다른 유핍 국가의 문학에 비해 

쾌락의 정텅성에 대하여 상대적으혹 더 풍성하고 톡득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 

는 것유 아니다 시학적 관점에서 보면 중세에서 17세기까지의 유럽유 아버 

스토텔레스와 호파티우스에 기츠하여 이틸라아 르비상스의 주석기를이 해석 

히1 놓은 단일한 시학체계를 공유히고 있었다 적이도 스페인과 이탈리아 사 

。1에는 문학의 목적에 대한 이듀적 치。1기 없디 그이나 문학의 생산과 소비 

에 았어시 쾌람에 대한 안티테제로시의 도덕성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 

했으며， 종쿄재판소가 시삭 검열제도들 매개로4) 문희응 실질적 q보 통제했던 

곳이 바로 스페인이다 따라시 스페인 증세문획이 쾌닥을 합리화하/1 위해 

사용한 시제들 삽펴보는 것은 문혁의 목적에 관한 논의들 함 때 ‘쾌략을 위한 

최소한의 벽호라는 정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세 문학의 풍생함을 

반견암 수 였흘 것이다 한펴 스페인 문학에 있어서 중세외 이른바 ‘황읍서1 

기 (Siglo dε Oro,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구문은 여전히 애매한 문제지만 

여기서는 인쇄술의 도엽 (1470년디1 후반)을 경계로 삼는디 도덕성파 쾌락 사 

。1 에서 문학의 목적이 논의펠 때 그 논의는 필연적으로 작품이 독지에게 미 

치는 반향을 염두에 두고 이루이진다 그린데 한 작품이 필사뇌는 것과 대강 

ζ[보 얀쇄되어 유포되는 것 사이에는 가히 혁명식이라 할만힌 변화사 수반되 

며 그 결과 문혁의 목삭에 매힌 논의는 시혁식 당론에사 현실 속의 규벙삭 

담론으혹 이동힌다‘5"1 즉 ~l쇄숭이 도입되연시 시핵 식 콩리가 새돕운 문회 환 

4) Ac페인 종교자파소의 시적 겁영제도에 대하이는 김경맴 ;/ 레인 황낱서|기의 문학 

검얼」 이버로야에리기연구， 8겁， 1997, pp. 235-268윤 침기히시오 
5) 스페인의 경우 인쇄술의 도입파 종교재판t의 실뛰이 시기;적으호 일지하는 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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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맞추이 더 강력하:i!_ 설칠적인 통제 논리로 변모한마 우리가 필사본의 

시디1안을 디루는 이유는 쾌락의 문제를 거1도와 규빈의 담는이 아니마 시학적 

냉제에 대한 작기의식의 치원에서 살펴보고지 히기 때둔이디 또한 즐거움을 

f하는 독자의 기후에 맛추기 위해 도덕적 통세를 피해가려는 직가의 노력， 

즉 쾌닥욕 합리화하기 위힌 논리들은 언쇄숭 시대에시나 필사뷰의 시대에서 

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심도 증세만으 다누는 한 이유가 된다 시숨의 방저 0_ 

s!_ 문학의 화경이 바뀌었지만， 적어도 문학의 목적에 관한 논의에 았어서 중 

서1와 황금세기는 단전이 아니라 지속이마 

『루까노르 백작』 

중서]이래 팽금시]기까지의 유렘에서 문학의 목적에 미한 지배적인 L영저)는 

널리 알려진 미로 호다티우스의 『시학 Ars poεtica_ 에 나오는 구절이다 

시 ~l 은 사란을음 이릅기1 ， 혹은 증겁재 하서나 

"f_는 이토무번서 봉시이) 쓸끼게 한다 

aut prαlessζ uolunt aut deleιtare poetae 

aut simul et iueunda et idonea diιere uitae.(vv. 333-334ψ 

결코 우연이 아니다 

6) Hor.θce on Poefrv. The 'A rs Poetica ‘ ed. C. O. Brink (London, NωYork: Cambridge 

Univ. Prö、 19ì1), p. 67 그더나 아이스도델헤스에 았어서 “사”의 옥석e 교훈보다 

는 즐거응에 가낌다 l랴 il 즘거응은 _';'밍의 대성과 양태에 따라 단라지는 김정 

공i와 입민 혹은 %응-의 전이 (movere)를 통해 얻이진다 이와 f「시한 표띤은 호 

타'1우스의 시학에도 였다 

시는 아름낭다는 갯얀P노는 웅문치 많다 날콤하여 륜릴 수 았어야 렌다 

그에야1사 읽늠 이의 정시등 외히」 매투 욱직영 아 았다 

'1on s:Jtis l:st pulchra cssc poιmatι d띠(;Ja Sω"ι 

ζ↑ 예"‘:UJllque VOlent anmlllJl ~\띠 lton~ 앤untO. (VV. 99-100) 

그려니 숭세와 양금서기의 시학서듣은 전이의 개념을 정서적 으1 마기 아닌 고1화적 

의미도 믿。}듬인다 ((jlending Ol:'\on, op. cit, cap. 3) 



문학의 딴 복척으토서 꾀학을 F구하기 위한 맨온 5 

여기서 제시되 문학의 목적유 환인 &1 변 교훈， 즐서웅? 양지의 결합? 이떻게 

시1 기지이다‘ 그리고 뒤에 기서 호과티우스는 두 기지 기운미 히나어1만 치우 

치연 독지에 따라 거부감을 줄 수 있으무로 이상적인 시린 세 번쩌 즉 양지 

의 결합이라고 밝힌다 

이로응과 즐거응듬 갇 섞는 시인이 끄는 사런들의 호의를 얻음 수 있으며 

녹자등을 쓸꺼게 하번서 풍시이1Æ훈을 순다 

omne tulit punιtUl11 qui miscuit utile dukμ 

[ectorem delectando p써riterque Illonendo.(vv. 343-344) 

그이나 중세는 호아터우스의 공리를 변질시킨디 즉 그기 선호히지는 않았 

지낀 히나의 기능성으로 제시했년 ‘교훈 혹은(aul) 즐거움”유 비제되고 j도미훈 

그러고(el) 즐커움"(proùesse 비 ‘lζlectarζ)만이 문희의 윤일한 목적으로 자리잡 

는다 그랭다고 괴훈파 즐거움이 동등한 가지들 갓는 것도 아니다 고1훈이 목 

적이라연 즐거움은 이들 전달하시 위힌 하나의 수던일 뿐이다 그러하여 쓴 

교훈음 닫콤한 언어외 이야/1후 포장하여 천달한다논 이른바 ‘ 당익성 ‘의 개 

념이 중세문학의 가창 입반적인 톡적으로 부각되며 그것이 가장 참 표헝된 

장르가 우회(f:“bula)외 교훈담 이다‘ 특히 1335년에 쓰~1 ~투까노르 백작ζ 으1 서 

문은 。1 벙익정의 개념을 병확히 보여준디 

많유 사닦등。11 게 있어서 섣서1 한 내용은 머더이 듬어가지 옷하고， 이해듬 강하치 때 

문에 그미한 책윤 읽는 즐거웅윤 느끼지도 못히며 그 속에 ι〔여진 것틀을 에우지도 

뭇후1 다 즐거응음 드끼지 봇하기 때문에 깨우지지도 못하피 마명히 배워야띄 도리 

듬 알지노 옷한다 그래서 왕자 닫 마누엘의 아듣 내 후안온 [ ... ] 대가 할 수 았는 

한 아릉다운 언이로 。1 책을 지었。며 그 안에 여 cl 예화등 넣어 읽는 시람P 로 히 

이낱 교훈음 얻도록 짖다 。 1 넣 '11 히 깃은 의사듣이 하는 바를 따라시인데 l들은 

간을 치 R할 약을 만듬 띠 간이 답류한 것을 줍아하늠 성질을 지녔으므호 간을 치 

료한 약에다 성탕이니 꿀 흑은 단맛 니는 다류 것윤 섞는다 그리히여 간이 달콤한 

깃어] 이달라 L깃흘 민아듣인 띠 동시에 지료힐 약도 흠수하재 띤다 [ ... ] 산께시 

g 헤듬 버울어수산다F 이 책도 그와 "1슷하거 됨 것이다 이 직을 읽게될 사팎이 

지신의 의 "1로 그 안에 담켜있는 1끼훈을 즐겁게 받야든인다면 시꺼운 일이다 그리 

Jl _-L 교훈들듬 감 이해하지 못하는 사런들일 지라도 해음 읽으믿 아른답뇌 부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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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탄듣로 인해 L약 김이 후합원 교훈적 '?l 깃들을 거부하지는 못할 깃이다 이 L섣 

깨 그틀유 "1 록 웬지 않늠다 하더라보 교훈을 얻게될 것이다 

Et porque i:I l11uchos omnes las COS i:lS sotiles non les ci:lben εn los entεndimientos. 

porqlle non las entienden bien, non toman plazer en leer aquellos libros‘ nin aprender 10 

qUè 야 escripto en ellos. EL porque 1101\ tmnan plaι:er en ello 세)11 10 pueden aprender 

nin saber a.sí C이111110 i:I ε [Jos clnnplí i:l. Por e11dι yo. dOI1 J ohan‘ fijo 싸1 int[jntε don 

Manue[, [ ... ] fiz este libro C이llpllesto de las müs aplκstas palabras que )"0 pude, et 

e1\Lremetí algllnos exiemr시os 이eqlleser끼)drían aπovedmr los qlle los oyeren. El e“。

fiz segund la manera que fazεn los fisicos, que ql써lJO quieren fazζr alguna l11elizina 

que aproveche a[ figado, por ra깅)n que na띠ralmente e[ figado se paga de [as cosas 

dulçes, mezclan ι… aqll리 la m리eιma que qUl타.en m바eιinar el lìgado, açúιar 0 miel 0 

alguna ωsa dlllçe; et por d pagmlliento que el fig:씨o se paga de las COS i:l~‘ dulç야‘ 디1 

tirúndola para sμ lieva con e[Ja [a me[ezina qllel a de aprovechar. [ ... J Et a esta 

sememn어 con la merçed de 0“‘ ‘erá I i::ιho es1.è libro, et los que 10 leyere1\ si por su 

、。luntad t이naren pl i:l z.ζr de la.s ιosas provechosas que 'Sr fllllarεn‘ será bien‘ ζt i:Ilm los 

que [0 tan bien non entendi야.en ， non podrán eSCllsar qlle, en [eyendo el libro, por las 

palabras ralaguera:‘ et apue“a‘ que en éJ làllarán, que non a、 an a leer las cosas 

aprovechosas que S011 'S; mezdadas, et allnquε ellos non 10 deseen ‘ a미.{.lVech i:lrse an 

dellas .7l 

。1 렇듯 돈 후안 마누엑에게 았어시 즘거움은 오식 “영혹의 구워과 유체의 

이도움’ (s끼Ivamiento de sus almas et aprovechamiento de sus cuerpos)을 언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그 정팅생을 획득한마 그가 제시하는 증거움의 원꺼은 

“아름엽j!_ 부드러운 발’‘ 8)파 “예화”이며 이 두 기지늠 교훈덤 장르 내에서 각 

7) Ef conde Llιanor， ed. José Manuel ßlecua (Madrid: Cιstalia， 1969), pp. 49-51 

8) “아픔답고 부드랴운 맏"òl 란 도역응 이당리아 단꺼 d二섣에시도 자주 등장하며 -b바 

parlare genlile‘ parola omata, o01alo parlare, liori di parlare 아우 에 르 바흐(Auerbach) 

와 발터1르 팝스트(WalLer Pabsl)늠 이런 표헌틀응 독자듬에 대한 위도(ιo1\sola:donζ 

conforto)로 해석힌다 특히 광스트는 도녁성음 강주하논 서문에 이 김은 표핀이 등 

상히는 것윤 이아지는 본둔이 노닥생이 아q 이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한 증거로 피 

악한다 그에케 있어사 시문이| 나마난 도덕 잉의 깅조늠 결국 즐시유응 위한 가며 

이다 \Valter Pabst: .VovdJcnthcorie und NovdJendichrung. Zω Geschichi‘C 써I?r Antinomie 

in den RVlnanι hen Lileroluren (l leidelbεrg: Carl Winlζr Univer:;， i띠ts\.이 lag ， 1967)‘ 스 

꾀 인 어 판 La f10vela corta en la teoría )i en la creación literarι1. !\/이띠 ρ11m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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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e1ocutio" 와 “narratio" 과는 수사학적 기능을 기진디 즐거움이 수사학적 기 

능으로인 츄소된 제한된 공간에서 아릎디운 인이 즉 문처]기 즐거움의 큰원이 

된다는 접은 중세 텍스트에서 매우 일반적이다 비록 서문에서는 jjJ_폰의 예 

로 제시펀 이야기가 독자늘어)거1 쉬어같 수 았는 공간-다시 말하연 호기심과 

재미-븐 제공힌다는 사성은 암묵직 C즈로 ~l정하지만， 누까노르 맥직과 그의 지 

해보유 조언자 빠뜨로니오(Patronio) 사이의 짐문과 대담이랴는 이야기 틀과 

섯교의 형식음 취하논 후자의 이야시에는 쾌락음 위한 공간이 없다 이오1 같 

욕 『루까노르 백작』 의 도덕적 편향은 거의 통시대 작품으로서 즘서움을 적극 

적으로 옹호하고 았는 『데카메휴』고} 비교해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젊은 님 

녀가 흑사뱅이과는 재난을 피해 온화히고 풍요로운 별장으로 기서 즐기디기 

돌아온디는 후지의 이야기 틀에서 (정신적) 공펜와 (융체적) 죽음을 야기히는 

흑사병의 장궐이아는 특별한 상굉은 즐거웅의 춘구블 정당화시컨디 특히 여 

섯째 닐의 이야기가 같난 뒤 ]고암의 왕이 된 디오네오(Oiom:o)는 다음 닐의 

화제로 결혼힌 여자가 부정힌 샤량을 하다가 위급힌 싱황을 오면하기 위해 

남펀을 속이는 이야기들 제시하자 여자들이 화제들 마꿔달라고 요구힌다 그 

러나 디오니1오는 다음과 같은 딴혹 그듣음 선득한다 

。1 려분들은 안지 봇하십니까 우라가 사는 치에| 약셔온 재잉으로 인해 파관은 법정 

을 바1 렸고 신과 인간의 낸률온 허응어졌우니 그 누구라'，c 생영을 보존하는 일이 최 

끼의 권능이 부여해야하지 않겠습니끼 여지 운틀이 이렌 이야시를 한다는 것이 여 

러둔의 순정힘이 귀 가 될 수도 있겠지단 l깃이 부정힌 행위를 이n는 깃이 아니라 

여려분과 또 다은 사람듬잉 쓸기묶을 위한 것이라번 우리가 비난받아야한 이유는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ür non sapete 、끼 cne ‘ per [a perversit~ di qllesta stagione, [i giudici hanno [asciati 1 

Lrihllnali, [e leggi, così le divine ιotlle l'lltllalle. lacιiOllo， ed arnplia lic윈1ιa per COllservar 

[a vita è COllCζ'duta a ciasα1l10? Per che, se alquanto s'allarga [a vostra onestà nel 

favellare, non per dovere COI1 ['opera mai a ]cuna cosa scon이a segUlre‘ ma per dar diletto 

a voi e ad a[trlli, non veggio ιon che argornellto 디a cOllcedere vi possa nell'avvenire 

hislorio de 811 “”“”“/11/,“ ιn los lirγrolllro.\' I"Ománi“‘ (Madrid: Gredos ‘ 1972). 위의 도 

픽。'11 관한 해식은 pp. K2-92특 보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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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죽음의 공포의 위협에서 벗 

자극적얀 내용일 지라도 건진한 

건진한 증서움이 될 수 있 

이야기들이 모두 끝닌 뒤 

며
」
 의
 

다
 
남
 

ι
τ
 

아
@
 

동하여 즘거움을 추구하논 

보즌하기 위해 필요하며‘ 비록 

부정한 행위로 이끌지만 

또한 멘필로(Panfil이능 마지막 

즉 이야시들 

어나 생병을 

칭;zh聽킹)틀을 

다는 것이디 

。1 사실을 디시 획인한디 

nprel띠ere alcuno.'olJ 

내일이번 열 다섯째 날이 되늠디'i， 여라 문듬이 알다시피 -9-1'.1 는 전엮병의 장필보 

인。11 우리의 도시를 핍쓸기 었는 슬픔파 끼통 그리기 괴로움윤 잊:1'_ 벚 가지 오략 

으로 우리의 센명과 건깅을 지키기 위해 피렌치)를 띠나왔습니다 l리피 제 판단으 

토는 무디가 건전하게 그것응 이듀었다고 생각하니다 

Noi , come v이 sapete. d이nane <;(lf(mno quindκidμ per dovere alιun diporto pigli씨'e a 

sostentamento della nostra s이 lità e della vita. cessat띠o le malinconie ed i d이01'1 e 

l'angnscè le quali per la nnSlra ciUà cnntinuamente, poi che qu얹n pistilènzinsn tempo 

lT ωmincicì‘ SI ve댐IOnι uscimmo di Firenze; il chζ secondo il mio gi띠κ10， n01 

onestamente abbiam fatto. (p. 769) 

이는 에필혹그 형식으로 쓰인 “작가의 견언 '(Conciusione dell'Autorel에서도 

반복원디 결곡 =루까노르 백자~A는 탈ι1 ~데차메론』은 적절한 시간， 공간， 

인물이 주이지연 쾌락의 추구기 징당화 휠 수 있음을 강조한디 그리고 이야 

기의 문체뿐만 아니아 내용 지체도 춤"， 래， 좋은 호도주와 음식처럼 즐거움 

의 원낀이 된다고 말한다 

구까노듬 맥직도 자신이 안고 았는 문제 때문에 정시직 0_로 매우 고통스럽 

고 두려운 상태에시 질문하고 조언자의 이야시는 예외 없이 그들 기쁘게 (“a1 

conde plogo mucho destε conseio") 힌다 이야기의 천후에 91물의 심리 생태가 

입치하지 

이야기 "1 

이야기 모음집이 

루까노르 백작쓴 

진이된다는 점에서는 

이야기 자체에서， 

z 
←「고1도움에서 기쁨으도 

만10)， 『데카께론』 의 91묻틀은 

9) Boιcaccio: I1 DecQI시eron. a cura di Carlo SalinHri (Bari: Lat，ζrza， 1986), p. 466 

10) 이야기를 통해 슬퓨을 위굳 빔고 ~통을 잊게두l다는 “contàbulatio"를 。|야기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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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성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쾌락에 대해서보 듀 후얀 마누엘은 전형적얀 

중씨적 시각을 보여준디 

정닌 이상으호 육체의 쾌략을 팀닉하는 것은 영흔을 숙이며 영여1듬 설 F시키고 육 

처1 듣 허약헤게 한뿐 야니，，] 이성파 좋은 습관윤 잃어버리게 한다 

[ ..... ] llSar m<Í.s de razón el deleyte de la carne. mata el alma et destruye [a fama et 

enlla셔 ueçe el cuerpo el mengua el s야o eL laι hUènas rn씨 lera‘ (p. 282)11) 

그는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합~I화히기보디는 아름디운 문처1에서 얻아지는 

미적 즐거율을 강조하며‘ 그가 상정한 독자늘은 쾌락에 쉽세 이끌리는 연약 

한 ~l 간이 야니라 “아릎담고 부드러운 말‘’에시 즐거움욕 느낄 만큼 빅식하고 

도덕적 ~l ~l 간이다 그 경과 즙거움욕 위힌 공간은 적빅해집 수밖에 없다 

의 튼"" 삭늠다늠 것 자체가 암북석으로 즐기움의 정당딴 존새근기응 느라낸다고 

블 수도 였다 L러나 r데카메른」 아는 닫려 r루까노르 배지」 에시는 서 F 문학에 
서 을마톤 이후 지식을 깨우치는 쥬만ρ 로 강조되었던 “대화’ (D띠10앙l)리는 문학 

형시파 이슬람 둔학에서 Æ비와 치세의 지헤듬 전하기 위해 사용되 듀납시 아야치 

F조가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confabulatio"보다 더 증심적 역임음 힌다 이에 대 

히여 Jesús Gómez: EI dia!ogo en 이 Renacimiento ι~pa씨 (Madrid: Cákdm , 1988)파 
Diego ìvlarín 디 elememo oriental en D. .1 uan κIanuel: Sílllεsis y revaluación" 

Cωψar씨씨.> Literanκ‘ VIl (1955), pp. 1-14를 찬피하시오 
III 뻐"로니오으] 23번째 이야기노 농일한 주제를 다루? 았다 수쉬 사람플이 루끼노 

르 엠작에게 일생풍안 쓰i!..~ 염걷 유산응 닝셔줄 수 있응 아류 부 "f이니 이제 먹 

고 마시고 즐기라고 핵다 이에 대해 바직이 빠뜨로니오의 생킥음 김자 τ논 개 "1 

의 예듣 든다 개마는 비가 오연 가을에 P 아 굴에 "1상해 놓은 남알윤 매리는rll 

그 。 1유는 청은 남알응 r극에 두번 씩이 냐시 결국 판을 무 Lj뜨 ._:1 i1.. 보두를 죽케 

민듣기 때문이다 측 휴식과 즐거운 은 뀔요힌 것이지민 부자랴고 쾌락을 담낙하먼 

삶을 망치게 띈다는 ]훈이다 그러니 삐"로니오는 즐기웅파 휴식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하여 실염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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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들을 위한 교훈』 

논 후안 uf누엘의 작품은 중시1 산문의 많은 부분을 치지히고 았는 교훈 문 

학의 전형이며， 여기서 。1논과 창작의 불일치 혹은 외연과 내연의 충돌은 잣 

아볼 수 없다 그러내 공공언히 쾌락을 목적으로 내세우지 못한다해도 도덕 

성의 。1변에사 쾌팍유 추구하는 작품들은 존재힌다 특히 고1훈적 91 이야기 

션집의 효사로 

르 객작-과는 

서문에서는 

입컴어지는 빼드로 암폰소의 ”사게들용 위힌 ]끼r훈』은 ”우까노 

다른 업장을 쥐한다 1110년경 라띤어노 쓰인 이 작품도 묻혼 

연간의 연약함과 텅의정을 언급하며 교훈을 표망한다 

히띤으로 인간의 영성이란 연약정1 갓이어서 "1루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시는 조납싹 

iJl훈을 반아야 찬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간의 놓"H함을 고며하여 교훈을 쉽게 봐 

아틀일 수 있도도 "1 떼한 방식P 로듀 그것윤 부드입 7 달콤히거 민틀어서 그컷의 

딱딱힘응 없애는 깃이 평요하다Jl 파단했다 !f.힌 비록 교휴음 낱1상 잊어버린다 힐 

지4 >r. 많유 이야치응 통해 그것을 다시 기역할 수 았보득 했다 

Fmgilem eciam hominis εSS~ ωnsideraui comp[exionem: que ne tedium incurrat, quasi 

prouehendo paucis et paucis instruenda est; duricie quoque eius recordatus, η facilius 

reLineaL, quodammndo necessario rnollienda 히 이미cifican이a e‘L; qUJa et 이)liuiosa esμ 

mu1tis i삐 19비 quε oblitonJlll faciant reco서ari. 1이 

이렇듯 쾌략이 π훈음 얻기 위힌 수단으로시만 그 존재까거들 확보하게된 

것은 91간이 ~보등식으혹 선보다는 악으혹 쉽게 이끌린다는 ~1까 복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관기)가 있다 131 아매지나 천학자가 아를이나 혹은 제자와 

12) Pedro Alfönso: Di.w:끼ina Clα/(:，씨ι ed. hilingi.ie de María Jesús Lacarr3 & Esperanza 

Ducay (ιaragoza: Guara. 19t:ü)‘ p. 1ψJ 

13") 인간 본생의 연약합파 본안전성은 숭시] 삭둠의 서운에서 가상 흔히 발선되는 도픽 

이다 예를 듬번 후안 꺼 머|나(Juan de Mena)는 -사랑이] 관한 소i!.. Tm{aψ 4 

amor d (Obra Co’npl"ta‘ ed. Angel G6mez Moreno & Teresa Jim('nez Calvente‘ 

Madrid: Turner. [994, p. 643)에 서 “인신의 P든 의지는 선보다 악에 치우 쳐 았다 

t쩌a voluntad humana es inc1 inada tl녀s a VIιio que a virtud." 라늬 밥아Jl 튀에서 

다추기] 쉰 f 선힌 사강익 이야;IJ 에서도 유사헨 문장 -"[~1 긴이 선힌 깅을 택하지 

듯하는 이유는l 인간의 본성이 선보다는 악에， 을바듬보다는 죄악애 디 "1끌미기 

때문이 다 E viene otrosí esto por rrazó t1 que la natura uman3 que l11ás aparejad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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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한디는 이야기 틀， 그리:iL 각 이야기 뒤에 짧은 교훈이 첨기되는 형식도 

『루까E 브 백자‘파 유사히지만，루까"브 액작」이 시)속 귀측을 위한 책이 

아연 빼드로 알폼소의 텍스트는 저1목과 서문에 나티나 있삿。1 사제늘을 목지 

로 설정힌다 

이 작은 잭의 세되 을 잦다가 그 니1용을 따디 。1픔을 툴이시토 했다 즉 "시서1틀윤 

위후1 교훈 이 l깃이다 

TIuic lihelIo !lomen iniunp;ens, 리 eSL nomen e、 re: id e~서 Clericalis disciplina; reddit 

enim c1ericum disciplinahlm. (p. 109) 

또힌 직가는 이 텍스드가 사제 자산용 위힌 Jíl_훈과 힘깨 사거1 가 누문까에 

게 조언은 한 예 필요힌 지헤릎 담고 였다는 의미에사 많은 사람들에게 도녁 

적 효용("ad multorum utilitatem‘’, p. 109)이 었다고 딴한마 사문에 c러난 이 

작품의 도덕성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작가가 라띤어로 글음 썼고 

라던어를 아는 신산한 사제를 독자로 성정했다는 점은 쾌락에 대한 논의에 

있아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난디 잎에서 말했듯이 한 작품이 보닥석연기 

아닌기의 문세는 대부분 텍스트의 수용 문셰， 즉 텍스트에 디)한 독지의 해석 

과 텍스트기 독지에게 미치세될 영향이 기준이 뭔디 그런매 자기가 지신의 

의도가 Jl[훈이아고 읽히고 독자를 도덕적 0_로 받을만힌 사제로 힌정하연， 설 

사 텍스드의 내용이 휴시 신앙파 도녁에 반하는 내용음 다누고 였다고 하더 

라도 직가들 비도녁식이라고 비난할 수 없게펀다 왜냐하면 직샤사 부정한 

행위들 옹호하지 않는다면， 쿄훈은 생자의 이야 11에도 았고 악힌이나 음탕힌 

여자의 이야기에도 였기 때문이다 작가가 제시한 흘륭한 본보기는 따르면 

되는 것이고 악행은 피하면 된다 그이고 선한 복보기를 따를 것인가， 부정한 

inclinada es a1 mal que aI bien ‘ e a peo;:삐 o que a bien."(p. 107) 이 있다 이 토픽 은 

멕스트에 uf이서 삭기기 녁지의 호의를 시기 위해(ιaψatio benev이이1liae) 위상된 겸 

손윤 보일 때 쓰이기도 하고 도덕적 교훈과 신의 은혜를 ←F딩 때 쓰이기도 한다 

이에 관하여논 εmst Robert Cuπ1US의 European Literature at서 rht: /，끼ill Middle A;:;es 

(Princd이1: Prir ιεlon Univ. PrεS5 ， 1983ι Lrallslated from the German by William R 

rrask, pp. 407-413윤 참뇌하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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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기를 따른 것인기늠 자기의 몫이 아니과 톡지의 몫으로 난셔진마 악을 

경계히마고 자기기 말했는데도 불구히고 독지기 그것을 따브지 않았디연 자 

기에거1 무슨 책인을 물을 수 았디는 말인기 더구나 독지를 신실한 사셰로 

한정하언 외형적 0_로 텍스드가 독자날에세 부징적 영향을 즐 가능생조차 없 

어친다 그랭다면 시문과 작품 도입부에시 도녁직 Jí7_푼온 복식 0_로 내서]운 

것이 복문에시 패락욕 추구하시 위힌 가면이자 나중에 저1시됩 지도 !，l~을 비 

난에 대한 방매막이노 작용한마논 해석도 가능하다 위(주8)에서 언급한 반테 

트 팝스트의 연구가 이 해석을 따르고 있다 서분의 도덕 지양성유 시대가 

요구하는 텅위일 뿐이며 작가의 진정한 의도는 멕스트의 분석을 통해서만 파 

악된 수 있다 모든 자품에 있어서 멍우1와 실제가 반드시 엘지혀늠 것유 아 

니기 때문이디 

빼드로 얄폰소의 자품유 은큰히고 우회적으로 쾌락을 수구히는 방식을 보 

여준다 시문에시 8벤째 이야기까지의 괴훈과 대화는 매우 긴조하고 도떡적 

이다 그러고 괴훈을 뱉는 아들과 제자의 옥소리는 스승의 JíI_훈응 습관적으 

로 반복하며 요약하는네 그친다 그러나 “사악힌 여자에 대하여”라는 주제들 

다?변사 상황은 당랴친다 먼저 스송이 여자들 정세하라는 훈거1을 한다 그 

런데 갑자기 제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해 탈랴고 칭한다‘ 

지는 여미 떤인듣의 책에서 남서는 시악한 여지의 거]략을 조십헤야 된다끼 읽었7 

속로본도 전언에시 검은 단응 했습니다 혀명하신 선생님께시 혹시 침언이나 기역 

하시늠 이야키에서 이에 대한 것이 있다번 제거 ，~수수하시어 lι훈을 수십시오 

Legi in libris philo 매h이Ul11 quibus pn:c띠iunt ut ab ingenio 떠TI1ne peruerse ιust씨lat se 

homo. Et Salomon in prOLκrbiis hoc idem admonet. Sed tu 잉 super ingenio illius si니e 

de prouerbi이 이iquid memoriLer LeneS, udlem renarrando me insLruerö. (p. 120) 

이는 진에 보였던 수통적 대도와 확섣히 구분된마 행간에서 F러난 제자 

의 관션은 교훈이 아니라 -그도 이미 일고 있으무로- 여지의 나쁜 행설이라는 

감각적인 이야기를 통헤 즐거움을 구히는 것이다 스승은 사안이 미요히디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야기히기를 주저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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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승이 단하기를， 너를 위해서타연 기꺼이 이야기하겠다만 우리가 υN 다른 사런 

듬의 jI.훈과 jI.정융 위해 쓴 여자듬의 행대에 대한 이야치듬， 념펀 블래 어떻게 애 

인 윤 부닫 는지‘ 자신의 응탕함을 민즉시키 '1 우1 헤 어떻게 커스와 i옹 윤 '1 누는 지 

에 대힌 갓듣응 이상적으로 읽은 사런들이 "1 인의 최익이 우리에게까지 옮있다il 

생샤할까봐 누협구나 

Magister: Faciam, inquit tui causa Iibentar. Sed uereor ne si qui nostra simplici animo 

legentes carmina que de ffiulierum al1ibus ad earum correpcionem et tuam et aliorum 

insiruccionem scrihirnus ui이erinL ， uidericet quOIt\α10 quedam earum nescientibus uiris SU l)S 

aduocent amasios et complεctente ‘leoscu Ientur 씨uocatos et que ill:uum εxpetat lasciuia 

in ipsis expeleant. earum nequiciam in nos redundare credam. (p. 120) 

그기 주저히늠 이유능 제지 때문이 아니랴 지나치게 도믹적인 톡지툴 때문 

이다 그이나 제지는 지혜의 상정 솔로몬과 디든 현얀늘을 인굽히며 오히려 

스승을 설득한디 

제자가 란하기를‘ L 점에 대해사는 걱정하지 마십시요‘ 즈숭넘 출로온이 진언에서‘ 

그己고 다류 많은 헌인등이 여자의 악한 영실을 jI.정하기 위해 그것이 대하여 썼고 

그로 얀이1 떤안을은 "1 닌이 아니 ν1 오히려 칭송윤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승님 

이 우랴의 이로웅음 위하이 F성재 하산다면 비난이 아나라 챙송응 빈아 마땅힌 임 

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마시 il 게가 청란 것응 w씀해 주십 λ1 <1. 

Disci때lus: Ne timeas h이ι magister, quia Salol11on in libro πouerbiorul11 et multi 

saplente잉 prauos earum corrigendo mores talia scripserunt nec culpam, sed laudem inde 

pmmeruerunL. l'u similiter de illis scribens ad [\OSLram util i1atem n011 uituperiurn, sed 

cor이13111 promereberiι Et ob h{ι rogata 잉nε cunstacwllζ demonstnL (p. 120") 

여자의 악힌 행심을 다.'/는 이야시가 듣는 사함을에가1 매 우 김각적 ~l 재 ~I 

를 제공한다는 사성은 튀로 감추고 계자는 교정이라는 명분아래 재미를 합비 

화하고 았는 것이다 『루까노르 백작』과 『사제틀윷 위한 교훈-은 공통적으로 

즐서웅의 정당성을 교훈을 위한 수단에서 찾지 1간 진지와 탈이 후지늠 즐거움 

을 수구"51는 유익한 방식， 즉 브너]상스와 바로크 시미의 텍스트에서 지주 보 

게휠 쾌락의 합리화를 위한 만죠를 제공한디 악을 경계히기 위해서마떤 인 

간의 약한 오습을 디룰 수 있디는 논리에서 우리는 서문의 도덕적 의도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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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폐락추구 사이의 대럽파 함께 “재미있늠 악행’‘을 디루는 자기에 대한 

연죄부블 잣을 수 있디 그랴고 。1 점은 뒤에서 보게될 『선한 사탕의 이야 

기」 에서도 나티닌디 제지에거1 섣득 당한 스승은 9, 10, 11 , 13, 14번째 이야 

기를 여자의 약한 행실에 할애한다 처음 세 개는 ]고두 남편에거1 은말한 사 

망유 들낄 뻔힌 아내가 속염수보 위험은 벗어난다는 이야시이다 저1자는 각 

이야기가 끝나연 커다란 괴훈욕 잊었다고 점짓 파장하며 또 다른 이야시들 

칭한다 그러자 10번째 이야시들 마친 스숭이 말한다 

서1 벤째토 하나반 디 하i록 하지 너의 고L훈을 위해서라번 이 이야기등이멘 충분 

한 것이다 

Adhuc terciulll tibi dicam, et sic tibi ad instruccωnem exemp[a nostra suffïcient. (p. 12 1) 

그이나 11 번째 이야기가 끝닌 뒤에도 저1지기 이야기를 해틸과고 히지 스 

승은 이미 네 개나 얘기했는데 ill_훈을 위해 그것으로 부측허만 말인기 라고 

반문힌다 이에 저1자는 시1 개의 。1야기를 했지만 오두 짧은 젓이니 아번에는 

긴 이야시들 해달라고 정힌다 야흡 먼째 이전의 대화와는 분위기가 확인히 

달랴져 었다 그려자 스승은 12벤째 이야시인 1왕파 이야기꾼의 예화" ([)e 

rege et fabulatore suo)을 이야기한다 어느 왕에게 매입 밤 갇들시 저어11 5개의 

이야기를 해추는 이야기꾼이 았었다‘ 그러던 하루 왕이 걱정으로 잠을 붓 이 

루자 이야기꾼은 평소보다 많은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도 왕이 계 속 

이야기틀 요구히지 이야기꾼은 이를 /1분한마 그러지 양은 지남까지익 이야 

기기 모두 짧은 것이니 긴 이야기를 히연 보내주겠디고 히고 이야기꾼은 2 

진 uf리의 양을 두 마리썩 "11 에 태워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한디 12 번째 

이야기가 단순힌 우스새가 아니라는 사실은 9-11 번째의 이야기의 목적이 즐 

거움이었고 여시시도 이야기들 동힌 즐거움의 필요생음 강조하고 았다는네시 

다시 확연된다 동치라는 막증힌 격무에 시달리는 왕이 잠을 동애 원시들 회 

부하시 위해 (재생~오락 recreation) 이야 I1꾼음 필요혹 하고있다는 사심은 

이야기를 통해 얻는 증거움의 존재 근거가 되며 그것을 합비회한다 이 사섣 

。11 힘업은 계자는 12 번째 이야기가 끝난 후 다시 그 증거움음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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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_ 01 야기꾼은 /승님이 저를 사링하는 만큼 완을 사랑하지 양았은이 확섣힘니다 

왜냐하번 그능 이야기등 통해 왕에게 약간의 기쁨반 수었지마 스송인은 제자인 저 

에게 그렇게 허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업니다 그，，]니 이미 시작한 얘기를 여시서 

l만 두지 마시Jl 계속해서 여자들의 사익힌 가지에 대해시 석 t영해 주시깅 부틱드 

뛰니다 

Neque regem lldεo dilexit fabulator sicut et tu me diligis. Voluit enim 셔bulis suis εum 

al띠uantum seducere, tu llerO me discipulu l11 minime. Vnde precor ne iam pr이notam 

narraClOnern m“1씨 u비is suhducere; se이 prelihaLa mulierum ingenia di 1igenLer punde. (p 

123) 

그미지 스승유 디른 변명을 대지 않고 조금 더 긴 13, 14번쩌 이야기를 제 

지에거1 해준디 :사세늘을 위한 jjJ_훈-유 히나낚에 대한 경외에 대한 금언에 

시작해서 34개의 이야기를 한 뒤 히나넘어1 대한 경외로 끝난디 그리고 

1-8번째 이야기는 인간의 선힘과 악힘을， 9-28번째 이야기는 인간이 주번 사 

서 

람들파 맺는 관계들， 그러고 나머지는 인간과 신의 관계에 매해 다누고 있다 

즉 도덕직인 JE_훈을 처음과 끝에 1깨치하고 그 증앙에 재미있는 이야기들 깔 

그j 았는 구소들 지난다 9-28멘째 이야시듣음 관통하논 주제는 속임수이며 이 

속임수가 독자와 듣는 자에게 웃음과 놀라움으로 표출되는 증거움음 제공한 

다 또한 교훈윷 받는 자 뿐만 아니라 교훈을 추어야암 위지에 있는 인붕도 

이 증서움을 구한c1 속이여디 속게 된디늠 19 번째 이야기가 끝난 뒤 아들 

이 스승으로부터 늘유 유사한 。1야기가 있디고 히지 아버지기 말한디 

얘기해 보라‘ 내 아들아 무엿을 들있는지‘ 또 게자에기] 무슨 일이 임어났는^]'’ l 

런 0] 야기늠 영흔이] 유이한 즐기움이 된안다 

Dκ mκhi ， fili ‘ quid audisti? Quomodo contigit diιipulι quoniam t[j [is narr:1“() an l1TI1 

erit recreacio? (p.133) 

이렇듯 빼드로 알돈소의 식둠은 Jí1_훈음 내세우던시도 즐거움을 은밀히 x 

T 

구하고 그 존재 근거들 합리회하고 았다는 직품과 

예외가 

루이스으1 

점에시 돈 후얀 마누엠의 

위한 교훈-이 하나의 

있마 그 가운데 후안 

는 구변된다 중세 스페인 문학에서 『사제틀을 

아니라는 사선은 여러 작품에서 확인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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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량의 이야기 J 14)는 쾌락의 합리화에 대한 기장 디양한 논거를 탐.i!_ 

았으무로 특별히 주목할 필요기 있다 

『선한사랑의 이야기 n 

1340년에시 1343년 사이에 쓰여셨은 것이랴고 추정되는 이 작품은 1728개 

의 인(대부분 사행시)으호 이듀어져 았으며 이따(Hita) 지방의 사제 ~1 후안 누 

이스샤 자신의 여성 씬릭 1 :5 1음 기승하는 자서 ;;<1 익 형식음 취한다 작가는 표 

변적으로 사제와 여성(“due따s" , 해석에 따라 수도원의 수녀앨 수도 였다)을 

톡자와 칭자(聽옵)도 상정하지만 자션의 이야기가 광창과 김서랴에서 노래하 

는 망랑시인Uuglar)들의 입을 통해 유쿄되라마눈 것-즉? 일반 민중들이 추푸] 

청자기 된디는 것-을 잘 얄고 있디 당연한 딸이지만 그늘은 방망 시안을 통 

해서 교훈이 아니아 즐거웅을 찾는디 그린디1 문제는 사세기 스스로 지신의 

여성 펀력을 읽힌다는 미 있으며 이 띠둔에 작가는 불순한 내용을 합리화하 

시 위하여 고심하고 었다 우리의 관심도 마보 이 문제에 았다 먼저 직 가는 

시운에시 증서1의 다른 직둠들의 그것처덤 Jíl_훈을 표방힌다 

이에 나는 사텅의 광기가 최 많은 서1성에 온갖 해악욕 더하.i!_ 았으며 육채아 영휴 

의 자신을 섞하게 훼손하.i!_ 았음을 잘 알고 있숨니다 비록 암은 지사파 조약란 새 

주듣 갖고 았지민 니는 니] 영은의 구원과 낀국의 영굉을 7디1히는 아름다운 wl 읍P 

로 λ 로운 객을 지았고 선힘을 시려기 위해 이 지은 꾀음 만튿있습니다 τ 안에]는 

셔|속적 샤랑의 팡기가 일으키는 예 ι1 한 속임수위 방식」다 그 주도번임한 흉계가 그 

려져 있P 며 01 것을은 몇몇 인간을。1 쇠를 디히기 우1 히1 지지 ~-Y- 았는 것입디다 

요바른 이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j깃음 읽거나 든는다연 τ틀응 익행에서 벗어 

14) Arcipreste de l Iita(J uan Ruiz): Li까() dlι Buεn Amor, ed. G.n. Gybbon-Monypenny 

(Madrid: Castalia, lygg). 

15') 띨 '1 본에 따디 다R 지만 10영의 여지(과부 처녀， 수녀 꾸아얀 등)기 등상히러 우 

라까(lJrrac、a) i::~는 뚜징이 노파를 통해 접근하지반 육체 관계애 싱←c?하는 깅우는 없 

다 다민 주인공의 의지에 만하여 산 속에서 목동 얻음 하논 괴물 감은 여자약 유 

일하게 잠지미듣 갖는다 그라니 상미가 정강 주인공얀지얘 디1'11서 연구지들 시이 

에 논란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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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원을 감당하면시 선하711 삼아강 깃입니다 

Onde )"0, de mi 끼.1quilla çiel에a e 디e 1l\ucha e de g:rωld rrudeza. elllεndiendo qL1untos 

bienes fazen perder (i[ (i [ma e al cuerpo e 10s males muιhos quε lεs apareJa e η ie e[ 

amor 10co del pecado del ll1undo. escogi잉ldo e amando con buena voluntad salvaci깨 e 

gloria del paraíso para rni Jnima. liι esLa chica e:;ιriplura en rnemnria de hien, e 

ωnpuse estζ nuζ\'0 libro, en quε son 얹criptas algunas manenlS e maestrías e sotilezas 

eng씨「ωsas del loco amor del mundo que usan algutlos para pecar. Las quales, leyendo 

lι‘ e oyen이.) 1m. 이llne [) rtI uger 이e huen enkr띠imiento qL1e se quiera salvar, de~ιogerá 

e obrar 10 뻐 (p. 109) 

그미나 가기의 교훈적인 의도능 서문의 후반우에 기서 모순을 드마낸마 

l려나 '?!간이란 죄짓고 사는 볍 "1록 내가 권하는 바는 아니지만 만약 어떤 이가 

사량의 망기이1 핍싸여 여인을 실망찬다멘 01 책에서 사랑을 얻기 위한 몇 가지 방 
법윤 븐 슈 있을 것입니다 

I::npero. por que es lllllatlal cc있 el pecar. si algunos. 10 que 110n [05 conss에O‘ qUlsler잉1 

usar dd 1마o amor, aquí ralla떠n algunas maneras para ello. (p. 110) 

이렇듯 모순적인 서푼의 견론에서 작가는 자신의 의도가 사람틀이 죄를 경게 

하여 구원에 이트고자 하는 것임윷 다시 밝히면서 톡자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먼처 내가 이 꾀음 지은 의도를 감 이해하그 판단해 주십시요 잭 ? 에 있는 추후1 

빙틀이 아니라 그것틀을 통해 빙하~자 하늠 교훈틀을 딩입니다 확섣히 빙하건대? 

[추한] 언아는 [Jlf_훈직] 의노를 드"1 니]기 위함이지‘ 언이에 으1노기 승속뇌아 있는 것 

은 아넙니다 

[0 primero, ‘lue quiera hien enten이er e bien iuιgar la mi entençióll por qué ln fiz, e la 

semençia de 10 que )' dize, e non ('1 1 son feo de l('1s p ('l labras; e sεgund derε(ho， las 

palabr‘lS sirven a la intenζi6n e non la intençi6n a las palabras.(p. 110) 

그이연서 “의미가 제대로 이해된다언 수한 말은 없다’ (“Non ha mala palabm 

si 11011 es a mal tenida‘’, 64b)라고 말힌다 빼드로 알돈소가 독자의 도녁생을 

담보로 즐거울을 정망화했다연， 후안 누이스는 언어의 ‘애매성‘을 부각시키연 

시 책임응 독자에게 미둔다 즉 언어란 언제나 다양힌 해석이 가능하며 많은 



18 인운논옹 제 47집 

히1석 기능성에서 좋은 것을 선택혀늠 것은 목지들의 몫이과능 것이디 。] 때 

문에 후안 루이스는 .iJL훈과 을커움 기운데 무엿을 수구히는지 L영획히 드이내 

지 않고 았으며 “그L터로 독자기 받아늘이는 것과 책이 맡"51는 것이 디를 

수 있다" (Cμ tú enl이lùerás uno e el libro dκ áL 986이라고 말한다 언어의 

애매생은 의미와 의도의 애매생으로 귀겸되며 이릎 통해 직가는 분순힌 언어 

와 의도에 대힌 면죄부들 엮는다 시문 뒤에 나오는 그리스 첩혁자와 로마 

불한딩과의 닐리 ?!려진 이야기 (44-70연)16)의 주제 역사 천학자의 볼한딩 가 

운데 누가 옳유가를 관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E 기호는 애매하며 그 해석욕 

받아틀이는 사땀에 따라 닫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악한 것은 책 자체가 

아니랴 그것을 바다보능 사람의 눈이며 이이한 논리는 생 아구스딘의 “의지 

주의" (voluntarismo)에 근거한디 17) u}이날 거)를리 (Michael Gεrli)도 비슷한 견 

해를 피력한다 181 게틀리는 후안 루이스의 인이판이 성 아구스탄의 '-Dε 

Magi"ìtrO ，JJ 에 기초힌다고 뷔히며， 표객 즉 책에 기록된 둔자는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정힌 끈원이 되지 못힌다고 말힌다 따라시 표삭이 수용자의 대 

변에시 그 의비들 생생하게 만드는 하나의 자곡이라면 후안 누이스의 의도， 

“선한 사랑’의 의미에 대한 애매성이1시 김추어친 익미들 짖아내는 입은 독자 

의 몫이다‘ 특히 ‘ 선한 사랑”익 의미는 가장 극단적인 스펙트럼음 보여준다 

16) 모마인등이 :2비스얀듬에게 칭학파 、건률을 전수해 팀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그己 

rλ-=-~l들응 로마'?!듣이 L리스의 지식음 민아들엔 만큼 학석이 있지 옷하다Jl 하면 

서 거절히면서 빈약 토미에 그럴 민한 학시기 있다먼 전수해 주겠다끼 한다 학지 

듬 구하지 옷한 '"마얀듬온 기디익 플한당을 내에위 그며스 걷학자와 1 「L언의 대화 

를 나능 도록 힌다 혀하자가 손가2> 하나를 보이자 불히당응 손7 락 세 개를 내보 

이까， 청학자가 니1보인 손비닥에는 주먹。토 대답한다 이에 대한 해석은 알려진 

바와 같다 이 이야키는 하내의 표시에 대한 해석의 플일치듬 란여주키 위해 산입 

되있다 

17) P.L. U[[m (inn “ Juan Ruiz's Prologue", in Modern Loηg…'ge ，/-'/0κ" 82(1 967). 1ψ 149 

[70 

18) Michael Gerli: "Recta v이untas ιSl bonus amor: St. Augustine and tlπ Didactic 

Struclure 0 1' lhe Libro de Blι” 셔mor"‘ in RO/no’κτ Philolox;-' (Berkelεy) ， 3(1 981-821, 

pp. 5(씨-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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넨저 서문유 제목어1 미히1 섣병히면서 “선한 사망’이런 히나님에게서 오늠 것 

이마 말한디 그이나 사셰익 여성 편력을 디루는 부분에서 “선싼 사당”은 헝 

상 뚜쟁이 L 피와 연걸된디 

아무 여지도 없이 을로 았게 되지 

나는 노파를 볼렀다 “어디에 7 있있는가9 

노파가 웃으며 대케 다가와 1j 하 71즘인사 올려니다 

여기 당선께 좋은 애인윤 잦아줄 신한 시람이 있습니다 

Desque me vi seflero e sin fulana, SO[O, 

enbié por mi vi엠a “ ι Adó lo?" 

Vino a mí πζ'yendo ， diz: "Omillo 111<:' ‘ don Polo 

fe aquí bl 히 1 amor‘ qua[ bueJl ami딩a busα ， 10,," (IJJI) 

돈을 주지 미미， 갈지도 빌려주지도 않는 것이니끼 

자비약 선힌 사령응 돈으로 삼 수 있늠 깃이 아니니까 

non le dedes por dineros, vendido nin alquilado 

ca n011 ha logr씨o nin graçi (l nin buen amor ωnpr꺼ψ ( 16JOcd) 

즉 노파와 언결된 선한 사량의 의미는 논아나 선물을 주고 맺는 사량이 아 

니랴 진실한 마음이 결합된 사광r 즉 돈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육세 관계 

얀 것이다 이령게 사호 R순적얀 해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안 우이스 

논 “선한 사랑”의 의비가 김춰져 였다고 말한다(‘ las del buen amor 5011 

rrazones encubieπas:' 68a) 

서문이 보여주는 또 다른 합이회는 악을 아는 것이 악음 묻마치는데 도움 

이 원디능 것이디 。1 것 역시 황금세기 텍스트에서 흔히 벌견뭔디 

[이 책을 쓴 것-?!_-] 벚몇 사람듬이 사당의 망기에 빠져 거지브늠 0iC요한 약행을 모 

듀 이틀이 알:1'_ 정거]히도톡 히기 우]함이다 성 그레기리우스도 눈 악에 보이는 화 

샅이 사런어|재 털 성서가 띤다Jl 탄했듯이 우라도 [익듬 악아야] 눈앞에 놓'?! 악응 

경계한수 았다 

por quζ Sζan t，씨os apεrçebidos e se puedan mejor gU3rdar de tantas maes1rj (i s eomo 

algunos llsall por el loco amor. Ca dize Sant Ureg이10 que m잉105 firι 1 al 이lbre 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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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dos que antes 50n vistos‘ e m에이 nos podemos guardar de 10 que ante hemos \'‘t。

lp. 110) 

사도 [바응]이 맹하시걷 보는 갓을 각겁 겪어보라 

Provar [(피ι las ιosas ， el Apóst이 !o mar띠a. 950a 

인간이 끄는 갓음 겪어보는 깃은 걷코 나쁜 갓이 아냐며 

선파 악을 알고내서 그 숭애 나유 것을 행하는 것노 나쁘지 않다 

Provar omnε las cüsas non es por endε peor 

e saber bien e mal e usar [0 me:ior. (76cd) 

따라시 비록 이 책이 악행을 다斗고 있다해도 독자로 하여금 악을 경게하 

고 션을 행하려는 의도로 쓰여졌고 톡자가 그렇게 받아틀 91 다면 도덕주의자 

틀이 작가를 비난함 수 없게 된다‘ 

본문에서도 작기는 지신의 여성 편력을 시1 기지의 근서를→ 플이 합리화한디 

첫째‘ 사탕을 찾는 것은 본성의 타략이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 그 지 

처]이며 그것유 히나념이 정한 것이디 

연인[아리스토델레스]께서 말씀히신 것은 냉펙히 증냉된다 

인간 :ε유‘ 동물， 동긍의 오든 미울튿응 

그 본성에 따라 언꺼|나 새 로운 짝을 ←난한다 

다드 P든 능눌을보다 인간은 디 유 그이허다 

Que diz verdat el sa에o c싸 a mente se prueva 

ornne~、 aves, animalia<" t(비a bε;ιa de cue‘。

q\l1er，εn segU I1 ιatura conpafíía Slenpre nuev꺼 

e quanto más d omne, 이 ue a toda cosι se lTIueva. (73) 

니 역시 다듀 죄얀플처염 

여자틀에 대해 언제나 커다란 사란음 까지고 았다 

L:: vo COtllO ‘OV ornne commo otro necador 
“ ‘ 

ove ‘ e las mugeres a las ve.ι야 gralld alllor (76al1) 

신깨시 인간응 따도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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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사익힌 깃으로 보셨다연 

념자에게 짝으묘 수시지'c 반등지보 암았을 것이다 

신윤 우1람이 아니 c] 먼 그민한 :1'_꺼함은 니오지 않았윤 것이다 

Sj Diûs ‘ quando formö el omne, entendiera 

qUè era mala ζosa la muger, …m la 이lera 

al omr ε pcπ conpañem‘ nin dé\ nOI1 !(i fez ζra; 

si para bien n이1 tùera , t씨 noble non saliera. (1 09) 

둘째‘ 여성 괜략은 주인공에게 주어0:'1 피함 수 없논 운멍이다 

많은 사런들이 비너〈 좌에시 타어나머 l들은 삶의 대부분 동안 

여자듬 샤랑하며 결코 잊지 옷한다 

끝없이 갈구히며 얻기 위해 노역히기 

l보다 더 사링하는 깃응 없다 

Mucho:'> naιçell en Venus, que 10 más de su vi이a 

es amar las mugεres， nu 얘 se 1덩 이Vl띠， 

trabajan e afanan mucho‘ sin medida‘ 

e los más nOll rrecabdun la ι )sa más querida. (152) 

l 별자리에서 나도 태어났다Jl 믿Jl 있키에 

나는 언 ^ll나 알고있늠 모든 여인등을 섬기벼 핸다 

En εste signo ata! cr이 que )'0 nil~이 

slempre pl씨é en servir dueflas que c이lOSçí; {l 53abl 

그런데 병자이란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넘의 표식이므도 주인공이 여자 

를 사땅암 수밖에 없는 운병음 타고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고 따라서 여성 

편력이 죄기 되지 않능마라는 땅이디 게디가 사랑이 해로운 것이라면 하나 

낚은 그린 운병을 민늘지 않았을 것이파고도 말한디 특히 156-157연유 사당 

의 유익함을 열거한디 사당은 거진 인긴을 선시1히거1 히고， 말없는 지에거1 아 

듬디운 인아를 말히거1 허며 비겁한 지를 용 감히거1 ‘ 게 0_든 지를 부지딘히게 

힌다 또 젊은이에게는 그 젊음을 유지시키고 노인에게는 노쇠쉽을 이기거] 

해준다，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습관의 완고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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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아리즈토텔리즈]이 단씀하신 깃처럼， 

눈댐파 습판을 버 ~I 는 것유 내 무 힘듬고 어까운 일이다 

습관은 핵실히 또 다류 낀생。]며 

즉음이 칫아올 rrll 까지 ;설코 사라지지 않는다 

Como diιe 리 sabio. cosa dura e rUè 이e 

es ‘ exar la costunbre, e1 fado e [a suel1e; 

[a costunbre es 이ra natura. (;lerta lTIellte; 

apenas nOll se pierde faιta q L1è viene la muerLe. (166) 

그라:Jl 다g 연에서눈 헝상 애인을 갇망허늠 것이 젊븐。1틀의 열상 습관이 

무로 지신도 사망의 즐거웅을 누랴기 위해 새로운 연얀을 구한디고 말한디 

후안 루이스가 제시히는 또 디흔 합리화의 ]고구는 불펙실한 저지성(휴i" lf ‘ 

autolía)이다 이 말은 그가 텍스드의 저자임을 부정힌다는19)것이 아니랴 텍스 

드어1 었는 오든 이야기릎 자신의 경험과 장직 0_보 보지 말라는 의미이마 직 

가는 두 가지 방삭 0_로 저자성을 불확실하게 만드는데， 하나는 “돈 벨론과 도 

냐 에F리나” 이야시(don Melón y dofla Endrina, 596-891 연)치럼 닐라 안려친 

'Pm’IphiluSJJ라는 라딘 희곡의 중거라를 충심히 모망하고20.1 그 사섣음 이야기 

의 마지막 연에서 명시한다 

엔드ι] 나와 멜온걷 결혼으둥 하냐가 된다 

그러? 주위 시람을노 당영히 이 경은에 기뻐했다 

혹시 내가 전막후1 아야시를 했다먼‘ 용시하시라 독자틀이이 

이 아야기의 부정합은 펜필호와 나손의 이이기가 그덩기 때문이다 

00ηa Endrina e ‘ n Melón en \1110 casados 5011 

a1egr‘m se 싸 c‘JllpafL‘ s en [“ b이.la5 CO Il rraZi끼l 

Si villanía he dicho, aya de νós perdón 

que 10 feo de la e::-toria diι PánJilo e N‘:1Il. (891) 

191 '프비상스 시대에서 도녁주의지틀의 지탄의 대상이었민 시아소설에서 주로 싼였딘 

방시으효 삭가늠 자신을 지온이가 아니라 번역가 혹온 아순히 출판얘 i암을 준 

사련으로 소개힌 Cc 
201 이는 줄기é'.l 이1만 판정된 것이며 형식에 있어서는 숭세 오비디우스 응의 운학 

(l itεrat이a O\.idiana), 특히 "De νdu/，이가 이 이야기의 모델로 기휴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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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른 방식유 독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늠 부분들을 수정히도록 한대함으 

로써 궁늑적얀 책임을 회고1히는 것이다 

내가 '~했낸 것듬을 녹자듬은 살 이해해수길 바란다 

그러? 냐의 실4 는 당신틀의 :w 성에 맡긴다 

aquesto que yo dixiere ‘ 히ltendet 10 VóS m에or: 

so la vuestra enmienda 끼m믿) eI mi erro[. (1 135띠) 

이 책을 읽기1 되는 사힘들은 뉴 난라도 만약 시를 장 지음 증 얀다면‘ 

원하늠 대효 F가하기나 수정할 수 았숨니다 

QU(l[ quiεT omne quε 10 aya, si bien ηO[깨r SOplere, 

puede müs 'S' aüadir e enmendar, si quiere. (1629ab) 

마지막으도， 작가는 『데카메론』 고} 같쓴 단펴 소{야novelle)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쾌락의 필요성을 언듭한c1 이에 따르면 슬픔유 인간을 죄약으로 이 

끌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당에게는 더움 즐거움이 필요히며 이 이야기 

기 그이한 즐거움을 제공한디는 젓이다 

연인[아리스토델레스]의 말이며 끼온노 그렇게 말했다 

가슴에 고몬음 가친 사띤 응 

아유에 즐시움을 분어넣어 이성을 기쁘게 해야한다 

커다린 슬픔은 많은 죄악윤 기져오기 때 운。1 다 

PaIabras son de sabio, e dixo 10 Catón 

que ornne a sus coidados que tiene e1l C l)raζ n 

entreponga plazeres e alegre la rrazón 

‘1ue [a Illw:ha triste깅 ffil“10 peι do p이1. (44) 

。1 렇듯 ”선힌 사량의 이야기』는 언어식 애매성‘ 독자의 책임‘ 악음 얀아야 

경기1 암 수 었다는 교훈， 짝음 찾는 인간의 본성， 자신에게 주어진 문병， 사랑 

의 유익함， 습관의 와고함‘ 저자성의 회피， 쾌락의 필요생을 통해 불순한 내 

용과 쾌락의 추구를 합이화한디 이러한 합이화의 망식들은 황금세기 특히 

반동증교개혁 시디1 의 텍스트에서 디시 갖아올 수 있을 낀큼 스페인 문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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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사용되었다. 따라서 서문에서 표방된 교훈과 기도문은 은밀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립서비스이며， 작가가 궁극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디. 

사람틀이여， 내 비록 재주가 미천하나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방랑 시인을 빌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Señores, he vos servido con poca sabidoría: 

por vos dar solaz a todos, 빼lé vos en juglεría. (1633cd) 

맺음말 

결국 중세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쾌락은 인간의 본능과 소일거리의 필 

요가 낳은 일종의 용서할 수 있는 변칙으로， 또 연간의 불완전성과 연약함의 

증거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시학은 ‘당의정’의 개념을 통해 쾌락 

을 교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만약 예술의 역사적 전개파 

정이 쾌락을 향한 연간의 본능적 욕구라는 원심력과 이를 통제하려는 구심력 

사이의 대립， 투쟁， 화해의 반복적 순환이라면， 억압의 시대에서도 쾌락을 위 

한 모색은 비록 방어적이고 우회적일 지라도 분병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문혁이 보여주는 쾌락의 합리화는 언간과 사회를 이해하 

기 위한 하나의 개념적 지표가 된다. 이는 단순히 기법의 차용이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자의적 도피 기제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내변에 담겨았 

는 이중성， 그리고 상상력의 지유와 이에 대한 사회적 통제라는 모순적 요소 

들의 충돌과 조화라는 보다 커다란 담론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문학이 추구 

하는 당위가 있다면 그것은 통제적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공존 

속에서 모순적으로 보일 만큼 다양의 의미의 켜를 생산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스페인 문학의 경우에서도 중세에서 근대 초입까지 얼관되게 유지되어온 호 

라티우스의 공리와 ‘당의정’의 개념은 하나의 의미만을 담보하지 않는다. 앞에 

서 확인했듯이 문학의 목적에 대한 시학적 병제가 한편에서 교훈음 위한 수 

단으로 쾌락을 한정시켰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표방하는 그 자체가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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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유익히 추구히기 위한 면죄부기 되기보 한c1 특히 우리가 살펴본 텍스 

트늘은 이 개년이 종종 즐거움의 추구랴는 본연의 목적을 감추기 위해 도덕 

주의지나 겁열판에거1 저1공뇌는 입바른 말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시 우리는 시문의 도덕적 으l도와 본 텍스드의 불일치， 이논과 칭직의 분 

열치들 밤건학 수 았다 따라사 쾌닦의 합리화 문제들 통해 삽펴복 수페 91 

증세 문혁은 던일한 시혁삭 원리만으로는 섣벙한 수 없다 호랴티우스가 문 

학의 목적음 교훈과 즘거움 사이에서 논의했다면 스페인 중서]논 그 사이에 

건진한 증서움과 츰거운 교훈이라는 또 다른 의미층틀을 생산해 낸다 하나 

의 텍스트에 대한 모순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의미층의 공즌에 스 

페인 중시)분학의 흥생함이 았으며， 01 풍성함은 이후 바로크를 /거지면서 ‘빛 
과 이뉴 혹은 표상파 본질의 붙일치로 규정뇌는 스페인 문학의 원류블 형성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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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n 

Justificaciones Del Entretenimiento Como un Objetivo de 

la Literatura en Los Textos Medievales Españoles 

Kyung-Bum, KIM 

EI propósito de este estudio es indagar las justificaciones del entretenimiento 

considerado como deseo vicioso en la literatura medieval española. AI abordarlas 

hemos analizado tres obras: El conde Lucanor de don Juan Manuel, la Discψlina 

Clericalis de Pedro Alfonso y el Libro de Buen Amor de Juan Ruiz. Mientras 

que El conde Lucanor constituye el prototipo de la literatura didáctica med비ieva띠1 ， 
’ 

la prime앉ra obra de비l εxεmηlplzωumη1 -Dis‘scαiplina Cler‘'lca띠lis‘s- y la obra maestra de Juan 

Ruiz nos servirán de las fuentes para nuestro 0비etivo. Como es bien sabido, 

desde la Edad Media hasta el Barroco (tal vez hasta nuestros días) el concepto 

fundamental sobre la meta de la literatura es el “ deleitar aprovechando", tópico 

horaciano manifestado en su Ars Poetica (vv. 333-334). En cuanto a los sentidos 

de este tópico, tenemos en cuenta que el placer y el didactismo no poseen un 

valor igual: es decir, el tópico horaciano y el térrnino medieval de “píldora 

dorada" significan que el verdadero objetivo de la literatura es la enseñanza moral 

y científica, y que el entretenimiento no llega a ser más que un instrumento para 

obtenerla. Sin embargo, es muy cierto que el deseo 0 instinto del ser humano 

que quiere divertirse no es tan débil para ser aplastado por un dogma moral, ni 

se conforma con la exigencia de necesidad. Naturalmente se esperan las cosas 

para el entretenimiento en los horizontes expectativos de los escritores y lectores. 

No obstante, los autores no pueden declarar aparentemente la intención placentera 

por el miedo a la censura 0 por la auto-censura. Ante esta situación hostil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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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r, Jos a띠ores procuran buscar una~ maneras para conseguir un lugar de 

entrζlenimiento evitando las po~iblεs Crillιas. La más común de ellas COnSÍSLe en 

ponerse la máscara didáctica para encubrir 1a intención placentera. Aquí surge la 

aniol1l1ma ζntre ζ1 pnílogo y t:l texω-ι rpu~， que pTobabl이11enlζ muesLra un 

fenémeno dε la modemidad 

1ιa obra de Pedro Afonso hace hincapié ε:11 esta antinomia, pTOponiendo ‘ 

쩌emfls‘ que juzgar si una obra es didi띠ica no pertenece al autor sino al libre 

albedrio de los le，이Qres. Así. el autor queda exento de la re패 onsabilidad de su 

obra. Sobre todo. εon la táctκa de restringir 105 lectores a frailes, logra a 

dεsaparεcer la posibilidad dε quε SU obra sεa mal intlζ:rpretada. Si el autor judío 

converso Jl…ifica el plaιer con 1a mlπalidad de 10s leιtores ‘ J uan Ruiz 10 hace 

ωn 1a ambigüedad del lengL에e. ÉSle nus aùviζrlζ que ζ1 1eng띠LJe sζ presta 

siempre a ùiversas interprelaciunζι y ‘1"ζ e1ζglT ζntre las posibles 이 1a 

respollSabi1idad del lector. Fsta idea, ba~ada en el voluntarismo de San Agustín, 

εs una defensa legítima contra las acusacione-; de mala fe 0 de intenciones 

inmorales, porque el mal ‘ está en el ojo del que lee, y no en el libro ’ Con 10 

cual el autor, una vez que declara la intención didáctica en el próJogo, puede 

narrar cualquier cosa, que sea un vida santa 0 un adulterio. En esta justificación 

sε int，εrVlenε también un prεtεxto esterε0(1띠do quε conocεl 비 maJ εs útil para 

rechazarlu. En cuanto al argumεnlo‘ el aulor au때 u~ti [jca su porlìa en la busca 

dε1 amor camal con la naturaleza biulógica Jel humbrζ con εI carácter in바 udib1e 

‘lζ SU destino indiviùual y ωn la pζrtinacia dζ la coslumbre. Aùem싫， ‘1a énrasis 

εn la utilidad del amor: pues ‘ el amor es bu히10 para mantener la j u、entud y la 

salud corporal y mental. Sin embargo, las jmtificaciolles 111앙 peculiares se 

encu잉끼ran en la incettidumbre de la autoría. Es decir, el autor imita fielmente 

una comedia latina muy conocida para la historia de doña Endrina y don 1\'leιn 

y invita a los lectores corregir su obπa cuando no Jes cae bien 

Dεsdε ε1 punto de vista dε la εstética med. i야lal ， ε1 ζntretεnimiento dεbε 5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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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do C0010 lIna recreacÎón pζrdonable y una prueva dζ la dζbilidad 

humana. Sin embargo, el L강nnino de “píldora dorada ’ se utiliLa en dos verLiζntes 

OpUtSlas: por un laoo‘ ζs un κllejo Jel canon oJìcial; por OLro laùo, al cuntrariu, 

una má~l:ard para t lll.:ubrir ζ1 placer sensua1. POT consiguienle, a travé 'i de 1a5 

justificaciones del plaιer podemo‘ apercibir que la 1iteratura medieval espafl이a 110 

puede explicarse por una idea εstética. Sî Horacio pone εn tela de juicio el 

。이 etivo de la poesía entre el deleite y el didactismo, 105 autores medievales 

intermeten a ambas categorías dos estratos semáncticos y interpretativos m따 

Aquí reside 13 riqueza de la literatura medieva l. L끼 confuencia de diversas 

IOtεrpret3ciones a Ull 1l11SmÚ t，εxto 11ζga a constituir la tradición auténtica de la 

cultura española, dζnominada como la t:Onvìvencia de “sol y sombm" 0 desacuerψj 

entr，ζ l'ondo y [onna 

검색어 스페인 증세운혁， 패막의 합리화‘ 당의성， Oisιiplina Clerical‘ Libro 

de Ruen Am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