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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엘리자베스조 드라마에 나타난 고리대금업의 주제를 통해 16세

기 말 경제적 전환기의 극장에서 당대 중상주의가 국가주의를 차용하여 영국을 

경제 국가로 형성해가는 양상을 살핀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체제 이전의 

유럽의 경제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인 중상주의를 체제 혹은 정책이 아닌 국가 

형성 담론으로 이해하여 문학연구에 적용한다.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급성장

하는 경제를 그 특징으로 하는 16세기 영국의 상업 현실에서 개별 국가의 경제

는 범세계적인 시장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외국인 타자들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외국은 라이벌로서 국가에 위협이 된다는 중상주의적 패러독스에서 자

유롭지 못하다. 본 논문은 필요하지만 위협적인 외부와 국가의 관계를 어떤식으

로 자리매김하면서 영국이 경제 국가로 발돋움하는지 당대 문학 작품 속 고리

대금업 주제를 통해 살필 것이다. 이 시기 작품 속 고리대금업은 사치품 교역, 

화폐 타락, 모험이데올로기와 같은 당대 경제 문제들과 결부되면서 16세기 경제

와 그것이 수반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한

다. 

2장과 3장에 걸쳐 도덕극에서 시민희극으로 가면서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핀다. 도덕극에서는 자국와 외국의 대립 구도 속에서 고리대

금업이 반외국주의적인 것으로 내쳐지는 경향이 있었다면, 시민희극으로 향하면

서 고리대금업은 국내의 경제 문제를 드러내는 기제가 된다. 윌슨의 『런던의 

세 부인』에서 고리대금업은 사치품 교역의 문제와 결부되어 영국을 위협하는 

반외국적인 것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후속작인 『런던의 세 부인과 세 귀족』에 

이르면 고리대금업을 대변하는 인물 유저리는 궁극적으로 이자율을 10% 이하

로 규제한다는 1571년 반고리대금령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영국 안으로 흡수된

다. 허튼의 『영국인』에서는 유저리의 후속 이야기가 포르투갈 출신의 유태인

이면서 영국으로 귀화한 피사로를 통해 전개되는 측면이 있다. 이 때 고리대금

업은 그 자체로 문제적인 경제 행위가 아니라 피사로의 재산이 궁극적으로 영

국의 국부에 기여하게 되는지, 아니면 외국 상인들에게 넘어가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영국인』은 피사로가 채무자인 영국 젠트리를 사위로 맞이

하게 되면서 영국의 토지와 고리대금업이 결합하여 고리대금업이 국가 체제 안

으로 편입되는 결말을 향한다. 피사로의 재산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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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에 기여한다면 고리대금업으로 얻은 그의 재산도 영국에서 어떠한 처

벌없이 수용된다. 고리대금업은 더 이상 도덕적 차원의 악덕이 아닌 상황과 필

요에 따라 수용될 수 있는 정치경제의 맥락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피사로의 영국화를 기점으로 주로 외국인으로 재현되었던 고리대금업자는 

영국 안으로 길들여지면서 시민희극의 영국인 상인-고리대금업자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17세기 시민희극에서 중요한 쟁점은 고리대금업이 얼마나 타락

한 것인지가 아니라 고리대금업을 매개로 탕자들과 상인 및 고리대금업자들이 

빚어내는 갈등과 그것이 어떻게 해소되면서 영국 시민의 자리가 탐구되는가 하

는 문제이다. 이전 도덕극에서 고리대금업은 자국과 외국 사이의 갈등 속에서 

다뤄졌다면 시민희극으로 가면서 고리대금업의 주제는 국내의 경제 문제를 비

추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시민의 자리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시

민희극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나 『영국인』을 시작으로 하는 시민희극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리대금업의 주제에 접근한다. 시민희극이 고리대금업자와 젠트리의 

문제를 상인과 젠트리의 문제로 가져가면서 고리대금업의 주제를 계급 갈등이

라는 맥락에서 다룬다면, 『베니스의 상인』은 고리대금업자와 상인을 구분하고 

상인과 젠트리를 모험의 경제를 대변하는 ‘탕아’로 결합시키면서 모험 이데올로

기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국가주의를 그려낸다. 이 때 고리대금업은 이렇게 탄

생한 경제적 국가주의를 재고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작품은 고리대금업자와 상

인을 구분하면서도 안토니오의 자선의 대출과 샤일록의 채무 계약의 경계를 흐

릿하게 만듦으로써 정당한 상업과 부정한 고리대금업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한다. 

하지만 샤일록의 고리대금업은 포셔를 통해 ‘마음의 고리대금업’으로 내쳐지고 

포셔는 샤일록과 차별화 된 ‘합법적 고리대금업’을 대변하면서 고리대금업이 상

업의 일환으로 수용되는 당대 경제 현실을 들여온다. 포셔가 대변하는 ‘합법적 

고리대금업’으로 바싸니오-안토니오의 베니스적 모험 이데올로기의 한계가 보완

되며 런던의 미래로서 새로운 벨몬트가 구축된다. 

결국 본 논문은 이방인 고리대금업자가 시민 상인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

에서 영국의 경제가 도덕경제에서 정치경제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양상을 

탐구했다. 도덕극의 고리대금업자가 시민희극의 상인으로 이어지며 이 때 고리

대금업은 상인과 젠트리의 긴장과 갈등을 드러내는 기제가 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시민희극에서 상인과 젠트리의 관계는 천편 일률적으로 그려지지 

않기에 본 논의는 허튼의 극 이후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마스턴, 존슨, 미들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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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작가들의 도시/시민희극의 상인 시민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고리대금업, 중상주의, 경제적 국가주의, 도덕경제, 정치경제, 
도덕극, 시민희극 
학   번 : 2009-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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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고리대금업과 16세기 영국의 정치경제

초기 근대 영국 희곡에 등장하는 고리대금업자 유형을 개괄한 아서

비빈스 스토넥스(Arthur Bivins Stonex)에 따르면 1533년부터 1642년까지

상연된 작품 중 총 71개의 극에서 고리대금업자가 등장한다. 이 중

고리대금업자가 극을 이끌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작품은

45개로 17세기 이전 엘리자베스 시대에 속하는 작품은 11개이다(191, 3n). 

이 때 고리대금업자가 유대인으로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로버트

윌슨(Robert Wilson)의 『런던의 세 부인』(The Three Ladies of London,

1581; 이하 『세 부인』)에 등장하는 게론투스(Gerontus)는 터키에서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유대인이다. 또한, 후속작인 『런던의 세 귀족과

세 부인』(The Three Lords and Three Ladies of London, 1588-89; 이하

『세 귀족』)에서 알레고리적 인물로 형상화되는 유저리(Usury)는 그의

부모가 유대인으로 언급된다는 점에서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크리스토퍼 말로우(Christopher Marlowe)의 『몰타의 유대인』(The Jew 

of Malta, 1593)에 등장하는 바라바스(Barabas), 셰익스피어(Shakespeare)

의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 1596)에 등장하는

샤일록(Shylock)은 모두 엘리자베스조에 가장 유명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이다. 윌리엄 허튼(William Haughton)의 『내 돈으로

영국인을』(Englishmen for My Money, 1598; 이하 『영국인』)에 나오는

피사로(Pisaro)는 런던에서 무역업과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포르투갈

출신의 마라노(marrano)로 추정된다. 작품에서 피사로가 유대인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는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이주하여 기독교로

                                        
1 스토넥스가 다루는 고리대금업 희곡 중 엘리자베스조 작품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The Tide Tarrieth No Man(1576), The Three Ladies of London(1583), The 
Three Ladies and the Three Lords of London(1585), A Looking Glass for London and 
England(1589), Jew of Malta(1589), A Knack to Know an Honest Man(1594), The Blind 
Beggar of Alexandria(1596), Wily Beguiled(1602), The Merchant of Venice(1596), 
Englishmen For My Money(1598), Jack Drum's Entertainment(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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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한 유대인, 즉 마라노일 가능성이 크다(Campos 610). 

로이드 에드워드 커모드(Lloyd Edward Kermode)는 『세 개의

르네상스 고리대금업 희곡』(Three Renaissance Usury Plays)에서

16~17세기 영국 고리대금업자의 문학적 재현을 개괄한다. 그에 따르면

17세기 이전 희곡에 등장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특히

유대인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작품에서

부정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98년 허튼의

『영국인』이후 고리대금업자들은 대부분 도시 희극(city comedy)에서

영국인 상인들로 등장한다. 17세기 이후에는 영국인 고리대금업자를

희극적으로 재현하는 경향이 드러난다(12).

그러나 고리대금업 희곡 중에서 유대인-고리대금업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16~17세기를 통틀어 대여섯 작품에 불과하다. 따라서 커모드가

지적하듯 고리대금업 희곡을 단순히 유대인이 등장하는 극들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20). 커모드는 고리대금업 희곡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

고리대금업자들의 도덕적인 갈등을 다루는 희곡들은 대부분

자발적이고 슬프지만 웃기는 개심으로 귀결되는 희극적인

결말에 머물러 있다. 고리대금업자의 완고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교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품들은 잃어버린 영혼이 영국의 도덕의 우리 안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되풀이해서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연구되었던 ‘고리대금업’ 희곡인 셰익스피어와 말로우의

작품은 ‘고리대금업 희곡’ 양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However, the plays that portray this moral conflict [of the usurers] 

for the most part remain ‘comic’ with their endings of willing and 

sadly amused conversion; in spite of the preachers’ insistence on 

                                        
2 고리대금업 희곡(usury play)라는 장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논문에서는 커모

드를 따라 고리대금업을 중심 소재로 다룬 극을 편의상 고리대금업 희곡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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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ssibility of the softening of the usurer’s hard heart, these 

plays time and again play out just that fantasy of returning a lost 

soul to the moral fold of England. In this way, our two most 

written-about and read ‘usury’ plays, by Shakespeare and Marlowe, 

are not representative of the ‘usury play’ mode . . . (25, 인용자

강조).

커모드가 짚어내는 고리대금업 희곡의 키워드는 ‘희극적(comic)’과

‘개심(conversion)’이다. 『고리대금업자들의 시장 혹은 장터』(The 

Market or Fayre of Usurers, c. 1550)나 『교황 고리대금업의 몰락』(The 

Ruinate Fall of the Pope Usury, c. 1580)과 같이 고리대금업 문제를

다루는 당대의 산문(prose tract)에서 고리대금업자의 개심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다뤄지는 반면 문학에서는 고리대금업자가 잘못을

뉘우치며 ‘도덕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제시한다(Kermode, 

Usury Plays 25). 이 점에 주목하여 커모드는 고리대금업자의 개심을

고리대금업 희곡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해한다. 나아가 1590년대 이후

탐욕적인 고리대금업자는 중세 도덕극이 할당했던 악덕(Vice)의

전형에서 벗어나 어리석음(folly)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받아

웃음의 대상으로 그려진다(Usury Plays, 25). 17세기 이전의

고리대금업자가 탐욕의 화신으로 그려졌다면 이후의 고리대금업자는

사회적 신분 상승을 꿈꾸는 출세주의자(social climber)의 전형으로

고리대금업의 주제는 비극보다는 희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됐다(Usury 

Plays, 28). 커모드의 관점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 가장 유명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인 바라바스나 샤일록은 개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희극적

고리대금업자의 전형과는 거리가 있다. 이 때문에 커모드의 고리대금업

희곡 연구는 바라바스와 샤일록을 제외한 17세기 도시 희극 장르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커모드의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16세기 엘리자베스조

고리대금업 희곡을 논의에 포함시켜 16세기를 지나면서 극 중

고리대금업자들이 유대인에서 영국인으로, 이방인에서 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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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과정을 살피고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점차 사회문화적으로

수용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현실을 구축하는 양상을 살핀다. 

커모드는 17세기 이후 고리대금업 희곡의 양식을 고리대금업자의

개심이라는 측면을 부각하여 설명한다면 본 연구는 도덕극의

알레고리에서 출발한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17세기

도시/시민희극에 안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고리대금업의 문제는 개인적 도덕의 영역에서 국가적 정치 경제의

영역으로 옮겨 다뤄진다. 특히 시민희극에서 고리대금업은 계급 문제와

결부되어 영국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는 통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극 중 고리대금업자의 변화,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도덕극에서

시민희극으로 이행하여 다뤄지는 양상, 그리고 고리대금업에 대한 당대

사법적 변화 과정을 엮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궁극적으로는 문학 속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국가주의와 결부되어 영국 국가 경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다뤄지는 양상을 16세기 상업 혁명을 배경으로 보고자 한다.

16세기 영국 상업의 급격한 팽창은 중세적 도덕 경제에서 근대적

정치 경제(political economy)로 이행하는 경제의 세속화를 견인하는

힘이었다. R. H. 토니(R. H. Tawney)는 종교에 종속되었던 중세 경제의

세속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고리대금업의 사회·경제적 역사를

주목한 학자이다. 토니는 종교와 자본주의 발전의 연결점에 주목하면서

고리대금업이 그 연결을 설명할 수 있는 주제가 된다고 보았다.

16세기가 시작할 때, “농부가 농사를 지으며 살 듯 고리대금업을

따라 사는 것”은 통상적으로 수치스럽고 부도덕하거나 명백히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16세기가 끝났을 때, 대출업은

인정받고 평판 좋은 직업, 법적인 보장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변화했다. 그러나 그 변화 자체는 신학의 자리에 자연주의적인

정치산술을 놓게 되는 더욱 큰 혁명 일부분이었다.

When the century began, “to live by usury as the husbandman doth 

by his husbandry” had commonly been treated as ignominious, 

immoral or positively illegal: when it ended, money-lending wa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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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to enjoy the legal security of a recognized and reputable 

profession. But that change itself was part of a larger revolution 

which was to set a naturalistic political arithmetic in the place of

theology. . . (“Introduction” 106).

토니는 16세기 고리대금업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경제의 문제가

신학으로부터 나와 자연주의적인 정치산술로 이동하게 되는 더 큰 틀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종교에 종속되어 있던 경제가 세속화되는

과정을 토니는 “고리대금업에 대한 이론을 통해 일반적인 윤리적

개념들을 재산 획득과 교역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적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인 체제로 번역하려는 끈질긴 시도가 행해졌다”(For it had 

been through the theory of usury that the most persistent attempt had been 

made to translate these general ethical conceptions into a legal system 

applicable to the particular transactions by which property is acquired and 

trade carried on; “Introduction” 107)라고 하며 윤리가 법의 영역으로, 

도덕 경제가 정치 경제로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고리대금업의

역사는 단지 대금업이라는 실질적 경제 관행의 차원을 넘어 더 큰

틀에서 중세 경제에서 세속 경제로의 변화를 담고 있다. 토니는 이러한

전환의 기저에는 종교개혁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적 전환에 있어 종교개혁의 영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토니는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관계를 다룬 막스 베버(Max Weber)의 연구를

계승한다. 그러나 토니는 베버보다 한 걸음 나아가 경제 발전에 대한

종교 사상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당대에 수용된 경제 질서가 당대의

종교적 견해에 미친 영향”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자본주의의 발흥』

30). 베버가 종교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토니는 그 반대 방향도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니는

베버가 종교개혁을, 특히 칼뱅주의를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칼뱅의

소명이란 개념을 확대 재해석했음을 비판한다. 또한 신대륙 발견, 통화

가치의 폭락 등이 초래한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베버의

한계이다(『자본주의의 발흥』 47). 토니는 16~17세기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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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은 이 두 나라가 프로테스탄트 국가라는

사실보다 더 광범위한 흐름, 특히 지리상의 발견과 그것에서 나온

결과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자본주의의 발흥』 48). 베버는 개인의

내면적 인상 및 동기, 경제 행위에 프로테스탄티즘이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자본주의적 ‘품성’의 형성을 본다면 토니는 개개인의 품성이나

정신보다 당대의 경제조직 및 사회구조에서의 변화를

중시한다(『자본주의의 발흥』 30~32).

본 논문은 초기 근대 경제의 세속화 과정을 사회·경제적으로 고찰한

토니의 큰 틀을 문학연구에 적용하여 문학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고리대금업자의 변화를 16세기 경제와 사회·문화의 교차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엘리자베스조 고리대금업 희곡을 당대 영국의

해상 팽창과 이에 따른 경제적 변화에 대한 반응을 읽어낼 수 있는

장으로 이해하여 작품 속 고리대금업자의 변화를 16세기 영국의 상업

혁명의 맥락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3 16세기 중엽은 여러 방면에서

영국 경제의 급격한 전환이 일어났던 시기다. 카톨릭 교회의 엘리자베스

여왕 파문, 영국의 네덜란드 독립전쟁 개입 등으로 영국과 스페인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1585년 영국의 주 무역 통로였던

앤트워프(Antwerp)가 스페인에 의해 막히게 되자 영국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통하지 않고 아시아, 아메리카, 지중해 지역의 나라들과

직접적인 무역을 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을 쏟기 시작한다. 

1550년대부터 영국과 모로코와의 무역이 시작되었으며, 영국은 머스코비

상사(Muscovy Company)를 세워 포르투갈의 방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극동 지역(Far East) 국가들과 무역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찾기 위한

사업을 감행한다. 영국이 스페인과 멀어지게 된 15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영국과 오토만 제국의 정치 경제적인 관계 모색이

                                        
3 16세기 상업 혁명에 대한 내용은 Brenner의 Merchants and Revolutions: Commercial 

Change, Political Conflict, and London’s Overseas Traders, 1550-1653의 첫번째 챕터 “The 

Dynamics of Commercial Development, 1550-1640: A Reinterpretation”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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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1580~81년에 세워진 터키 상사(Turkey 

Company), 1583년의 베니스 상사(Venice Company), 그리고 이 두

회사가 합쳐 세워진 1592년의 레반트 상사(Levant Company)가 이를

증명한다. 이 외에도 영국 대부분의 무역 합자회사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생겨나는데 이를 통해 영국의 상업 지형도는

확장된다(Brenner, 6-23). 16세기의 영국은 국제 무역의 대상을 넓혀가며

세계적 무대로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런던은 베니스와 앤트워프를

계승하는 국제적인 상업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1571년에는 왕립

거래소(Royal Exchange)가 런던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게 되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상인들이 활발하게 해외 무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활발해진 무역 시장을 배경으로 런던에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해오는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가 양산된다. 

외국과의 교역은 상업을 진흥시켜 국가의 부를 늘리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가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에 국가의 부를 다른 나라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고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대 경제의 중요한 과제였다. 

17세기 이전 고리대금업 희곡은 외국인 고리대금업자를 통해 영국

경제가 안고 있는 반외국적 문제의식을 표출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고리대금업 희곡이 담당했던 사회적인 기능을 이해하고

고리대금업의 문학적 주제가 영국 상업의 역사라는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리대금업자가 유대인에서

영국인으로 그려지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영국의 상업적 국가주의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라는 타자를 전유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이 작업을

통해 희극에서 고리대금업이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뿐 아니라

국제 무역, 투기, 화폐 타락과 같은 경제 문제를 다루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나아가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경제 국가로서

영국을 자리매김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필 것이다. 16세기 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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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통해 고리대금업 희곡을 살피는 것은 문학을 통해 당대 경제를,

경제를 통해 문학을 이해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2. 국가 형성 담론으로서의 중상주의

초기 근대 드라마와 경제의 관계를 다룬 기념비적인 연구서인

『국가 드라마』(Drama of a Nation)에서 월터 코헨(Walter Cohen)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경제 체제의 과도기를 배경으로

엘리자베스조 극장을 읽어내면서 셰익스피어의 극들이 대중이 아닌 신흥

귀족(neo-aristocrat), 즉 돈으로 계급을 사고 이후에 부르주아 계층으로

성장하게 되는 신흥 상인 계층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코헨의

주장은 경제 변화와 문학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에서 강한 설득력이

있지만,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이라는 맑스주의의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마크

네츨로프(Mark Nezloff)는 토마스 모이슨(Thomas Moison), 마이클

네리히(Michael Nerlich), 라스 엥글(Lars Engle), 마이클 퍼버(Michael 

Ferber)와 같은 맑스주의 학자들이 『베니스의 상인』(Merchant of 

Venice)을 읽어낼 때 공통으로 작품의 경제적인 언어가 자본주의로

향해가는 것으로 분석하는 코헨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문제임을 지적한다(20-21). 네츨로프는 코헨이 자본주의를 하나의

단일한 분석 대상으로 재현했고, 무엇보다 자본주의와

중상주의(mercantilism)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21).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transitional studies)의

한계를 지적하는 움직임을 신경제비평(New Economic Criticism)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구 맑스주의와 의도적으로 차이를 두면서

문학과 경제 문제를 다루려는 비평적 경향이다. 사실 신경제비평은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 접근한다는 점에서 다른 비평 경향과

그 정체성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신경제비평은 이보 캄프(Ivo 

Kamps)가 말하듯 신역사주의, 맑시스트, 페미니스트, 그리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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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론적 경향을 가진 비평의 흐름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표현”(catchall 

phrase)이라고 할 수 있다(Grav 111, 재인용). 린다 우드브릿지(Linda 

Woodbridge)가 편집한 『돈과 셰익스피어의 시대』(Money and the Age 

of Shakespeare)나 바바라 세벡(Barbara Sebek)과 스티븐 뎅(Stephen 

Deng)이 공동 편집한 『글로벌 교역』(Global Traffic: Discourses and 

Practices of Trade in English Literature and Culture from 1550-1700)과

같은 소위 신경제비평 연구 모음집을 보면 경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 연구들이 모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드브릿지는 신경제비평이 “돈, 상업, 그리고 경제학은 영국 르네상스

문학에서 구별된다”(money, commerce, and economics make a good deal of 

difference to English Renaissance literature; 9)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한다. 신경제비평은 결국 돈, 상업, 경제와 같은 개념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여 문학에서 경제 주제를 논의할 때 보다 더 세밀한 개념 도구를

가지고 접근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데이비드 혹스(David Hawkes)는 『셰익스피어와 경제

이론』(Shakespeare and Economic Theory)에서 신경제비평에 대한

자리매김을 시도한다. 혹스는 돈이라는 대상이 언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호가 될 수 있기에 은유로 읽어낼 수 있다고 본다. 돈을

은유로 읽어내는 접근 방법을 신경제비평의 시작점으로 보는 혹스는

신경제비평이 “미학과 경제 사이의 형식적 평행 관계”(formal parallels 

between aestheitics and economies)를 주목한다는 점에서 신형식주의와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이해한다(68). 또한 혹스는 비 맑스주의자(non-

Marxist) 중에서 경제를 논하는 문학 연구가들을 통틀어 신경제비평가로

이해하면서 이들은 기존 맑시스트들과 경제 문제에 다르게 접근한다고

설명한다(68). 혹스는 신경제비평의 기저에는 생산 경제에서 교환

경제로 나아가는 경제사적인 변화가 깔려있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까지는 생산, 산업, 무역 노동조합, 그리고 계급 갈등과 같은

생산 경제의 문제가 화두였다면 교환 경제로 변해감에 따라 서비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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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관련된 문제들이 경제학의 화두가 된다는 것이다(68-69). 그는

“포스트모던 경제는 간략히 말해, 자율적인 재현의 체제, 혹은 그러한

많은 체제의 네트워크로 그것은 문학 비평가들이나 경제학자들 모두에게

완전히 새로운 지적 기회를 열어준다”(The postmodern economy, in short, 

is a system of autonomous representation, or rather a network of many 

such systems, and this opens a whole new world of intellectual opportunity 

for literary critics and economist alike)고 하면서 경제와 언어의 유사성, 

그리고 그 둘이 모두 재현의 문제와 연관된다고 강조한다(69). 혹스는

나아가 생산, 노동, 계급의 차원을 강조하여 자본주의 비판을 수행하는

맑시스트 비평과 달리 교환 체제로서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윤리적인 비판이 결여되었고 계급 갈등이 완화되었다고

주장한다(74). 즉, 신경제비평은 자본주의 체제를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혹스의 설명은 신경제비평을 지나치게 반 맑시스트의

영역으로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돈을 기호로 보고 큰 틀에서 경제 문제를 재현의 문제로

확장해서 보는 접근은 경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빈센트 라이치(Vincent Leitch)는 신경제비평에

대해 “반정치적 역사주의”(Antipolitic historicism)라고 비판하기도

한다(Grav 113). 혹스가 말하는 신경제비평은 맑시즘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 경제 문제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맑시즘과 신경제비평의 관계는 물 가르듯 나눌 수는 없다. 

따라서 신경제비평에 대해 “맑시즘의 개념적 도구들이 사용가치가 있을

때 조차 맑시스트적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much of it seems an active evasion of Marxist modes of inquiry 

even when Marxism’s conceptual tools could prove of use)고 하는

하워드(Howard)와 셰어쇼우(Shershow)의 지적은 타당하다(Sebek and 

Deng 3에서 재인용).

    실제로 신경제비평 연구 모음집에 수록된 논문들은 맑스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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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기 보다 기존에 맑스를 읽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다르게’ 읽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문학이 경제적인 흐름과 생각을

반영하고 또 그것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다각도로 접근하는 피터 F. 

그래브(Peter F. Grav)가 신경제비평을 설명하는 방식이 더욱 설득적이다.

그래브는 혹스와 마찬가지로 돈을 은유로 본다는 측면에서 신경제비평이

신형식주의와 만나는 지점을 이야기한다. 그는 “신경제비평은 ‘바깥을

향하는’ 역사주의의 접근방법을 보완하면서 ‘텍스트의 경제’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의 내부를 들여다본다”(Complementing its ‘outward’ historicist 

approach, this side of New Economic Criticism looks inward at what might 

be termed the ‘economies of texts’”; Grav 112)고 하면서 문학 연구에서

꼼꼼히 읽기(close reading)의 귀환을 설명한다. 더 나아가 그래브는

신경제비평의 유용성을 이야기 하며 “아마도 이미 맑시스트 비평가들과

문화 유물론자들이 밟아온 땅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는 점은 신경제비평의 매력의 일환일 것”(Perhaps, part of the 

attraction of New Economic Criticism is the opportunity it presents to 

‘revisit’ ground already trodden to a certain extent by Marxist critics, as well 

as by cultural materialists; 114)이라고 말한다. 신경제비평 경향을

반맑시스트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혹스의 논의에 그래브의 지적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신경제비평은 맑스를 다시 들여다보는(revisit) 작업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신경제비평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로

맑시스트의 역사적 결정론(historical determinism)에 대한 재고, 즉 경제

체제의 전환(transition)에 대한 도식을 지양하고 더욱 섬세하고 미묘한

의미를 짚어가며 맑스를 다시 읽는다는 측면이다. 둘째로 신경제비평은

교환 중심의 경제와 그에 수반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물론 이 두 특징은 서로 연결된 주제를 다루긴 하지만 초점이 계급

문제에 있는지, 아니면 교환 경제 체제로의 변화와 그에 수반되는

국내외적 경제적 변화에 있는지 서로 다르다. 두 경향 모두 앞으로

도래할 자본주의라는 목적을 향해간다는 결정론적인 관점을 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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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미묘한 차이(nuanced)가 있는 경제 이야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중상주의(mercantilism)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근대에 대한 신경제비평은 중상주의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수반한다. 고리대금업을 주제로 하는 본 논문은 자본주의 이전의

중상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본주의와 중상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주목한다.

경제사에서 중상주의(mercantilism)는 1763년 마르퀴스 드

미라보(Marquis de Mirabeau)의 “상업의 체제”(systeme mercantile)란

용어를 통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본격적인 논의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Wealth of Nations; 1776) 4권 1장의 “상업주의 또는

중상주의의 원리”(The Principles of the Commercial or Mercantile 

System)에서 진행된다. 스미스는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를 중상주의

체제(mercantile system)로 일컬으면서 그것은 “부가 화폐 또는 금·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이러한 생각은 “가치의

척도와 상업의 도구라는 돈의 이중적 기능에서부터 발생한”(That wealth 

consists in money, or in gold and silver, is a popular notion which naturally 

arises from the double function of money, as the instrument of commerce 

and as the measure of value)다고 본다(IV. 1. 1). 여기서 스미스가 말하는

부(wealth)는 유동적인 자본이라기 보다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금·은과

같이 물질적 형태를 가진 부의 총량을 의미한다. 결국 중금을 많이

보유한 국가일수록 부유하다는 생각이 중상주의에 대한 기본 전제로

깔려있다. 이에 국가는 더 많은 중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스미스가 말하는 중상주의

체제는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및 독점과 같은 경제 정책을 통해

상인과 정치인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수반한다(Stern and Wennerlind 3). 

스미스는 중상주의가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경제 체제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상업 활동의 양식을

넘어서 상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식까지 아우르는 개념이 된다고

설명한다(Harri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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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가 중상주의를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수반하는 체제 내지는 정책으로 본다면 스위스 경제사가 엘리

헥셔(Eli Heckscher)는 “중상주의는 콜베르트나 크롬웰이 존재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적 개념일

뿐이다”(Mercantilism never existed in the sense that Colbert or Cromwell 

existed. It is only an instrumental concept which, if aptly chosen, should 

enable us to understand a particular historical period more clearly than we 

otherwise might)라고 하면서 중상주의를 “경제 정책 역사의 한 단계”(a 

phase in the history of economic policy)로 이해한다(1). 이 때 헥셔는

중상주의를 물질적 구조(material structure)나 체제(system)가 아닌 해외

무역에 있어 정부의 개입에 대한 17세기의 여러 아이디어의 모음으로

본다(Harris 4). 그러나 헥셔의 해석에 대해 조나단 길 해리스(Jonathan 

Gil Harris)는 경제 정책이나 체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의 개입을

중상주의의 요소로써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4-5). 그는 16세기 중엽

이전까지 해외 상업은 국민 국가(nation-state)보다는 특정 도시 국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지만, 무역 네트워크가 증가하면서 국가 단위의 경제

정책이 필요해졌고 이는 경제를 기반으로 한 근대적 국민 국가 형성에

공헌했다고 본다(5). 특히 수도원 해체 이후 영국은 대대적으로 경제

정책과 관행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야했고, 자국에 적대적인 유럽

가톨릭 세력에 대항한 전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국고를 확립해야

했으며, 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아시아와 같은 새로운 무역 항로를

개척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영국의 국부론이 강화된다(Harris 5). 

나아가 스페인 및 오토만과의 관계에서 여왕의 비호를 받는 해적들의

활동, 1566년 영국 모험상인조합(the Merchant Adventurer of England)이

국가로부터 받은 인가(charter), 국가의 도움으로 설립된 여러

합자회사는 모두 도시를 기반으로 했던 상업이 점차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성격으로 변화함을 보여준다(Harris 5-6). 이에 해리스는

중상주의를 국가 형성 동력(nation-making power)으로 주목해 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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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아이디어의 모음도, 통합된 체제도 아닌 하나의

담론(discourse)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헥셔와 같은 경제사가와

달리 문화/문학사의 관점에서 중상주의 논의에 접근한다(6). 

중상주의를 담론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피기 전에 우선 중상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상주의에 대한 논의들은 위에서 보았듯이 경제 체제, 이론, 

아이디어들의 모음, 혹은 담론 등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개별 국가의 경제가 범세계(global)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작동하고 부의

창출은 제로섬 게임의 법칙에 종속된다는 점은 중상주의에 대한 여러

갈래의 논의에 공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라즈 마누손(Lars 

Magnusson)은 16세기 후반에서부터 18세기 중엽까지 국제 무역, 돈, 

재정, 정부의 역할 등과 같은 경제적 주제에 대한 글을 쓴 사람들을

중상주의자로 일컫는다. 1620년대 무역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문제를

다룬 영국의 대표적인 중상주의자는 “네 명의 M”(four Ms)으로 제러드

드 몰린스(Gerard de Malynes), 토마스 밀스 (Thomas Milles), 에드워드

미셀든(Edward Misselden), 토마스 먼(Thomas Mun)이다. 마누손은

중상주의자들이 대부분 해외 무역과 상업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부와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여기며 부의 창출을 제로섬 게임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한다(1548). 다시 말해 중상주의자들은 전 세계 부의 총량은

일정한데 개별 국가의 경제가 범세계의 틀 안에서 작동하기에 한 나라의

부는 다른 나라의 손실을 수반한다고 여긴다. 

근대 초기의 중상주의는 통상적으로 1620년 이전의

중금주의적(bullionism) 중상주의와 1620년 이후 무역차액설(balance of 

trade)을 주장하는 중상주의로 나뉘어 설명된다. 몰린스와 미셀든의

유명한 논쟁은 이 두 입장을 각각 대변한다. 몰린스와 같은

중금주의자는 더 많은 금·은을 저장해둘수록 국가가 부유해진다고 보아

금·은의 유출을 반대하고 그것을 비축해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몰린스는 실제로 국가의 금·은을 늘리기 위해 광산 개척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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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Harris 8). 이 시기 가장 핵심적인 경제적

목적은 무역 정책에 대한 것으로 국가의 화폐를 환율의 절하(exchange 

depreciation)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Viner, 252~53). 그러나 실제로는

금·은의 비축량만으로 국가의 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금·은의 보유량이

많았음에도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된 스페인의 경우를 통해 중금주의의

한계가 증명되었다. 이에 미셀든과 같은 중상주의자는 금·은의 절대적인

비축량보다는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아야 한다는 무역차액설을

주장한다(Viner, 255). 이들은 금·은의 제한적인 유출에 대해서

관용적이었지만, 더 많은 금·은을 자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자본으로서만

국외 유출을 수용했다. 이 두 부류의 중상주의자들은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이득은 다른 국가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제로섬 경제 구조로 범세계적 시장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 국가의 부는 다른 국가의 손실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개별

국가들은 서로 경제적 라이벌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반외국주의 노선을 표방하게 된다. 하지만 고립 경제가

아닌 범세계적 경제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상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만은 아니다. 중상주의자들은 자국의 경제가 외국에 의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 경제를 주장하진 않는다.

만일 사람들이 밖에서 다른 어떤 것도 빌리지 않고 그들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동전을 고안해낼

것이라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필요로 하므로 우리의 것을 우리 자신의

환상을 따라 만들기보다는 세상의 일반적인 시장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멋대로 물건의 가격을 정해선 안 되며 세계

시장의 가격을 따라야 한다.

And I grant, if men might live within themselves altogether without 

borrowing of any other thing outward, we might devise what coin 

we would; but since we must have need of other and they of u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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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frame our things not after our own fantasies but to follow 

the common market of the world, and we may not set the price of 

things at our own pleasure but follow the price of the market of the 

world. (Thomas Smith 87, 인용자 강조)

몰린스, 밀즈, 미셀든, 그리고 문 이전의 초기 중상주의자(early 

mercantilist)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스미스(Thomas Smith)는 국가

경제는 “세상의 범세계적 시장”(universal market of the world)을

따른다면서 개별 국가의 경제적 고립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범세계적 부가 제로섬의 기제로 움직인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중상주의는 배타적인 국가주의의 성격을 갖지만, 범세계적 시장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외부의 타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범세계적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스미스의 논의는 중상주의

담론의 핵심을 패러독스로 이해하는 해리스의 관점과 상통한다. 

영국은 자국의 국가 정체성을 잠재적으로 경제적 건강을

손상시킬 수 있고 손쉽게 악마화 해버릴 수 있는 ‘외부의’ 

존재(다른 국가들, 그들의 시민들, 그들의 상품)와 경제를

지속시키는 초국가적인 상업의 범세계적 법칙의 관계 속에서

상정한다.4

England assumed its national identity in relation both to readily 

demonizable “forraine” bodies (other nations, their citizens, their 

goods), which potentially damaged economic health, and to 

universal “rules” of transnational commerce, which sustained it. 

(Harris 8, 인용자 강조)

해리스는 외부의 존재(forraine bodies)가 경제적 경쟁 상대이지만

범세계적 경제(global economy)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별

국가를 “외부와 맺는 잠재적으로 패러독스적인 관계의 쌍”(potentially 

paradoxical pair of relations to the outside)의 맥락에서 이해한다(8). 즉

                                        
4 해리스가 말하는 “foreign bodies”는 잠재적 병원균으로 대변되는 외부에서 침입한 낯

선 존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외부인’으로 번역하여 외국인과 차이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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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가 경제에 있어서 외부의 타자가 위협적이면서도 필요하다는

패러독스에 주목하고 이를 중상주의 담론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이에

해리스는 중상주의의 상업의 3자 유형(tripartite mercantile typology)—

국가(the nation), 외부(the foreign), 범세계(the global)을 세워 중상주의의

패러독스를 설명한다. 위 인용문의 “악마화 해버릴 수 있는 외부의

존재”(demonizable ‘forraine’ bodies)는 해리스가 사용하는 3자 유형

도식을 적용해 본다면 ‘외부’(the foreign)를 의미하며, “초국가적 상업의

범세계적 법칙”(universal ‘rules’ of transnational commerce)은 ‘범세계’(the 

global)에 대응된다. 한 국가의 부는 다른 국가의 손실을 수반한다는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외부적 존재(the foreign)는 국가 경제에 위협적일

수 있지만, 국가의 경제가 범세계적 경제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타자(the global)이기도 하다. 중상주의 논의에서

국가는 이처럼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법적인 독립체(entity)라기 보다

“범세계적 틀에서의 부”(Wealth within global frame work)를 통해

규정되기 시작한다(8). 

    중상주의자들이 국가를 이해하는 방식은 중상주의 이전 국가 형성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선(commonwealth) 담론과 달라진다. 

해리스는 중상주의적 측면에서 국가의 형성은 “어떻게 국가의 부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의 산물인지”(how its wealth is necessarily the 

product of transactions across national borders)에 관심을 둔다고

설명한다(8). 공공선이란 단어는 경제적인 면보다 도덕적인 맥락에서

국가를 일컬을 때 사용되었다면, 중상주의자들은 국가를 부를 어떻게

창출하고 관리하는지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파악한다(8). 

공공선에서 중상주의로 국가 형성 담론이 옮겨가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이해가 도덕 경제에서 정치 경제로 이행하여 이루어진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도덕에서 정치경제로 이행하는 경제의 세속화에 대해 토니는

경제와 종교와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는 고리대금업의 주제를 통해

보았다면, 해리스는 중상주의가 국가를 형성하는 담론으로 기능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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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국가주의를 차용하는 양상을 조망한다. 이를 위해 해리스는

16~17세기 대표적인 중상주의자들의 텍스트와 더불어 소위 “중상주의

드라마”(mercantilist drama)라고 이름 붙인 작품들을 살펴 중상주의에

대한 문화/문화사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담론으로서 중상주의를

읽어내기에 적합한 장르로 로맨스를 주목한다.

해리스는 “위험을 극복하는 것, 고통에 빠진 (여성)에 대한 (남성의) 

보호, 그리고 획득하게 되는 보물과 같은 로맨스적 관습은 중상주의의

금전적인 야망에 동화적인 겉치장을 빌려주었다”(The romantic 

conventions of perils overcome, (male) protection of distressed (female) 

parties, and treasure gained all lent a fairytale veneer to the mercenary 

ambitions of mercantilism)고 하며 초기 근대 국가가 외부(the foreign)와

범세계(the global) 사이에서 만나는 패러독스에 대한 중상주의자들의

분석이 로맨스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주목한다(10). 가령

몰린스의 『알레고리적으로 그려진 영국의 성 조지』(Saint George for 

England Allegorically Described)는 영국의 수호성인이 괴물에게 잡힌

공주를 구해낸다는 로맨스를 차용해 영국의 보물을 지킨 로맨스 서사를

갖는다. 토마스 밀스(Thomas Milles)의 『고객의 알파벳과 지침서』(The 

Custumers Alphabet and Primer)에서 역시 영국의 무역

거래(“Traffick”)를 곤경에 빠진 여성으로 설정해 남성에 의해 구제받는

것으로 그린다. 이 작품들을 살펴볼 때 로맨스 언어와 상업 언어 사이의

연결고리가 나타난다(Harris 9). 그 외에도 로맨틱 원정(quest)을

나타냈던 모험(adventure)이 투기(venture)를 의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외부인들을 악마화하면서 상업의 초국가적 법을 승인하는 중상주의

패러독스와 상통한다. 따라서 “로맨스는, 나아가, 외부적 존재가

격퇴되고 범세계적인 것이 승인되는 장르적 틀을 제공한다”(Romance, 

moreover, provides the generic framework within which the foreign can be 

repelled and the global ratified; 11). 이 과정에서 해리스는 특히 국가

경제가 외부로부터 병균이 전염된다는 은유로 외부인(the foreign)을

병리화함으로써(pathologize) 배척하는 양상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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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상주의를 국가 형성 담론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상주의와 국가주의의 결합을 주목하는 해리스의 연구를 발판으로

삼지만 두 가지 면에서 다른 방향을 향한다. 해리스가 근대 초기의

중상주의가 외부적 존재를 질병이라는 은유를 통해 이해한다면, 본

연구는 고리대금업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현상에 주목하여

근대 초기 국가 경제의 형성을 조망한다. 두 번째로 해리스는 1620년

이후 영국의 대표적인 중상주의자인 몰린스, 밀스, 미셀든, 먼의 논의를

중심에 놓는다면 본 논문은 몰린스를 포험한 16세기 중엽부터 16세기

말까지의 중상주의 논의들, 소위 ‘초기’ 중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스미스(Thomas Smith), 존 윌러(John Wheeler), 토마스

윌슨(Thomas Wilson)의 논의에 주목한다. 고리대금업의 사회 문화적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1571년 고리대금업 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중요하므로 17세기를 주목했던 해리스보다 한 시기 앞당겨 16세기

중엽의 경제 담론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5

1581년에 출간된 토마스 스미스의 『영국 왕국의 공공선에 대한

담론』(A Discourse of the Common Weal of This Realm of England)은

                                        
5 16세기의 경제 담론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16세기의 정치 경제(Political 

Economy)에 대한 애론 키치(Aaron Kitch)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키치는 중상주의 대신

에 political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초기 근대의 경제에 접근한다. 그의 political 

economy는 도덕 경제에서 현실 경제로 변모하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초기 근대의 경제

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중상주의와 국가주의의 결합에서 보이는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과 통하는 점이 있다. 초기 근대 중상주의 담론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해리스의 경우처럼 1620년대 영국의 무역 위기를 기점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몰린스, 밀즈, 미셀든, 먼의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는데 키치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정치경

제의 형성에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교집합이 있다. 

무역에 대한 새로운 언어가 문학 작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작품에 대한 범위와

가치를 재정의하도록 밀어붙였다. “경제”가 아직은 수학적인 모형으로 정의되는

추상적인 체계로 상상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통화 가치에 대한 경제 정책, 수입

에 대한 규제, 관세에 대한 기한과 같은 경제 정책은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문학적인 담론과 관행에 내장되어 있었다.

New languages of trade pushed literary authors to redefine the scope and value of 
their works. In an age when the “economy” was not yet imagined as an abstract 
system defined by mathematical models, economic policy about currency 
valuation, the regulation of imports, and customs’ dues was deeply embedded in 
religious, cultural, political, and literary discourses and practices. (Kitch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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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초기 중상주의 생각을 반영한다. 스미스는 ‘정부가 어떻게

인플레이션과 인클로저와 같은 경제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과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총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대화의 형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주목할 점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정 계급이 아닌

기사(knight), 신학자(doctor of divinity), 상인(merchant), 

농부(husbandman), 장인(craftsman)와 같은 사회 모든 계층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스미스는 인간

본성이 이기심으로 퇴색되었다는 점을 직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인간의 이기심을 문제 삼기보다 인정한다. 6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문제가

개인의 영역뿐 아니라 국가적 영역에도 속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경제

문제는 국가 정책을 통해 정치적인 영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스미스는 더 나아가 자신의 논의 근거를 경험적이고 계량적인

사실에 두어 경제적 논의가 도덕에 지배를 받던 이전의 방식과는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이기심과 공공선의 관계에 대해 스미스는

실용적인 관점을 견지하여 경제를 개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로 다룬다. 이점에서 스미스의 논의는 도덕 경제에서 정치

경제로 전환하는 16세기 영국의 경제를 반영한다. 경제는 개인의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문제로 정책적인 실천을 통해 접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치슨(Hutchison)은 스미스의 관점을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영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주제로서의 경제학의

전조”(harbinger of an independent subject of economics, separated from 

philosophical and moral concerns)로 평가했다(Wood, 143에서 재인용). 

중상주의의 패러독스를 특징으로 하는 초기 근대의 국가 경제를

                                        
6 이는 개인의 이익추구에 대한 미셀든(Misselden)의 생각을 예견한다: “상인이 그들의

소명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가? 이익은 무

역의 목적이 아닌가? 공적인 것은 사적인 것에 개입되어 있고 사적인 것도 공적인 것에

개입되어 있지 않은가? (is it not lawful for Merchants to seek their Privatum Commodum in 
the exercise of their calling? Is not gain the end of trade? Is not the public involved in the 
private, and the private in the public?; Kitch 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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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당대 고리대금업에 대한 논의는 특히 문학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 경제가 세속화되고 국제화되면서 발생하는 도덕적 불안 및

갈등의 문제는 문학 작품 속에서 주로 외국인 타자에게 투사되어

해소되어 왔다(Shapiro 98-99). 현실에서 고리대금업은 유대인뿐 아니라

영국인들 사이에서도 암암리에 이루어졌음에도 고리대금업은 유대인의, 

유대인적인 경제 관행이라는 편견이 팽배했다. 7 예컨대 17세기 이후

도시 희극에서 고리대금업자들은 외국인이 아닌 영국인으로

변화했음에도 고리대금업은 여전히 유대인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고리대금업이 하나의 필요악으로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문학 작품 속

고리대금업자들은 외국인으로 그려지고 윤리적인 비난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들에게 자국의 경제 문제에 대한 불안이 투사된다. 더

나아가 고리대금업이 영국의 현실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문학 작품 속

고리대금업자는 영국 외부의 존재에서 내부자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고리대금업은 윤리적으로 비판의 대상이었지만 필요에 의해 실제

현실에서는 암묵적으로 통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탐욕(avarice)으로

배척되었던 고리대금업이 점차 실용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경제 행위로서

수용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의 심리 및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데이비드 혹스(David Hawkes)도 지적했듯

고리대금업은 단순한 재정적(financial) 의미에서 벗어나

문화적(cultural)인 측면에서 폭넓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2). 도덕

경제에서 정치 경제로의 전환이 16세기 초기 중상주의를 견인해갔다면

고리대금업을 둘러싼 당대의 논쟁은 이를 잘 보여준다. 고리대금업은

16세기 경제 팽창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했다. 활발한 신세계 개척의

결과로 얻게 된 포토시(Potosi) 광산은 스페인에 막대한 은을

제공하였고 이는 유럽 지역에 가격혁명을 가져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이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화폐 부족으로 인해 빚이 늘어나게

되면서 신용(credit)을 바탕으로 한 재정 중심의 경제가 도래하게 된다. 

                                        
7 Shapiro의 “The Jewish Crime” 챕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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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곳곳에 고리대금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한다(Hawkes, Usury 17-18). 16세기 영국 경제 현실 속에서

고리대금업은 계층을 막론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농부는 계절이 나쁠 경우, 혹은 가축들의 그의 눈앞에서 죽을

경우, 혹은 씨를 뿌리고 수확하기 전까지의 휴식 기간에 재원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려야만 했다. 장인은 신용거래로 원료를

구매해야 했으며 그의 제품들이 팔리기 전에 가불을 받아야

했다. 젊은 무역상은 가게를 하나 열기 전에 약간의 자본을 긁어

모아야 했다. 심지어 지역 시장에서 곡물을 사는 시골 오두막에

사는 사람도 판매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날을 잡으라’고

부탁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사람은 때때로 대금업자를

필요로 했다”(The farmer must borrow money when the season is 

bad, or when his beasts die on him or merely to finance the interval 

between sowing and harvest. The craftsman must buy raw 

materials on credit and get advances before his wares are sold. The 

young tradesman must scrape together a little capital before he can 

set up shop. Even the cottager who buys grain at the local market 

must constantly ask the seller to “give day.” Almost everyone 

therefore, at one time or another, has need of the money-lender; 

Tawney, “Introduction” 25) 

3. 고리대금업 논쟁

고리대금업은 16세기를 거치면서 현실 논리에 의해 점차

정치·경제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 졌지만 여전히 개인적 도덕의

차원에서는 윤리적인 악덕에 속해있었다. 16세기 고리대금업 논의들은

고리대금업을 경제적 효용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윤리의 틀

안에서 볼 것인지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1572년에 출간된 토마스 윌슨의 『고리대금업에 대한 담론』(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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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Usury)은 고리대금업을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두 가지 입장이

어떻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여준다. 이 작품은 말

그대로 고리대금업을 주제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설교가(preacher), 

민법학자(civilian), 변호사(lawyer), 상인(merchant)—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그로멜 게이너(Gromel Gayner)는 구두쇠(miser)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상인이자 대금업자로 그와 변호사는 고리대금업의 현실적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다. 반면 민법학자와 설교가는 그 반대의 입장을

대변한다.

변호사는 고리대금업 문제에 논리적으로 접근한다. 그는 어원적인

면과 성서적 면을 짚어가면서 고리대금업의 합법성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다루고 무엇보다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들을

예시로 고리대금업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그는 고리대금업(usury)의

히브리어 원어인 neshech가 물어뜯음(biting)을 의미한다며 어원적으로

보았을 때 “물어뜯는 것이 없다면 고리대금업이 없다”(Where no biting is, 

there is no usurie)고 주장한다(Wilson 236). 즉 “사랑이나 자비심이 전혀

없는 무자비하고 매서운 고리대금업자”(unmercifull and cuttinge usurer 

that hath no love nor charitie in him in the world)와 같이 물어뜯는(biting) 

대금업자가 문제이지, 일반적인 의미의 대금업은 나쁘지 않다고

한다(240). 그는 고리대금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 개별적인

상황에 근거해 그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서를

근거로 이자를 받는 행위가 모두 다 자연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Unto a stranger thou mayest lend upon usury; but unto thy 

brother thou shalt not lend upon usury: that the LORD thy God may bless 

thee in all that thou settest thine hand to in the land whither thou goest to 

possess it)라는 신명기(Deuteronomy) 23장 20절 을 예로 들면서

고리대금업 자체를 성서에서 금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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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리대금업이 자연을 거스르는(unnatural) 활동이었다면 신이

타국인에게도 고리대금업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242). 

변호사는 고리대금업이란 말의 어원적 의미와 그것에 대한 성서의

해석뿐 아니라 고리대금업과 관련된 현실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는 “내

돈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여 원금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는 사람에게

왜 내가 그의 이득 일부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가”(For when I deale with 

him that maketh gaine of my money with his trade and occupying, and is 

well able to pay me againe, being enriched by my means cheefelye, whye 

should not I in reason have part of his advauntage, when by my goods hee 

ys growen riche?; 236)라며 채무자가 돈을 대출받아 이윤을 많이 창출한

경우 왜 채권자가 그 이윤의 일부를 가질 수 없는지 반문한다. 변호사는

대금업으로 빌려준 돈을 자본으로 채무자가 부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나의 돈을 수단으로 하여 부유하게 되었다”(being enriched by my 

means)고 해석하며 채무자의 이윤에 채권자의 공로가 개입되었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빌려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손실의 가능성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정당화한다. 

만일 채무자가 실패하여 파산한다면? 나의 친절한 마음, 

자비심에서 우러난 거래에도 불구하고 내 경우는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인가? 그렇다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가로 고리대금이 기능한다면,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기보다 88리라를 빌려줌에 있어 100리라를 청구하여 손실에

대한 사고가 확실한 이득으로 보상된다면 좋지 않겠는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이득을 보장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What if the debtor doe faile, and play bankrpte? In what case am I 

then, for my kinde hart and charitable dealing? Were it not good 

then that usury might bee the price of suche peril as may happen,

and soe I to have somewhat, rather then to lose all, as in lending 

88li. To take a bill for 100li., that the casualtie of losse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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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pensed with the certentie of gain; for a man maye lose all, 

and therefore it is good to be sure to gaine somewhat beforehand. 

(248, 인용자 강조)

그는 돈을 빌려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면서 대금업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recompens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그는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235). 이는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에 대한 권리로서 고리대금업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리이다.

    고리대금업을 옹호하는 또 다른 인물인 상인은 이자를 윤리나

도덕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인 이득(gain)으로만 파악한다. 그래서 그는

사리 추구(self-interest)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바라건대 당신이 이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져가 버린다면

상인들 사이에 어떠한 교역이나 흥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런 소득 없이 그의 돈을 자신의 소유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정도로 미쳤단 말인가? 혹은 자신의 소유로 자기

자신에게 최선인 것을 생산해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혹은 어느 누가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한데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출해주겠는가?

For, I pray you, what trade or bargaining can there be among 

marchants, or what lending or borowinge amonge al men, if you 

take awaye the assurance and the hope of gayne? What man is so 

madde to deliver his moneye out of his owne possession for 

naughte? Or whoe is he that will not make of his owne the best he 

can? Or who is hee that will lende to others and want him self? 

(249).

상인은 물질의 이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인간의 경제적 이기심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당신이 이득을 금지한다면, 당신은 상품의 교류를 파괴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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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종류의 교역을

혼란에 빠뜨려 아무도 거래를 하지 않거나 그들이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할 것이다” (If you forbid gaine, you destroy entercourse 

of marchandize, you overthrowe bargaining, and you bring all trading 

betwixte man and man to suche confusion, as either man wil not deale, or 

els they will say they cannot tell howe to deale one with an other)라며

대출에 대한 이득(gain)을 보장해 주는 이자를 금지하면

상거래(merchandise)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249). 상인은 고리대금업을

이득의 문제로 풀어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받아들인다. 이득을 위해서는 이자(interest)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고리대금업과 순수 이자(interest)를 구분한다. “우리는

고리대금업이 아닌 이자를 위해 돈을 빌려준다”(We lend not for usurie, 

but for interest; 250)며 고리대금업이라는 용어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뉘앙스에 거리를 두고 이자(interest)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해 이자를

윤리적인 영역이 아닌 경제적인 효용의 관점에서 옹호한다. 그는 정당한

이자(interest)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고리대금업(usury)은

도덕적으로 나쁜 것으로 구분한다. 

설교가는 종교적인 요소가 강한 메시지를 설파하며 변호사와 상인을

모두 반박함으로써 대화를 마무리한다. 마지막에 변호사와 상인 모두

설교가의 논의에 굴복하고 ‘개심’(conversion)한다는 점에서

고리대금업에 대한 토마스 윌슨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설교가를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설교가는 변호사나 상인과 달리 고리대금업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 및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풀이한다. 설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며 고리대금업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353). 그는 고리대금업자를 “사탄의 자식”(the very children of 

Sathan)으로 단정하여 사랑과 개인의 이익 추구를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다(354). 개인의 이익추구를 인간의 당연한 본성으로 이해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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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과 달리 설교가는 개인의 이익을 윤리적으로 비판하는 관점을

대변한다. 

내가 답하건대,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빌려주는 모두에게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내 이웃의 이득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개인적인 이득을 우선 추구하는—에는 자선이 없다는

것이다 . . . 한 사람이 자신의 이득만을 중점으로 추구한다면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자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I doe aunswere that there is no charitie where private gaine is 

chefely sought, without any especiall regard to the profite of my 

neyghbour, whiche playnelye appereth in all them that let out their 

money for usury . . . And what charitye call you thys, when a man 

chefely seeketh hys owne avayle? (355).

변호사가 자선(charity)에 위반하지 않는 대금업, 즉 물어뜯지(biting) 

않고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대금업의 유용성을

부각하였다면 설교가는 개인적 이익 추구(private gaine) 안에는 그

자체로 이미 자선(charity)이 없다고 단정 짓는다. 변호사가 자선을

현실적인 효용의 관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손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설교가에게 자선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자선에 있어서 효과나 결과가 아니라

그 의도와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설교가는 “말하건대, 

기독교의 자선이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I saye, that Christian charitie 

which seeketh nothing of her own, but those thinges that are of Iesus 

Christ)라고 하며 경제 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요소를 전면에 둔다(372). 

그에 따르면 경제는 어디까지나 도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리대금업은 죄이며 회개해야 하는 악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가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고리대금업자들이여, 죄에 대한 신의

분노가, 더딜 수는 있어도 확실히 오나니. [신의 분노가] 더디게

오더라도 그것은 무거운 짐과 막대한 고통으로 보상될 것이니”(Re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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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 ye usurers, for gods anger aginst sinne, although it bee slowe, 

yet it is certayne, and the slowness oftentimes is recompensed with the hevy 

weighte and greatnes of payne when it comes; 358)라고 하며

고리대금업자들이 마음을 돌이킬 것을 강조한다. 

설교가가 도덕 경제에 머물러 있다면 상인과 변호사는 경제의

실용성을 중시하여 윤리에서 벗어난 물질적인 영역으로 한걸음 나와

있다. 궁극적으로 이 대화는 설교가의 승리로 마무리되지만, 실제로는

설교가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변호사와 상인의 목소리가

현실을 장악하게 된다. 반고리대금업령(Act Against Usury)이 제정되던

1571년부터 그 법이 사라지는 1624년까지 고리대금업의 변화를 살핀

노먼 존스(Norman Jones)는 고리대금업이 점점 실용적인 관점에서

현실에 수용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그는 1571년도의 고리대금업에 대한

논의들은 경제적이라기 보다 “신의 의지”(God’s will)라는 측면을

부각하여 이루어졌지만, 1624년도에 이르러 고리대금업은 신의

영역이기보다 경제적인 문제로 다뤄지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논쟁이

오고 갔다고 한다(1). 존스는 이 시기에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뿐 아니라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변화라고 판단하며

고리대금업이 영국에서 수용되는 사법의 역사를 살핀다. 

존스가 고리대금업 수용의 역사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고리대금업과

이자의 구분이다. 고리대금업이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moneylending)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금업도 있다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자를 정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하는 작업을 통해 고리대금업은 법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른다. 

이자란 합법적인 대출에 대한 비용으로 여겨지고 대출의 합법성을 다룰

때, 대출 행위에 대한 개개인의 의도가 내면적 문제로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Jones 148). 즉 고리대금업은 더 이상 그 자체로서 나쁜 경제

행위가 아니다. 이자가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1590년대에 이르면 고리대금업을

고리대금업자의 의도, 즉 내면의 문제로 보는 목소리가 우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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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인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는

고리대금업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긴 하지만 “나는 모든 종류의

이자를 취하는 것을 다 비난하는 구절을 성서에서 찾을 수 없다”(I do 

not finde in Scripture that all taking of increase is simply condemned)고

하면서 자연의 법과 국가의 법이 때에 따라서 고리대금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인정했다(Jones, 151에서 재인용). 

마일스 모스(Miles Mosse)는 고리대금업에 대한 설교를 통해 양심의

문제가 어떻게 고리대금업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1595년에 출판된 그의 설교 모음집 『고리대금업에 대한 비난과 유죄

선고』(The Arraignment and Conviction of Usurie)에서 모스는

고리대금업에 대한 전통적인 비판을 전개하는데 이와 동시에

고리대금업이 내면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작업을 진행한다. 모스는 첫

설교 끝에 “고리대금업에 대한 죄”(sin of usury)와 “고리대금업

자체”(usury itself)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고리대금의 죄는 고리대금업적인 이득을 욕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리대금 그 자체는 돈에 합당한 가치인 이득으로 주로

직접적이거나 거짓 대출에 대한 의무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The sinne of usurie is to take or desire usurarious gaine: but usurie 

it selfe is the gaine which in its owne nature may be valued for 

money, and is demaunded principally for the dutie either of direct 

or coloured lending (Jones 149-50에서 재인용, 인용자 강조). 

모스에 의하면 신은 고리대금업의 죄를 비난할 따름이지 대금업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모스는 두 번째 설교에서 “마음의

고리대금업”(mental usury)을 이야기하면서 고리대금업은 “타락한 마음의

죄”이며 신은 악한 의도를 벌하신다고 설명한다(150).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신에 의해 인도를 받는 개인의 양심을 우선시했던 개혁 신학의

영향으로 칼뱅(Calvin), 부서(Bucer)와 같은 대륙 개혁가들의 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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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148).8

표면적으로 16세기는 윤리적인 추동력이 강한 시대였다. 1571년

제정된 반고리대금령의 우선적인 목적은 10% 이상의 이자를 취하는

고리대금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법령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의도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10%까지는 이자를 허락하는

법으로 작용한다. 윤리와 종교가 경제적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던

시대에 1571년 반고리대금업령을 기점으로 현실 경제로 한 발 나아가는

것이다. 도덕 경제에서 현실 경제로의 이행에서 생기는 긴장이

고리대금업 담론을 만들어가는 큰 틀이라면 고리대금업이 합법적인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윤리적(ethical)인 요소를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외국인 전유 전략이 생겨난다. 예컨대 고리대금업

희곡에서 16세기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로부터 17세기 도시 희극의 영국인

고리대금업자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리대금업이 영국에서 현실화 되는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고리대금업과 결부된 유대인의 문제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반유대주의(anti-semitism)의 맥락과 차이가 있다. 엠마 스미스(Emma 

Smith)는 「샤일록은 유대인이었을까」(“Was Shylock Jewish”)라는

논문에서 『베니스의 상인』이 다루는 유대성(Jewishness)은 인종적인

측면이 아니고 영국의 이민자 계층, 주로 런던의 영국인들이 싫어하는

외국인을 은유한다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스미스는 “코스모폴리탄 도시에서의 문화적 마찰에 대해 『베니스의

상인』이 던지는 질문은 이민자, 특히 프랑스와 저지대 국가들에서

도망쳐 나온 휘그노 난민을 런던의 상업적, 재정적, 사회적인 조직

안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지역적 논쟁 안에서 다시 구성해볼 수

있다”(The Merchant of Venice’s question about cultural friction in a 

cosmopolitan city might be reframed within local debates about the 

                                        
8 종교개혁가들의 고리대금업에 대한 생각은 Discourse Upon Usury에 실린 R. H. 

Tawney의 서문에 정리되어 있다. (“Introduction” 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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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of immigrants, particularly Huguenot refugees from France and 

the Low Countries, into London’s commercial, financial, and social fabric; 

213-14)라고 하면서 당대 런던에서는 유대인 혐오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더 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작품을 반유대주의적으로 읽는 것은 19세기 이후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미스는『베니스의 상인』에서의 유대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종적인(ethnic) 개념이라기보다

은유(metaphor)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관점에서 에드먼드 발렌타인 캄포스(Edmund Valentine 

Campos)는 엘리자베스 여왕 살인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받은

유대인 의사 로페즈(Lopez)와 샤일록을 엮는 시드니 리(Sidney Lee)의

소위 ‘로페즈-샤일록 이론’ (Lopez-Shylock theory)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베니스의 상인』에 대한 반유대주의적 관점에 반대한다. 캄포스는

로페가 유대인이라는 점 보다 포르투갈의 아웃사이더로 스페인의

엘리자베스 여왕 살해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로페즈 사건을 영국에 대한 스페인의 음모론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나아가 그는 영국의 반유대주의가 반스페인적

인종주의로 전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르네상스 유대인 타자의

역사를 밝혀내는 작업은 영국 텍스트 생산에 미치는 스페인 정치의

영향을 측정하는 작업을 수반해야 한다”(the project of unearthing the 

history of the Renaissance Jewish other must be accompanied by a parallel 

project that seeks to measure the influence of Spanish politics on the 

production of English texts)고 주장한다(607). 그는 실제로 엘리자베스조

극장에서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는 점을 짚어 셰익스피어가 그리는

유대성(Jewishness)이란 “더욱 근접한 이방인의 형태보다 덜

문제적”(less problematic than more immediate forms of alien)이고 따라서

영국과 스페인의 관계를 통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07). 

유대인 문제를 영국의 외국인 이민자 문제의 맥락으로 넓혀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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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스미스와 캄포스의 주장은 유대인-고리대금업자에 초점을 두어

고리대금업 담론을 살피려는 본 논문의 전제가 된다. 16세기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문학적 재현이 반외국주의적 국가주의의 성격을

반영한다면 고리대금업은 돈을 빌려주는 것 외에도 다른 경제 활동을

이야기하는 통로로 작용한다. 이에 고리대금업 희곡을 16세기 경제, 

반외국주의적 맥락에서 다른 경제활동을 재구성하는 장으로 읽고자 한다. 

고리대금업을 통해 16세기 경제의 반외국주의적 요소를 살피기 위해 본

연구는 고리대금업자가 주요 인물로 나오는 엘리자베스조 희곡을 살핀다. 

4. 논의의 구성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등장하는 희곡들은 대개 1580년대에서

1590년대에 집중적으로 쓰여졌다. 이 시기 영국에서는 1571년 왕립

거래소의 설립 이후 외국과의 상업적 교류가 본격적으로 증가했으며

159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극대화된다. 1588년 스페인의

아르마다(Armada)를 격파하면서 영국에는 반스페인주의적 정서가

고조되었고 영국은 스페인과의 관계에서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1600년대 이후 고리대금업자들이

외국인(유대인)이 아닌 영국인으로 그려진다는 것은 고리대금업이

외국인 타자를 거치지 않고도 자국에서 익숙한 것으로 흡수되었음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1570년대 이후 영국 상업의 팽창을 배경으로

활발해진 고리대금업은 경제적 변화에 수반되는 불안을 동반한다. 이

시기에는 경제적 불안이 외국인 고리대금업자를 통해 타자화되어

처리되었다면, 16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고리대금업이 현실 경제 속에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고리대금업자의 정체성은 영국인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엘리자베스조 희곡에 재현되는

고리대금업자가 형상화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살핀다. 특히 고리대금업자의 문학적 재현을 통해 당대의 경제적

문제제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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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어떻게 전유되는지 살펴 궁극적으로는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초기 근대 영국의 국가 형성 담론을 구축하는

양상을 살핀다.

본 논문에서는 윌슨의 두 연작 『세 부인』과 『세 귀족』, 허튼의

『영국인』,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국가 형성 담론으로 기능하는

양상을 살핀다. 본론1은 고리대금업 주제가 경제적 반외국주의의와

결합하는 모습을 살핀다. 윌슨의 두 연작에서 고리대금업은 알레고리적

인물로 등장하는 유저리와 이탈리아 상인 머카도러스와 루커의 공모를

통해 사치재 무역의 부정적인 측면을 탐구하는데 동원되었다. 『세

부인』에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게론투스는 머카도러스를 용서하고

그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친절한’ 유대인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게론투스가 악독한 고리대금업자는 아님에도 사치재

무역의 중간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작품에서 상업은 곧

사치재 무역이고 유대인과 이탈리아 상인의 결합은 고리대금업의 주제를

매개로 반외국주의적이고 반카톨릭적으로 형상화되어 런던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후속작인 『세 귀족』에서는 타락했던 런던이 다시금

회복되는 내용이 전개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리대금업은 다른 악덕의

문제와 달리 영국으로 수용된다. 유저리를 제외한 악덕들이 영국을

떠나는 반면 유저리는 법의 제제를 받아들이고 영국에 남기로 결정한다. 

이 때 유저리의 영국화는 영국에 침입해 온 스페인 세력들이 더 큰

악으로 타자화되고 영국으로부터 쫓겨나는 반스페인적 장치를 수반한다. 

결국 스페인을 타자화함으로써 영국을 스페인과 다른 종류의 국가로

세우는 작업에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동원되고 있다.

윌슨의 고리대금업은 스페인을 물리치는 대가로 영국으로 들어오는

결말을 맞이하지만 유저리가 영국에 남는다는 것 보다 그가 10%의 이자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점에 작품의 초점이 있다. 

유저리, 메르카도러스, 게론투스 모두 외국인으로 그려졌고 작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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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업의 문제는 반외국주의적 불안을 매개로 다뤄졌다면, 

『영국인』의 피사로는 고리대금업자이자 무역상, 영국인이자 포르투갈

출신 마라노라는 양면적 정체성을 가진 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도덕극의 악덕에서 점차 시민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인물이다. 

궁극적으로 윌슨은 반스페인주의를 동원하여 고리대금업(유저리)을

수용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면 허튼은 외국 상인들이 아닌 영국 젠트리

청년들의 승리를 그리면서 피사로의 고리대금업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영국화되는지 그린다. 

윌슨과 차이가 있다면 허튼은 계급 문제를 고리대금업에 결부시켜

도덕극과 다른 시민희극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튼의 작품은

피사로의 딸들이 피사로의 채무자인 영국 청년들과 결혼함으로써 결말이

맺어진다. 이로 말미암아 한편으로 영국 젠트리들은 그들은 빚을

탕감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사로의 딸들을 비롯하여 피사로가

이민자의 신분에서 영국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피사로는

딸들을 통해 영국 젠트리 청년과 화합함으로써 그의 고리대금업 문제는

영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국부에 보탬이 되는 상업으로

작품에서 수용된다. 『영국인』에서는 윤리가 아닌 국가의 정치경제가

고리대금업의 적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작품은 경제적

국가주의를 표방한다. 결국 이 작품은 고리대금업과 토지 계급의 결합을

통해 부정적 의미의 고리대금업자가 영국성을 구현하는 상인, 시민으로

향하고 있음을 그린다. 고리대금업자/상인으로서 피사로와 영국 젠트리

사위의 관계는 시민희극의 상인과 젠트리의 관계를 예견하는 측면이

있다. 시민희극에서 고리대금업은 더 이상 외국과 자국의 대립구도를

통해 반외국주의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자국 안에서의 계급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제가 된다. 

2장과 3장에 걸쳐 고리대금업자가 외국인에서 영국인으로, 

이방인에서 시민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살펴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도덕극에서 시민희극으로 이행하는 장르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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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뤄지는지 그 의미를 물었다면, 4장에서는 셰익스피어가 시민희극의

문제 의식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살핀다. 

셰익스피어는 특히 『영국인』이 표방하는 경제적 국가주의에 의문을

던진다.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젠트리와 상인의 화합 과정 보다는

이들의 연합이 기반으로 한 모험 이데올로기를 해부하는데 초점이 있고

그 작업은 고리대금업 주제를 통해 전개된다. 작품은 상인 안토니오와

젠트리 바싸니오의 결합으로 구축된 ‘모험의 경제학’과 샤일록의

고리대금업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비축의 경제학’의 구도에서 시작한다. 

바싸니오의 벨몬트 원정은 모험의 경제학을 기반으로 영국의 경제적

국가주의의 토대를 세우는 작업이나, 그 과정에서 안토니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베니스의 모험 이데올로기에 내재한 한계가

드러난다. 작품은 샤일록을 통해 마음의 고리대금업을, 포셔를 통해

미래에 있을 위험에 대한 보상을 정당화하는 맥락에서 합법적

고리대금업을 그려내는데 결국 모험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어 포셔의 합법적 고리대금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포셔, 바싸니오, 

안토니오의 결합으로 구축되는 베니스와 벨몬트의 결합이 런던의

미래로서 새로운 벨몬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고리대금업의 한쪽

측면은 배제되고 다른 측면은 흡수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가 미처 다루지 못한 17세기 이후 시민희극에서

고리대금업의 주제를 어떻게 이어서 볼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언급한다. 이에 미들턴(Middleton), 데커(Dekker), 존슨(Jonson), 

마스턴(Marston), 마신저(Massinger)와 같은 작가들의 고리대금업

희곡에 대한 연구가 후속으로 나와야 함을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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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덕극과 고리대금업

엘리자베스조 희곡에 등장하는 고리대금업자 유형을 개괄한

스토넥스(Stonex)는 고리대금업자가 중세 도덕극의 탐욕(Avarice)을

모델로 하여 형상화되었다고 보고 고리대금업자의 문학적 계보를

짚어낸다. 스토넥스가 언급하는 고리대금업 희곡 중 후기 도덕극에

해당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정치-도덕극(political-morality play)인

『공화정』(Respublica, 1553)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탐욕은 고리대금업에

대한 이자로 가득한 지갑을 들고 나온다(Stonex 193). 1576년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라 추정되는 조지 워플(George Wapull)의 『조수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The Tide Tarrieth No Man)에서는 악랄한

탐욕(Greediness)에게 돈을 빌려 곤경에 처한 사람의 한탄이 담겨있다. 

1580년대 초반 윌슨의 『세 부인』과 후속작 『세 귀족』에서는 터키계

고리대금업자 게론투스와 유태계 혈통의 유저리(Usury)가 등장한다. 9

로지(Lodge)와 그린(Greene)의 『런던을 비추는 거울』(A Looking Glass 

for London and England) 역시 런던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후기 도덕극으로 악랄한 고리대금업자(Usurer)가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는 고리대금업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2장에서는 1580년대에 상연되었던 윌슨의 두 연작 『세 부인』과

『세 귀족』을 분석하여 고리대금업자가 후기 도덕극에서 다뤄지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윌슨의 작품들에서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당시 영국의 사치재 무역을 둘러싼 경제 문제와 결부되었음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동원되는 반외국주의의 양상을 탐구한다. 

                                        
9 윌슨의 작품에서 알레고리적 형상으로 등장하는 인물로서 Usury과 고리대금업이라는

의미의 보통 명사로 쓰이는 usury를 구분하기 위해 인물로서 고리대금업은 원어 발음

그대로 ‘유저리’로 표기한다. 유저리 외의 다른 알레고리적 인물들의 이름 역시 같은 방

식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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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국가 형성 담론으로서 영국을 경제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고리대금업이라는 경제적 주제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살펴 그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윌슨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고리대금업을 국가 형성 담론으로 읽어내는 작업, 특히

고리대금업과 관련된 반외국적인 담론을 탐구하는데 있어 외국인, 

구체적으로는 유태인 고리대금업자의 문학적 재현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세 부인』의 게론투스(Gerontus)는 현존하는 엘리자베스조 드라마의

등장 인물 중 성서 인물을 제외한다면 최초의 유대인-고리대금업자로, 

윌슨의 작품은 고리대금업을 추상적인 악의 범주에 국한시키지 않고

영국과 외국의 관계 속에서 살피기에 그 출발점으로 적합하다. 이

작품은 게론투스와 이탈리아 상인 메르카도러스(Mercadorus), 그리고

알레고리적 인물인 유저리와 그가 섬기는 루커(Lucre)를 중심으로

고리대금업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탐구한다. 『세 부인』에서

고리대금업은 사치재 무역과 결부되어 반카톨릭적인 틀 속에서

타자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연작으로 쓰여진 후속 작품 『세

귀족』에서는 스페인이 타자화되고 유저리는 영국으로 흡수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고리대금업이라는 경제적인 주제가 다뤄지는 맥락이

반카톨릭주의에서 반스페인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의미를 고찰한다.

1 『런던의 세 부인』: 고리대금업과 사치재 무역

『세 부인』은 러브(Love), 컨션스(Conscience), 그리고

루커(Lucre)라는 런던의 세 부인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는 작품으로

루커에 의해 러브와 컨션스가 타락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루커는

작품의 2장이 한참 지난 후에야 등장하지만 작품의 초입부터 이미 다른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 런던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세력으로

언급된다. 『세 부인』은 루커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는 러브와 컨션스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38

러브 부인: 컨션스 부인, 우리의 처지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우리가 한탄할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운명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어중이떠중이 군중들을 지배하는 건 루커에요: 그녀가

전부에요,

고개를 꼿꼿이 세운 건 그녀고, 한마디로 우리의 몰락을

만들어가는 게 그녀에요.

오, 컨션스, 나는 두려워요, 나는 그 날이 두려워요,

우리가 그녀, 그리고 유저리 때문에 내쳐질 그 날이요!

LADY LOVE: Lady Conscience, what shall we say to our estates? To 

whom shall we complain?

Or how shall we abridge such fates as heapeth up our pain?

‘Tis Lucre now that rules the rout: ‘tis she is all in all,

‘Tis she that holds her head so stout, in fine ‘tis she that works our 

fall.

O Conscience, I fear, I fear a day,

That we by her and Usury shall quite be cast away! (1. 1-6)

루커가 지배하는 세상은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도덕이나 종교적인

가치보다 세속적 물질에 대한 욕망이 지배하는 곳으로, 한마디로 그녀가

전부인(all in all) 세상이다. 그 누구도 루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녀의 힘은 막강하다. 이러한 세상에서 러브나 컨션스와 같은

기독교 전통에서의 미덕(virtue)은 오히려 힘을 잃게 되어 루커와

유저리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그들 자신도 내쳐질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인다. 루커의 런던에서 그녀를 섬기는 심복은 프로드(Fraud), 

디시뮬레이션(Dissimulation), 사이모니(Simony), 유저리(Usury), 총 네

명으로 이 중 유저리는 루커와 함께 가장 처음부터 언급된다. 러브와

컨션스는 루커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유저리가 집세를 올리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그 집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루커의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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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법을 따르지 않는 러브와 컨션스 같은 존재는 경제적인 면에서

위협을 느낀다. 유저리가 러브와 컨션스의 경제적 파멸을 가져오는

작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런던의 다른 경제 문제 중에서도 고리대금업의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루커가 런던 사회에 끼치는 위협은 반외국주의적인 성격을 보인다. 

위에서 인용한 러브의 첫 대사에 대해 컨션스는 “나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소송을 걸고 있고 / [루커]를 만나기

위해 낯설고 먼 나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말이야”(Indeed, I fear the 

worst, for every man doth sue, / And comes from countries strange and far, 

of her to have a view; 1. 7-8)라고 덧붙이는데, 이에 러브는 “루커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은 이탈리아, 바바리, 터키 / 유대로부터 몰려오고

있어: 아니, 그 이교도는 자신의 몸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 그녀의

금품에 입을 쩍 벌리고 있어”(For Lucre men come from Italy, Barbary, 

Turkey, / From Jewry: nay, the pagan himself / Endangers his body to gape 

for her pelf; 1. 13-15)라고 한다. 사람들이 외국에서부터 루커를 만나기

위해 런던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 작품의 시작이자 가장 큰 틀이다. 

루커를 탐하는 것은 다시 말해 물질적 욕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품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외국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루커가 지배하는 런던은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루커를 얻기 위해 몰려드는

세계적인(cosmopolitan) 도시로 물질적 욕망이 팽배한 곳이다.

루커를 만나기 위해 외국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 외에도

작품에는 반외국주의적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예를 들어 루커의 심복

사이모니는 로마 출신(2. 96), 유저리는 베니스 출신으로 그려진다(2. 

216-19). 프로드와 디시뮬레이션의 출신지가 『세 부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 되어 있지 않지만, 후속편인 『세 귀족』에 가면 이들

역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세 귀족』, 256-57). 10

                                        
10 본 고에서 사용하는 『세 귀족』의 판본에는 행 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에 페이지

수로 인용 부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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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루커는 런던의 부인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녀의 할머니가

“베니스의 노부인 루커”(old Lady Lucre of Venice)라는 점에서 이탈리아

혈통임을 알 수 있다(2. 216). 나아가 루커는 이탈리아 국적의 상인

메르카도러스로 하여금 바바리로부터 사치재를 들여오게 하여 영국의

필수품과 교역하게 만든다(3. 38-52). 이 때 메르카도러스는 터키의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인 게론투스의 도움을 받아 영국에 바바리의

사치품을 조달하는 일을 담당한다(9. 29-34).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관하며 루커를 따르겠다고 찾아온 장인(artisan) 아티펙스(Artifex)는

외국인들의 기만적이고 부정직한 노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평한다.

아티펙스: 지금까지 내가 선한 양심으로 얻은 생활,

나의 진정성이 담긴 노동,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나는 내 자신, 나의 아내,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마른 빵 조차

주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기만적일지라도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일 잘하는 그런 종류의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이더라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라면

훌륭한 상품보다 더 빨리 팔려고 내놓는다,

그리고 우리 영국인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까다롭게 되어

그들은 보통 가격보다 1페니도 더 주지 않을 것이다.

ARTIFEX: But yet my living hitherto with good Conscience I have 

won,

But my true working, my early rising, and my late going to bed

Is scant able to find myself, wife and children dry bread,

For there be such a sort of strangers in this country, 

That work fine to please the eye, though it be deceitfully,

And that which is slight, and seems to the eye well,

Shall sooner than a piece of good work be proffered to sell,

And our Englishmen be grown so foolish and nice,

That they will not give a penny above the ordinary price. (3. 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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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펙스는 그가 아무리 부지런히, 양심에 따라 일을 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까닭이 부도덕한 상술로 이득을 챙기는 외국 출신

상인들과의 경쟁에서 자신이 밀리기 때문이라고 한탄한다. 외국인들이

야기하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런던의 장인

아티펙스는 결국 루커에게 굴복하여 타락한다. 또한 메르카도러스는

프랑스 사람들이나 네덜란드 사람들이 집 한 채에 여럿이 모여 살기

때문에 집값을 조금 더 올려도 그들이 나누어 내면 된다고 보아

외국인들에게 세를 주어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5.74-77). 이런

식으로 작품은 런던의 집값 상승을 비롯한 경제 문제의 원흉으로

외국인을 개입시킨다.

    『세 부인』 전반에 걸쳐 깔려있는 외국인 문제와 그에 대한 반외국

정서(anti-alien sentiment)는 당대 런던의 상황을 설명해준다. 『세

부인』이 쓰여진 1570-80년대는 영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해외로

팽창해 나가던 시기로, 1571년에는 런던에 왕립 거래소가 건립되고 해외

사업을 장려하는 각종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가 활발히

생겨난다. 11 무역 상인들이 해외에서부터 런던으로 많이 몰려들고, 

영국인들도 밖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다. 로이드 커모드(Lloyd 

Kermode)에 의하면 엘리자베스조 시기에 외국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5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 특히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 

1567년 알바(Alba)의 병력이 네덜란드에 배치된다는 소식, 1585년

앤트워프의 몰락, 1572년 파리의 대학살 이후 프로테스탄트들이 대거로

영국으로 이주해왔다(Aliens, 1).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주해 온

외국인도 많았는데 영국의 지주들은 이들에게 값싼 숙소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Aliens 1). 이는 아티펙스가 외국 상인들에

의해 국내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평하는 상황, 집세를 올리는

방법에 대한 메르카도러스의 상술이 가능했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해준다.

                                        
11 Spanish Company (1530, 1577), Muscovy Company (1555), Levant Company (1581), 
Venice Company (1583), Barbary Company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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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전반에 표출된 반외국적인 정서는 런던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영국인에게 경제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 위협의

중심에는 루커와 유저리가 있는데 이들의 세력 확장은 러브, 컨션스와

같이 가장 도덕적인 덕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으로 극화된다. 러브와

컨션스는 루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녀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결과

가난에 처하게 되면서 타락의 길로 빠져든다. 작품 초반부터 러브와

컨션스는 이미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그 때는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에 의지하여 겨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유저리에 의해 호스피탈리티가 살해당한 이후 러브와 컨션스는 루커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 러브는 디시뮬레이션과 결혼하여

러스트(Lust)으로 전락하고, 컨션스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되어

q거리에 나가 빗자루를 파는 신세가 된다. 러브와 컨션스는 루커의 핍박

속에서 결국 자신들의 이름으로 대변되는 도덕적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다. 컨션스는 “이렇게 내가 상황을 미덕으로 만들게 되는구나, / 

그리고 전능하신 신이 [상황]을 그렇게 하신다니, 나는 감사히 그것을

포용할 수 밖에”(Thus am I driven to make a virtue of necessity, / And, 

seeing God almighty will have it so, I embrace it thankfully; 10. 21-22)라고

말하며 자신이 처한 가난이란 상황에서 루커에게 결국 굴복한다.

도덕을 버리고 상황을 택하게 된 컨션스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나?”(And sith every one doth it, 

why may not I do it too?; 10. 70)라며 그녀의 비루한 집을 멋지게

꾸며주겠다고 유혹하는 루커의 회유에 넘어간다(10. 74).

루커부인: 그렇다면, 달콤한 영혼이여, 당신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주목하시오.

그것은, 당신의 초라한 오두막을 멋지게 꾸미는 것이오;

그 목적으로 나는 5천 크라운을 갖고 있소,

그걸 다 쓰면, 당신은 두 배로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이오.

다만 내가 친한 친구들과 그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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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 방들이 정돈되도록

하시오.

부시장, 경찰관, 그리고 악의적인 이웃들이 내 집을 엿보고, 

들여다보고, 감시하기에

내 집에서는 감히 한번도 웃고 즐길 수 없고, 언제나 쥐새끼처럼

입 다물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오.

LADY LUCRE: Then, sweet soul, mark what I would have thee do 

for me.

That is, to deck up thy poor cottage handsomely;

And for that purpose I have five thousand crowns in store,

And when it is spent, thou shalt have twice as much more.

But only see thy rooms be neat when I shall thither resort 

With familiar friends, to play and pass the time in sport;

For the deputy, constable, and spiteful neighbours do spy, pry, and 

eye about my house,

That I dare not be once merry within, but still mute like a mouse. 

(10. 74-80)

루커는 그녀를 지켜보는 부시장, 경찰관, 악의적인 이웃들의 감시를

피해 마음 놓고 “친한 친구들”(familiar friends)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컨션스의 집을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 멋지게

꾸미고자 한다. 루커는 결국 컨션스의 집을 개조하여 매음굴로

타락시킨다. 작품의 마지막에 러브, 컨션스, 루커는 런던을 타락시킨

죄로 재판에 회부되는데 이 때 법원의 서기(clerk)는 루커가

간통(adultery), 강도(robbery), 살인(murder)의 죄를 범했다고 말한다. 

루커는 상인 메르카도러스, 그리고 변호사 크레티커스(Creticus)와 각각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어 간통죄 유죄 판결을 받는다. 호스피탈리티가

살해되고 난 후 루커에게 항복하는 컨션스는 “도착적인 환대”(perverted 

Hospitality; Kermode, “Prophecy” 75)로 타락하게 되고 그녀의 집은

루커의 매음굴로 전락한다. 마지막 심판 장면에서 네모(Nemo) 재판관은

“당신은 양심의 얼굴을 하고 많은 이들을 속였소, / 그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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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몸인 신의 성전을 더럽히게 하였소. / 깨끗한 양심은 희생 제물, 

신의 유일한 휴식처라오”(For under the colour of Conscience thou 

deceivedst many, /Causing them to defile the temple of God, which is man’s 

body. / A clean conscience is a sacrifice, God’s own resting place; 17. 65-

67)라고 말하며 컨션스를 질책한다. 컨션스의 죄가 “신의 성전”, 즉

“인간의 몸”을 더럽힌 것으로 언급된다는 점에서 타락한 컨션스의 집이

매음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컨션스의 타락은 가난과

매춘의 연결을 통해 젠더화된다. 런던의 타락이 반외국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 세 여인의 성적인 타락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젠더화되어 그려지는 런던의 타락은 루커와 메르카도러스의 관계를

통해 발전된다. 작품에서 일차적으로 루커의 세력 확장을 돕는 것은

그녀의 네 심복, 프로드, 디시뮬레이션, 사이모니, 유저리이다. 이들이

특정 악덕을 의미하는 알레고리적 인물로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루커의 심복들은 그들의 여주인과 마찬가지로 도덕극의 전통에서

악덕에 속해있다. 이들과 루커의 관계를 본다면 루커를 기존 도덕극의

애버리스(Avarice)나 그리드(Greed)와 같은 인물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루커는 단순히 일반적인 악덕으로 추상화되기보다

국제적인 상업도시로서의 런던의 상황에서 구체화된다. 메르카도러스가

등장하는 서브 플롯에서 루커는 구체적으로 사치품(luxury)의 이미지를

구현한다. 작품의 메인 플롯이 루커가 지배하는 세계에 러브와 컨션스가

포섭되면서 타락 및 변질되는 과정을 다룬다면, 서브 플롯에서는

알레고리적 인물이 아닌 메르카도러스라는 이탈리아 상인과

게론투스라는 무슬림-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표면적으로는 이 두 플롯이 같이 이야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메인

플롯의 알레고리에 따르면 유저리는 고리대금업자로 등장하는

게론투스를 설명하는데 동원되어야 할 것 같지만 유저리는 오히려

메르카도러스와 더 가깝게 그려진다. 서브 플롯에서 게론투스는

탐욕적인 고리대금업자의 전형에서 멀어진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메르카도러스가 게론투스를 속이는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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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도러스가 악한으로 부각되고 유저리와 더욱 가깝게 그려진다. 

메르카도러스와 게론투스의 플롯이 들어오면서 작품의 고리대금업

주제에 어떠한 부연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메르카도러스는 해외에서 사치품을 들여와서 영국에 파는 상인이다. 

메르카도러스는 루커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녀를 따르겠다는

상당히 단호하고 맹목적인 충성을 맹세하며 작품에 등장한다(3. 32-37). 

메르카도러스는 루커를 섬기긴 하지만 유저리나 사이모니와 같은 루커의

일차적 심복과는 달리 알레고리가 아닌 고유의 이름을 가진 개인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보다 입체적인 인물이다. 루커는 메르카도러스에게

“너는 나를 위해 이 나라에서부터 좋은 상품들을 비밀리에 전달할

임무를 감히 맡을 수 있겠는가?”(dare you not to undertake / Secretly to 

convey good commodities out of this country for my sake?; 3. 29-30)라고

물으며 영국의 필수품을 영국 밖으로 내보내고 바바리나 터키(Barbary 

or Turkey)에서 사치재를 들여오도록 시킨다. 

루커: 그렇다면, 메르카도러스, 나는 당장 당신을 보낼 것이다

지금부터, 바바리나 터키에서 새로운 장난감들—즉

음탕한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줄 그러한 하찮은 것들을

구해오라고.

당신도 알다시피 이 나라에서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LUCRE: Then, Signiore Mercadore, I am forthwith to send ye

From hence, to search for some new toys in Barbary or Turkey;

Such trifles as you think will please wantons best,

For you know in this country ‘tis their chiefest request. (6. 91-94)

루커는 바바리나 터키에서 들여오는 사사로운 “하찮은 것”(trifles)들이

악의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준다고 말하며 영국을 바로 그러한 상품에

대한 요구가 있는 곳으로 이해한다.

메르카도러스: 진정, 이곳의 귀부인들은 헛된 장난감들을 많이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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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이방인에게는 그런 것에서 그들이 기쁨을 찾는다는

점이 우습다,

사실, 부인, 나는 내가 아는 모든 낯선 나라들을 탐색하여

이런 귀부인들을 잘 충족시킬 수 있을만한 것들을 가져올

것이다.

MERCADORUS: Indeed, de gentlewomans here buy so much vain 

toys,

Dat me strangers laught-a to tink wherein dey have their joys.

Fait’, Madoona, me will search all da strange countries me can tell,

But me will have such tings dat please dese gentlewomans vell. (6. 

95-98)

메르카도러스는 루커가 말하는 “하찮은 것”(trifles)을 허영심 많은 영국

여성들이 구매하는 사치품으로 구체화한다. 윌슨은 루커를 섬기는

상인을 이탈리아 사람으로,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사치품 상인으로 만들면서 루커를 사치품 무역이 함의하는 부정적인

맥락에서의 상업과 연관시킨다. 작품에서 상업은 사치품 거래로

그려지면서 런던, 나아가 영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부각된다. 그리고

루커와 메르카도러스의 공모가 나중에 간통으로 재판에 회부된다는

점에서 사치품 거래라는 상업 활동은 성적인 타락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부정적으로 젠더화된다. 

상업이 인간의 물질적인 탐욕과 연결되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이 시대만의 특징은 아니다. 오히려 로라 캐롤라인 스티븐슨(Laura 

Caroline Stevenson)은 엘리자베스조 이전 문학 작품에서 상인들이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졌다면,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상인들을 칭송하는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여 상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스티븐슨은 엘리자베스조의 경제적 팽창이 특히 상인의 문학적 재현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면서 상인들이 탐욕스런 고리대금업자에서 기사적

덕성을 지닌 사업가로 변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다(107-8). 

특히 그는 스토우(Stow), 데커(Dekker), 딜로니(Del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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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우드(Heywood)와 같은 작가들이 준-전설적인 무역상(semi-legendary 

men of trade)을 다룸으로써 당대 상인들의 경제적인 공헌을 이전 시대의

기사도적인 용어(chivalric term)로 표현하여 산문 로맨스(prose romance) 

전통에 접합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2). 스티븐슨은 영국의 상업 팽창과

상당수의 지식인층이 런던 자본가들의 융자에 기대고 있었던 현실이

이러한 변화를 추동했다고 주장한다(2). 그는 엘리자베스 시대 상인들이

오히려 중세적인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greedy usurer)에서 벗어나

영국의 공공선(commonwealth)에 기여하는 ‘영웅’으로 거듭난다고

본다(1). 

하지만 상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공선에 기여하는 영웅으로서의 상인과 탐욕스러운 악덕

고리대금업자로서의 상인의 구별이 더 뚜렷해지기도 한다. 『베니스의

상인』의 안토니오는 물질적인 욕심보다는 친구와의 우정을 더 중시

여기는 도덕적이고 귀족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상인으로,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사업은 영웅적으로 그려진다. 반면 탐욕스러운 악덕

고리대금업자로 등장하는 샤일록에게는 상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투영되어 안토니오와 표면적인 대비를 이룬다. 상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외국인, 그 중에서도 고리대금업자에게, 영웅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영국인에게 부여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세

부인』의 경우 게론투스-메르카도러스 플롯에서 이러한 반외국주의적

구도에 변형이 생긴다. 탐욕스러운 악의 화신이어야 할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메르카도러스라는 이탈리아 출신 상인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마는 것이다. 메르카도러스는 무슬림으로 개종한다는 거짓말로

게론투스를 위협하여 그가 빚지고 있던 돈을 탕감받는다. 게론투스보다

메르카도러스가 더욱 부도덕한 인물로 그려지는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론투스를 대상으로 한 메르카도러스의 속임수가 루커를 섬기는

일의 일부로 나온다는 점이다.

메르카도러스: 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을 속였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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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유리합니다.

실로, 루커 부인이 이 모든 일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녀를 위해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는 영국을 향한 나의 여행을 준비할 것입니다.

내가 터키인이 된다구요? 아니오. 나의 루커 부인은 미소를 보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졸렬한 유대인을 구슬렸는지 그녀가 알게

된다면.

MERCADORUS: You say vel, sir; it does me good dat me have 

cozened de Jew.

Faith, I would my Lady Lucre de whole matter ow knew.

What is dat me will not do for her sweet sake?

But now me will provide my journey toward England to take.

Me be a Turk? No. It will make my Lady Lucre to smile

When she knows how me did da scald Jew beguile. (14. 54-59)

메르카도러스는 이슬람으로 개종하겠다는 거짓말로 게론투스를 속이고

빚을 탕감받는다. 메르카도러스는 게론투스를 속여넘긴 것에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한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게론투스가 아닌

메르카도러스가 엘리자베스조의 사악한 후대 유대인-고리대금업자이자

마키아벨리적 상인(Machiavellian merchant)인 바라바스나 샤일록에 더

가까워 보인다. 

    메르카도러스와 게론투스의 관계에 대한 기존 비평은 크게 볼 때

게론투스를 착한 유대인으로 보는 관점과 메르카도러스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게론투스에게도 유리한 선택이었다는 관점으로 나뉜다. 

베아트리체 그로브스(Beatrice Groves)는 게론투스가 친유대적인

맥락에서 그려졌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녀는 게론투스의

유대성(Jewishness)이 그의 고리대금업과 관련해 여전히 악덕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게론투스 장면은 런던 사람들을 향한 고리대금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한다(225). 브렛 D. 허쉬(Brett D. Hirs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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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론투스가 “당신[메르카도러스]이 신앙을 버린 것은 전적으로

나[게론투스] 때문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매우 듣기 싫을 것이다”(I would 

be loath to hear the people say, it was ’long of me / Thou forsakes thy faith; 

14.38–39)라고 말하는 장면에 주목하여, 게론투스가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했으며 메르카도러스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그의 사업을

위해서는 더욱 유리한 일이라고 지적한다(48). 미썰(Mithal)은

게론투스를 친절한 유대인으로 평가하긴 하지만, 그의 ‘친절’에 주목하기

보다는 그를 메르카도러스의 교활함을 부각시키는 도구적인 인물로

이해한다(Mithal, xx).

게론투스와 메르카도러스의 관계는 당시 영국의 경제 및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부연 설명될 수 있다. 조윗(Jowitt)은 이 작품이 영국의

종교개혁 이후에 쓰여졌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 시기의 영국에서는

이슬람이나 유대교보다 카톨릭이 더 부정적으로 여겨졌기에 카톨릭

국가인 이탈리아 출신 상인 메르카도러스가 터키에 거주하는 유대인

게론투스보다 더 악하게 그려졌다고 설명한다(313). 나아가 조윗은

메르카도러스가 작품에서 유일하게 본토 출신의 영어가 아닌 외국

발음이 섞인 영어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가장 이질적인 인물이며 이러한

설정은 외국 상인들이 런던에서 돈을 벌고 있는 당대의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잉그램(Ingram)은 당시 영국과 터키가 외교적, 

경제적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작품이 이탈리아인인

메르카도러스를 터키인보다 더 극악한 인물로 그림으로서 반카톨릭적인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해석한다(8). 조윗이나 잉그램 모두

메르카도러스가 이탈리아인이라는 점에서 그를 카톨릭 세력과

연관시킨다. 하지만 작품에서 메르카도러스의 종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의 국적만을 근거로 카톨릭과 연결

짓는 해석에는 무리가 따른다. 메르카도러스와 카톨릭의 연결관계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우선 게론투스와

메르카도러스가 명확히 대조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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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서브플롯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세 부인』의 서브플롯은 게론투스의 대금(money-lending) 

행위로서 고리대금업(usury)과 단순한 대금업의 차원을 넘어서는

메르카도러스의 광의의 고리대금업(usury)을 비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고리대금업자는 게론투스이지만 상술에 있어서

그는 메르카도러스보다 하수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은 단순히

메르카도러스를 더 극악하고 교활한 상인으로 그리는 것이라기보다

터키에 사는 유대인-고리대금업자인 게론투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게론투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재판에 회부된 메르카도러스는

무슬림으로 개종하여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터키에서는 채무자가 무슬림으로 개종할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터키의 재판관은 게론투스에게 “게론투스

씨, 당신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신앙, 왕, 국가를 저버리고 무슬림이

된다면, / 모든 빚이 탕감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 나라의

법으로, 당신은 그것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Sir Gerontus, you know if 

any man forsake his faith, king, country, and become a Mahomet, / All 

debts are paid: ‘tis the law of our realm, and you may not gainsay it; 14. 15-

16)라고 말한다. 게론투스-메르카도러스 플롯에서 종교가 경제적 문제를

무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터키라는 이국적 배경이 부각된다. 터키라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 대금업자의 권한은 종교적인 문제 앞에서 한계에

부딪힌다. 작품은 대금업이 그것이 행해지는 지역에 변수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약한 터키의 유대인-고리대금업자를

통해 게론투스가 얼마나 불안정한 공간에서 대금업을 하고 있는지가

부각되는 것이다. 범세계적인 배경이 경제적인 면에서 야기하는

불안정성이 전면에 등장하고 외국인/타자의 문제가 대금업 자체에 대한

윤리적 문제보다 더 크게 다루어진다. 작품은 외국(터키)에서 일하는

외국인(게론투스)에게 놓여진 경제적 불안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반외국주의적인 불안을 극화하고 있다. 게론투스의 고리대금업은

터키에서 개종 문제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도덕이 아닌 법적인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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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인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게론투스가 메르카도러스의 사치재 교역

사업에도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론투스는 자금이 필요한

상인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자에서 더 나아가 터키의

사치재를 메르카도러스에게 제공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게론투스: 당신[메르카도러스]을 이해합니다, 나와 연락을

유지하면 당신에게 굉장한 상점으로 데려가겠소,

내가 감지하기로 당신이 이 나라에 온 이유인

사향, 호박, 설탕, 좋은 향기, 기분 좋게하는 향수, 그리고 이러한

많은 장난감과 같은

시골 귀부인의 쾌락을 구성하는 것들이 있는 곳으로.

그 외에도 나는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에메랄드의 한 종, 오팔, 히아신스, 마노, 터키석, 그리고 거의

모든 종류의 귀금속들도,

제멋대로인 풋내기들로부터 돈을 빨아들일 수 있는 더욱 많은

적합한 물건들도 갖고 있소.

GERONTUS: I understand you, sir, but keep touch with me, and I’ll 

bring you to great store,

Such as I perceive you came to this country for,

As musk, amber, sweet powders, fine odours, pleasant perfumes, 

and many such toys,

Wherein I perceive consisteth that country gentlewomen’s joys.

Besides I have diamonds, rubies, emeralds, sapphires, smaradines, 

opals, onacles, jacinths, agates, turquoise, and almost of all kind of 

precious stones,

And many more fit things to suck away money from such green-

heades wantons. (9. 29-34) 

터키의 사치품을 영국에 팔고자 하는 메르카도러스의 의도를 간파한

게론투스는 사업 자금만을 빌려주는 일차적인 의미의 대금업자에서

나아가 사치재를 제공하는 중간 상인(middleman)의 역할까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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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사치품 거래는 터키의 유대인인 게론투스, 터키와

영국 사이의 국제 무역을 업으로 삼는 이탈리아 상인 메르카도러스, 

그리고 이국적인 사치재를 향한 영국 여성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루커의

합작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터키의 사치재는 유대인이라는 중간

상인과 이탈리아 상인의 공모를 통해 영국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된다. 교활한 상인 메르카도러스와 공범인 게론투스가

중간 상인이자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사치재 거래를 고리대금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정해 고리대금업 자체의

의미를 확장한다. 메르카도러스가 국제적인 사치재 무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자본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게론투스의 고리대금업은 사치재

무역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재정의된다. 이 때 게론투스와

메르카도러스의 공모는 위의 인용문에서 나오듯 허영심 많은 영국

귀부인의 돈을 빨아 먹는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치재를 영국에 내다 파는 것은

필수적인 재화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영국의 통화를

고갈시키는 것이므로 게론투스는 이를 여성의 허영심을 이용하여 그들의

돈을 “빨아 먹는” 것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게론투스와 메르카도러스의 공모를 통해 재정의되는 고리대금업은

메인 플롯의 유저리라는 알레고리적 인물을 통해서 부연될 수 있다. 

인물로서 유저리는 루커를 섬기는 심복이자 루커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동대장으로 메르카도러스와 많이 닮아 있다. 작품에서 유저리와

메르카도러스는 루커의 집세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을 통해 만난다. 

유저리는 루커가 소유한 땅에 살고 있는 러브와 컨션스의 집세를

인상하여 징수하는 일을 맡아 이 두 부인을 가난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타락시킨다. 마음이 약해져 집세를 더 많이 올려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유저리에 대해 메르카도러스는 한 수 더 뜨는

모습을 보인다. 메르카도러스는 당시 런던으로 이주한 프랑스 사람이나

네덜란드 사람들은 한 공간에 여럿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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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 값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5. 72-77). 집세를 올리고

징수하는 것은 유저리가 맡은 일인데 메르카도러스는 이에 대해 한 수

더 뜨는 상술을 제안하여 유저리의 일, 즉 고리대금업의 외연을 넓힌다. 

집세를 올리는 상술을 통해 고리대금업은 단순히 돈을 빌리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돈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착취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으로 넓게 해석되는 것이다. 게론투스와

메르카도러스의 사치재 무역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메르카도러스의 부동산 상술은 게론투스-메르카도러스 플롯의 사치품

무역과 마찬가지로 역시 런던으로 이주한 외국인을 이용하여 러브와

컨션스와 같은 기존 영국 시민의 재산을 착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게론투스와 메르카도러스, 

나아가 유저리는 영국 시민의 돈을 착취함으로써 루커가 지배하는

런던의 고리대금업을 반외국주의적 영역으로 가져다 놓는다. 그리하여

런던은 사치품에 대한 젠더화된 욕망, 국제 무역,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만나는 도시가 된다. 

    터키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이탈리아인과 중간상인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유대인을 사치품 거래를 통해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주체로, 영국인을 그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사치품에 대한 영국의 반외국주의적 불안을 그린다. 사치재에 대한

우려는 『세 부인』이 상연되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토마스

스미스의 『영국 왕국의 공공선에 대한 담론』(A Discourse of the 

Commonweal of this realm of England)에서 전개되는 공공선에 대한

논의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스미스는 이 저서에서 자국으로 유입되는

사치재가 늘어나면 공공선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로마 제국의

몰락을 예로 들면서 “제국의 몰락 바로 전에 로마에서 과잉의 옷과

음식이 사용되었다, 현명한 자들은 그것을 로마의 타락의 원인이라

생각했다 . . . . 신께 간구하건대, 이 나라가 로마의 선례를 주의하기를, 

특히 이 제국의 머리인 런던은”(excesses [of clothing and food] we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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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ome a little before the decline of the Empire, so as wise men have 

thought it the occasion of the decay thereof . . . . I pray God this realm may 

beware by that example, especially London, the head of this empire; Harris 

38에서 재인용)라고 하면서 과잉의 옷과 음식, 즉 사치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이를 경계한다. 사치재 무역에 대한 토마스 스미스의 염려는

로버트 윌슨의 불안과 상통한다.

사치재 수입에 대한 스미스와 윌슨의 불안은 약 20여년 후 영국의

고리대금업을 본격적으로 비판한 제라드 드 몰린스(Gerald de Malynes)의

논의로 이어진다.12 윌슨의 작품은 루커가 국가의 부(national wealth)를

위협한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나아가 이 문제를 공공선의 맥락으로

가지고 간다는 점에서, 또한 이 문제를 고리대금업을 통한 국제무역 및

상인의 부도덕성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는 점에서 초기 중상주의적인

생각을 예견하는 측면이 있다. 몰린스는 1601년에 출간된 『영국을

수호하는 성 조지』(St. George for England)에서 고리대금업을 비판한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알레고리를 사용하여 영국의

경제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의

꿈에서 주인공은 페르시아에 속한 디오스폴루스(Diospolus)라는 도시를

방문하는데 그곳에서는 국가의 부를 의미하는 국가의 보물(national 

treasure)인 공주가 고리대금업의 알레고리적 형상인 용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수호신 성 조지가 영웅으로 등장하여

공주를 구한다. 몰린스는 알레고리를 사용하여 괴물에게 붙잡힌 공주를

영웅이 구해낸다는 전형적인 로맨스 서사를 고리대금업의 주제 안에서

풀어낸다. 그런데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성 조지의 영웅담보다는

공주를 사로잡고 있는 용을 묘사하는데 작품의 대부분이 할애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몰린스는 용을 통해 고리대금업의 현실을 묘사한다. 그는 “그 용은

어떤 이들을 너무 부유하게 만들지만,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가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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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듦으로써 악기의 음이 맞지 않게 하여 공공선의 훌륭한 정부의 조화를

무너뜨린다”(For [the dragon] ouerthroweth the harmonie of the strings of 

the good gouernment of a common-wealth, by too much enriching some, 

and by oppressing and impouerishing some others, bringing the instrument 

out of tune)라고 하며 작품을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고리대금업이란

국가의 부를 고갈시키는 것이자 공공선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3

몰린스는 특히 고리대금업이 빈부의 격차를 야기시켜 나라의 조화를

망가뜨린다는 점을 주목하여 그것을 비판한다. 나아가 몰린스는 작품의

알레고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용은 가장 강력한 힘이 들어 있는 꼬리로 지출이 수익을

초과하게 만들어 공동체에 불평등을 야기한다. 그는 군주(이

위대한 가정의 아버지인)로부터 그의 보물과 현금을 빼앗아

갔고, 내가 이곳과 다른 글에서 당신에게 설명한 바 있듯, 많은

불편을 야기했다. 그는 사물의 척도여야 할 돈의 가치를

조작하여, 돈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마치 그것이 상품인 것처럼

만들어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를 억압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줌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화합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을 유지하며 살 수

없어졌다.

This Dragon bringeth inequalitie in a commonwealth by the 

meanes of his taile, wherein lyeth his greatest strength, making the 

expences thereof to surmount the reuenues. For he depriueth the 

Prince (which is the father of this great houshold) of his treasure 

and readie money, which are Nerui bellorum, and is the cause of 

many other inconueniences, as both in this and in another treatise I 

haue described vnto you. This he effecteth by falsifying the 

valuation of mony, which is the rule and measure of things, which 

                                        
13 몰린스의 글은 미시건 대학에서 제공한 온라인 텍스트를 이용했다. 인용한 부분은 몰

린스의 『영국을 수호하는 성 조지』 앞에 실린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To the louing 

Reader”)의 일부로 page [unnumbered]로 처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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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he caused to be made vncertaine, and as it were a 

merchandize, giuing thereby a wonderfull ability to some of the 

members of a commonwealth to oppresse the other: whereby the 

concord is broken, and men cannot liue in their vocation, by that 

whereunto they were borne or bred (“To the louing Reader” page 

[unnumbered], 인용자 강조)

고리대금업을 대변하는 용은 그 꼬리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꼬리를 이용하여 공공선에 불평등을 야기한다. 용은 사물의 척도(rule 

and measure of things)여야 할 돈의 가치를 위조하여 상품의 가격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군주의 보물(treasure)과 현금(readie money)을

고갈시킨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지출을 수입보다 증가시킨다(making 

the expences thereof to surmount the reuenues). 몰린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돈을 “상품”(merchandise)으로 만드는 것이라 표현하면서

고리대금업의 속성으로 이해한다. 몰린스는 상품이 된 돈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억압하게(oppress)하여 나라의 조화(concord)가

깨어진다고 본다. 

    몰린스는 고리대금업이 결국 돈을 상품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은 윌슨이 『세 부인』에서 고리대금업을

재정의하는 부분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외국인 이민자들의 수요를

이용해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는 메르카도러스의 상술은 집세를

조작한다는 측면에서 고리대금업이 돈을 상품화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조화를 깨뜨린다는 몰린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나아가 윌슨이

이러한 경제 활동을 반외국주의적으로 규정하여 비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몰린스의 고리대금업 비판 역시 외국과 자국의 관계에 대한

불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꼬리를 이용하여 외국 나라들과 동맹을 유지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상품들을 비싼가격에 가져와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들이 우리의 모국에서 지탱하게끔 하고, 공동체의 파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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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다.

그는 우리의 무게와 잣대를 위조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큰 방해 요소인 돈을 상품으로 만들어 불평등을 가져온다.

그는 우리의 중금과 돈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나가 우리에게

치즈 대신 백악을 주어 공동체를 빈곤하게 만든다. 우리를

이솝의 개처럼 만들어 고기의 그림자를 잡아채려다가 목숨을

잃게 만든다.

By the meanes of his taile he maintaineth a league with forreine 

nations, and causeth them to serue his turne, by bringing in 

superfluous commodities at a deare rate, and they to feede vppon 

our natiue soile, to the common-wealthes destruction. 

He doth falsifie our weight and measure, and bringeth thereby 

inequality, to our ouer-great hinderance, making of money a 

merchandize. 

He carieth out our treasure in bullion and money, empouerishing 

our commonweale, in giuing vs chalke for cheese, making vs like 

vnto AEsops dog, going ouer a bridge to snatch at the shadow of the 

flesh, loosing the flesh it selfe. (42)

위 인용문은 몰린스가 자국의 화폐 고갈을 우려하는 부분이다. 몰린스의

용은 꼬리를 사용하여 외국(forreine nations)과 관계를 맺고 그들로

하여금 용 자체를 섬기게 한다. 용을 섬긴다는 것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비싼 값으로 필요 이상의 “과잉의 상품”(superfluous commodities)을

들여오게끔 하여 영국의 부를 착취하는 것이다. 몰린스는 나아가 용이

“우리의 중금과 돈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나간다”(carieth out our 

treasure in bullion and money)고 하면서 과잉 상품 교역으로 영국의

통화가 고갈되는 점을 우려한다. 여기서 과잉의 상품은 필수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치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메르카도러스와 공모하여 영국에 사치재를 팔아 런던의 돈을 “빨아먹을

수 있다”(suck away; 9.34)는 게론투스의 목소리와 공명한다. 윌슨이

메르카도러스라는 사치재 상인과 유저리를 엮어 사치재 소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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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반외국주의적으로 맥락화했다면, 몰린스 역시 이 작업을

유사하게 수행한다. 메르카도러스와 유저리의 공모로 구체화되는 루커의

존재는 런던의 경제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공공선을 파괴할 수 있다.

자국의 상업을 외국으로부터 보호하려 한다는 점에서 『세

부인』에서 배타적인 국가주의적 성격의 중상주의 메세지를 읽어낼 수도

있지만, 윌슨의 생각은 몰린스와 차이가 있다. 해리스는

공공선(commonwealth)이란 단어가 이전에는 정치적인 용어로 국가의

경제적 상황보다는 도덕적 측면(nation’s moral, rather than economic 

condition)에 초점을 두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면 토머스 모어(Thomas 

More) 이후로는 여기에 점점 재정적인(financial) 의미가 부여된다고

지적한다(8-9). 17세기를 지나면서 공공선의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공공의 부라는 맥락에서 공공선(common ‘wealth’)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는 “상인 개인이 만들어낸 국제 무역에 대한 성과”(outcome of 

international trade by private merchant)로 17세기를 지나면서 공공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점점 경제적인 맥락이 중요시된다(Harris 8-9). 

몰린스의 고리대금업에 대한 중상주의적 논의는 공공선 개념에 있어서

경제적인 영역이 종교나 도덕의 범주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러나 윌슨의 작품에서

고리대금업과 루커에 대한 논의는 종교적인 맥락, 구체적으로는

반카톨릭적인 틀에서 이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유저리가 단순히

게론투스뿐만 아니라 메르카도러스라는 이탈리아 상인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왜 윌슨의 작품에서는 고리대금업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게론투스뿐 아니라 메르카도러스의 존재가

필요한 것일까? 왜 고리대금업자이면서 사치품 교역에도 가담하고 있는

게론투스 외에 루커와 공모하는 이탈리아 상인이 필요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윌슨과 몰린스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윌슨의 고리대금업에 대한 논의는 몰린스와 달리

반카톨릭적인 맥락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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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종교적 측면을 반카톨릭적 맥락에서 논하는 조윗, 잉그램, 

커모드와 같은 평자들은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점에서 메르카도러스를

카톨릭과 연결한다. 그러나 에린 켈리(Erin Kelly)는 작품의 반카톨릭적

요소를 메르카도러스뿐 아니라 사이모니나 피터 플리즈맨(Peter 

Pleaseman)을 통해서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켈리는 사이모니가 로마

출신이라는 점에서 카톨릭과의 연결 고리를 찾지만 그 사실 외에도 그가

영국 상인에 의해 런던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이모니는 자신이 영국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이모니가 수도사와 수사들을(monks and friars)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영국 상인이 그를 납치하여 영국으로

데려온다(2. 229-40). 여기서 켈리는 “더 중요한 것은, 작품에서

사이모니의 행동은 그가 영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고위 공직자가 되어

내부로부터 이 기관을 타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More significantly, [Simony’s] actions in the play show that he has 

become a high official in the English Protestant church with the power to 

corrupt this institution from within)라고 하며 사이모니가 영국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3). 사이모니의 영국화가 궁극적으로 영국 교회 안의

카톨릭적 악습을 비판하는 기제라는 것이 켈리의 주장이다. 켈리는

“카톨릭은 외국 세력뿐 아니라 영국의 경계 안, 그리고 심지어는 영국

프로테스탄트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위협이었다”(Catholicism was a 

threat not just from foreign powers but also within the borders of England 

and even within the English Protestant church; 1)라고 하며 궁극적으로

『세 부인』의 반카톨릭적 요소를 영국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의

카톨릭 잔재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작품에서 사이모니가 영국 상인들을 통해

들어왔다는 점에서 사이모니와 상인의 이미지가 겹쳐진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보고자 한다. 더불어 “손을 잡은 사이모니와 유저리의

등장”(Enter Simony and Usury, hand in hand; 88)이라는 무대 지시에서

볼 수 있듯 사이모니와 유저리가 극에서 같이 등장했다는 점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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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인』에서 그려지는 사이모니의 영국화는 로마 출신인 사이모니의

카톨릭적 배경과 상인의 탐욕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카톨릭 비판이 당대 상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메르카도러스가 이탈리아 출신의 상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이모니와 상인이 연결되는 지점을 바탕으로 사이모니의

반카톨릭적 측면을 메르카도러스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사이모니와

상인의 연결을 통해 작품 전체적으로 카톨릭 비판과 상업에 대한 비판이

동일 선상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메르카도러스는 그가 단순히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점이 아니라 무엇보다 ‘상인’이라는 점에서

카톨릭과 연결된다. 사이모니, 유저리, 그리고 메르카도러스의 관계를

통해 상인을 반카톨릭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적 주제이다. 성직매매(simony)라는 반카톨릭적 주제를 상인의

문제와 결부시킴으로써 메르카도러스라는 상인의 윤리를 반카톨릭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메르카도러스라는 상인, 사이모니, 그리고 루커를 통해 상업을, 

구체적으로는 고리대금업을 반카톨릭적 틀에서 비판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작품은 켈리가 주장하듯 프로테스탄트 도덕극의 계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Kelly 4-5). 특히 켈리가 예로 들고있는 프로테스탄트 도덕극이

사치품 문제와 타락한 카톨릭 신자(papist)들을 결부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그녀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그런데

장르적인 요소뿐 아니라 『세 부인』의 프로테스탄트적인 성격은 윌슨과

레스터(earl of Leicester)의 관계를 통해서도 부연될 수 있다. 윌슨의

전기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는 미썰(Mithal)은 윌슨이 1572년

엘리자베스 시대, 특히 1570년대와 1580년대 활발히 활동하던 레스터

극단(Leicester’s Men)에 속했다는 사실을 면밀하게 밝혀낸다(lxv). 미썰은

1583년부터 윌슨이 새롭게 만들어진 여왕 극단(Queen’s Men)으로

소속을 옮기지만 그렇더라도 레스터와 친분은 유지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lxxxiv). 이에 윌슨이 어느 정도 자신의 후원자인 레스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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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하에서 극작 활동을 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일찍이 E. K. 챔버스(E. K. Chambers)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무대』(The Elizabethan Stage)에서 레스터가 1585년에서 1586년까지

네덜란드 독립전쟁에 개입하여 스페인에 대항하기 위해 원정을 떠날 때

레스터 극단도 그의 후원자와 동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89-90). 

R. C. 발드(R. C. Bald)는 이러한 챔버스의 주장에 근거를 보탠다. 발드는

‘여왕 극단’의 공연과 관련해서 1585년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그 다음해

2월 13일까지만 공연 관련 기록이 있고 그 이후로는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396). 그런데 레스터가 네덜란드 저지대(Low Countries)로

원정을 떠난 기간의 가계부(household account book)에 따르면 1586년

3월 4일에 윌슨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나온 바 있다.14 이 증거를

통해 발드는 윌슨(Wyson)이 당시에 레스터와 네덜란드 원정에 동참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이로써 윌슨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96-

97). 또한 셀리-베스 맥리안(Sally-Beth MacLean)은 레스터 극단이

레스터와 동행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블린 문서(Evelyn paper)를

제시한다.

미썰은 ‘여왕 극단’의 월급 지불 기록을 보면 윌슨이 1585년

2월까지 명부에 있으나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윌슨이 레스터의 네덜란드 원정에 함께 했다는 발드의 주장을 더욱

발전시킨다(lxxix-lxxxiv). 미썰은 레스터의 원정에 참여했던 필립

시드니(Philip Sidney)가 위트레흐트(Utrecht)에서 1586년 3월 24일에

프랜시스 월싱햄 경(Sir Francis Walshingham)에게 보낸 편지가 윌슨이

레스터와 함께 네덜란드에 갔었다는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한다. “나는 레스터의 익살스러운 배우인 윌을 통해 당신에게 쓴

편지를 나의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동봉하여 보낸 바 있으나 그것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소”( I wrote to yow a letter by Will, my lord of Lester’s 

                                        
14 “4 March, 1585/6. Geven in reward the same day by your 1. ex. commandment to Wylson 
that playd at his goinge into England with Sir Thomas Sherley, fortie shillinges.” (Bald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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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ting player, enclosed in a letter to my wife and I never had answer 

thereof; Mithal lxxx에서 재인용). 미썰은 이 부분에서 시드니가 언급하는

배우 윌이 윌슨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미썰은 레스터가 네덜란드 원정을

준비하면서 수백 통의 편지를 친구들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이 후원하던 예전의 배우들은 물론 당시에 함께 하던 극단

배우들에게도 원정에 동참해달라고 했을 것이라 추측한다(lxxxiv). 

윌슨이 네덜란드 원정에까지 동행했을 정도로 레스터와 친분이

있었다면, 레스터가 네덜란드 문제에 어떤 맥락에서 개입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관계, 특히 윌슨의 정치적, 종교적인 성향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레스터의 종교적인 후원(patronage)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한 패트릭 콜린슨(Patrick Collinson)은 레스터의 원정을

통해 그의 정치적 견해와 그가 속한 당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콜린슨에 따르면 청교도 성향을 가진 레스터의 측근들은 네덜란드

원정을 “복음을 위한 운동”(a crusade for the Gospel)으로 여기고 거기에

동참했다(70). 폴 화이트(Paul White) 역시 윌슨의 『세 부인』과 그

후속편인 『세 귀족』이 레스터가 수호하는 “청교도적인 종교적 가치”와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50). 

윌슨의 『세 부인』은 1581-82년 사이에 쓰여졌고 레스터가 직접

네덜란드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스페인에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1585년에서 1587년까지의 기간이기에 레스터의 네덜란드 원정과

윌슨의 작품을 연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정확히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585년 네덜란드 원정을 떠나기 이전에도 레스터는 윌리엄

오렌지 공(Prince William of Orange)과 친분이 있었고 1570년 이래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계속 네덜란드 원조를 주장했으며 실제로 이에

1572년부터 영국 지원군이 네덜란드에 파견된 바 있다. 레스터가

네덜란드 저지대로 가서 스페인에 맞서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은

1585년부터지만 영국의 네덜란드 독립전쟁에 대한 반스페인적 성격의

개입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파문 이후 영국과 스페인과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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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었던 15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야 한다. 

레스터가 네덜란드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배경의 의미와 함께 그가

1570-80년대에 걸쳐 영국과 모로코 사이의 무역에 상당부분 개입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585년 7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12년 동안 모로코와 무역을 할 수 있는 특허권을 부여 받아 바바리

회사(Barbary Company)가 설립되는데, 레스터는 같은 해 12월에

네덜란드 원정을 떠난다. 레스터는 바바리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하나였는데 T. S. 윌렌(T. S. Wilan)에 따르면 바바리 회사에 대한 그의

투자는 네덜란드 원정을 위한 재정적인 필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188). 바바리 회사는 1585년에 설립되었지만 이미 그 이전인

1570년대부터 영국과 오토만의 관계는 점차 확장되고 있었다. 특히

1568년 스페인과의 통상 금지령을 계기로 스페인과 교역하던 몇몇

상인들이 모로코 무역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Wilan 162). 일례로

윌리엄 하본(William Harborne)은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 1578년에

처음으로 오토만에 사절로 파견되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술탄

무라트 3세(Sultan Murat III)로부터 영국 상선이 오토만 항구에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내었다. 

레스터가 프로테스탄트적인 목적을 위해 바바리 회사 설립에

관여했다면 작품에 등장하는 터키 사람을 단순히 『세 부인』에서

다루는 외국 사치품의 문제를 대변하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스페인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타자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면 『세 부인』의 서브플롯에서 그려지는 오토만의

이미지가 무조건 나쁘게만 그려지지 않았던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은 터키의 고리대금업자 게론투스가 아니라 메르카도러스의

악행을 통해 사치재 수입에 대한 비판을 반카톨릭적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매튜 딤먹(Matthew Dimmock)은 다른 무엇보다 더 위협적인

타자로서의 카톨릭에 대한 연구에서 초기 근대 영국의 형성 과정에 있어

이슬람 문명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피며 처음에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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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인”(New turke)이 영국 내부의 적과 반대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였다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카톨릭 세력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77-86). 딤먹은 “폭스(Foxe)에 의하면 “크리스천들이 느끼기에

터키인들은 카톨릭 교도들이 프로테스탄트들에게 그랬던 것만큼 악랄한

원수는 아니었다”(that Turkes be not more enemyes to Christians” than 

“papistes to protestantes; 81)라고 하며 종교개혁 이후에 터키인보다 로마

카톨릭 교황이 더욱 악랄한 적그리스도로 재현되는 과정을 짚어낸다.

딤먹은 1571년 유럽 세력과 오토만의 싸움에서 스페인-베니스의

신성 동맹(holy league)이 이겼다는 점에서 레판토 해전을 유럽이 승리한

영광스런 전투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페인의 승리가

영국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영국인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84). 따라서 그는 레판토 해전에 대해 단순히 유럽과

오토만과의 관계에서 유럽이 힘을 얻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그것이

영국의 “진화하는 지정학적인 위치”(evolving geo-political position)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성 동맹의 승리가

영국의 운명에 가져온 결과에 주목한다(84-86). 1570년대 국제 관계를

보면 영국은 스페인과 소원해지고 오토만과는 점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1570년의 파문 이후 엘리자베스 여왕은 카톨릭 세력들에게

이단으로 간주되었지만, 영국은 모로코와 지속적으로 무역을 통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레판토 해전 이후 스페인은 점점

‘제국’으로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막강한 위력을 가진 스페인에게 점령당할 수 있다는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영국은 스페인과 점점 멀어지면서 오토만과 필요에 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대중적인 정서상 터키를 향한

영국인들의 적개심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다. 레판토 해전에 대해

영국에서 발간된 보고서에는 신성 동맹의 승리를 “기독교도들에게

“행복한 승리”(a happie victorie for Christendome)로 묘사했고(Dimm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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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오토만과 아무리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영국은 여전히 오토만

제국과의 “명시적인 유대”(overt association)를 꺼려했다(Dimmock 86). 

이러한 배경에서 『세 부인』에 등장하는 게론투스나 터키 판사는

친절하고 좋은 인물이라기보다는 터키에 대한 영국의 양가적인 관점이

투영된 인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윌슨의 작품은 카톨릭, 

프로테스탄티즘, 그리고 오토만과의 양가적인 관계 등 복잡한 상황을

배경으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세 부인』의 서브 플롯에서 카톨릭과

무슬림-유대인, 그리고 이탈리아 상인이 모두 필요했던 것이다. 작품은

메르카도러스를 통해 터키보다 더 위협적인 타자로 카톨릭 세력을

부각시키고, 메르카도러스와 루커의 관계를 통해 루커라는 인물을

반카톨릭주의의 렌즈를 통해 읽어내게끔 만들었다.

2. 『런던의 세 귀족과 세 부인』: 루저의 개심과 영국으로 들어오는

유저리

『세 부인』에서 고리대금업은 단순한 대금업(moneylending)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이득을 착취하여 공공선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국제무역 및 사치품 교역의 주제와 만나 작품을

반외국적, 구체적으로는 반카톨릭적인 메세지를 표방하는

프로테스탄트적 도덕극으로 견인해가는 핵심 주제였다. 1588-89년

사이에 나온 후속작 『세 귀족』에서는 『세 부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반카톨릭적 요소들이 반스페인주의적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본 고는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세 부인』에서 런던을

타락의 공간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루커가 『세

귀족』에 이르러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핌으로써 고찰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루커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겪는

유저리의 모습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세 부인』에서 루커의 일을

앞장서서 도맡았던 유저리는 『세 귀족』에서 영국을 떠나 스페인으로

가자는 프로드의 제안을 거부하고 영국에 남기로 결정한다. 유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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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드를 거부하는 장면은 영국에 대한 유저리의 국가주의적인 입장을

읽어낼 수 있는 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고는 유저리가 작품에서

반외국적 성격을 표방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가 영국 국가주의를

대변하는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을 루커의 변화와 함께 살핀다. 

그리고『세 귀족』이 쓰여졌던 상황, 즉 영국의 아르마다 격퇴를 계기로

반스페인 정서가 고조되어가던 배경을 통해 이들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영국에서 고리대금업에 대한 사법적 수용이

반스페인적인 맥락을 동반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세 부인』을

지배하던 반카톨릭 정서는 영국의 스페인 아르마다 격퇴 이후 『세

귀족』에서 반스페인 정서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윌슨은 스페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비판한다. 이에 본 고는 루커와 유저리가 영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러한 불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페인이라는 타자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작품의 제목 『런던의 세 귀족과 세 부인』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듯, 

이 작품의 여러 갈래의 서사 중 중심이 되는 것은 『세 부인』에서

악덕의 알레고리로 재현되었던 루커가 영국, 그것도 런던의 귀족을 통해

흡수되는 서사이다. 『세 부인』에서 런던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죄로

감금된 루커, 러브, 컨션스는 『세 귀족』에 와서 그녀들을 구해줄 세

명의 런던 귀족 폴리시(Policy), 폼프(Pomp), 플레져(Pleasure)와 각각

결혼을 하여 죄를 사면받는다. 이를 통해 작품은 런던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고 통합되는 모습을 그린다. 특히 루커의 변화는 스페인 적을

물리치고 돌아온 세 영국 런던 귀족들의 승리 앞에서 다음과 같은

대사를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된다. 

루커: 그들의 귀환을 향한 내 풀피리 소리가 들려지기를

우리는 녹색 월계수의 화환을 준비하여

그들을 환영한다. 공공의 선을 위해,

우리가 지닌 사적인 애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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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Y LUCRE: Against their coming, might my reed be heard,

Prepare would we garlands of laurel green, 

To welcome them; more for the common good, 

Than for affection private that we bear (475, 인용자 강조)

루커는 “사적인 애정”(Affection private)보다 “공공의 선”(common 

good)을 우위에 놓으면서 스페인을 물리친 세 런던 귀족들의 승리를

환영한다. 『세 부인』에서 루커는 악덕 지주로서 집세를 올려 받고, 

메르카도러스를 시켜 사치재 무역을 주도했으며, 매춘을 일삼은 인물로

철저하게 “사적인 애정”을 대변하는 인물이었다. 그랬던 그녀가 『세

귀족』으로 오면서 “공공의 선”의 가치를 칭송하는 인물로 변하는데

이러한 루커의 개심(conversion)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타락했던 세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교화되는 과정을 통해 영국 공공선의 회복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루커가 개인의 욕망보다 공공의 선을 강조하는 인물로

변화한 것은 그 자체로 주목을 요하는 일이다. 『세 부인』에서 영국을

위협하는 타락한 물질주의의 화신으로 그려졌던 루커가 교화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부(wealth)가 공공의 선을 수호할 수 있는 공공의

부(common-wealth)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루커의 변화는 그녀의 심복이었던 유저리가 아닌 스페인을

물리쳐야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스페인의 세 귀족을 격퇴한 런던의

세 귀족은 스페인 적수의 방패를 전리품으로 획득하고 이를 일종의 결혼

선물로 런던의 세 부인에게 준다. 그 다음에 니모(Nemo)의 주재로

이들의 결혼이 성사된다(477-78). 유저리는 법이라는 족쇄를 차게 되는

방식으로 영국에서 길들여지는 반면, 스페인이 런던과 영국에서 완전히

격퇴된 다음에야 루커가 런던으로 들어온다. 이탈리아 출신의 할머니를

통해 외국인의 혈통을 물려받은 루커가 영국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녀가 런던 출신의 귀족과 결혼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의 세 귀족은 이 런던 귀족들이 무찔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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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고리적 악덕(Vice)으로 그려진다. 

런던의 세 귀족과 스페인의 세 귀족이 서로 대적하는 장면에는

복잡한 문학적 장치가 없다. 쉬얼티(Shealty)는 스페인 적수들을 각각

스페인 왕(Spain Majesty), 어너(Honour), 거버먼트(Government)라는 세

귀족과 그들을 섬기는 세 시종, 모데스티(Modesty), 액션(Action), 

리가드(Regard)로 소개한다(467-69). 그런데 런던 귀족의 시종들은

스페인 적수들의 이름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지칭한다. 

이들은 스페인 왕의 진짜 이름은 프라이드(Pride)로, 어너는

앰비션(Ambtion)으로, 거버먼트는 티러니(Tyranny)라고 부른다. 또한 세

시종 모데스티, 액션, 리가드는 각각 셰임(Shame), 트리처리(Treachery), 

테러(Terror)로 정정된다. 양측의 소개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싸우자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때 “런던의 세 귀족으로 하여금 스페인 사람들 쪽으로

지나가게 한다,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떠나버린다”(Let the three Lords pass towards the Spaniards, and 

the Spaniards make show of coming forward and suddently depart)라는

무대 지시가 뒤따른다(473).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인

세력들은 구체적인 맥락도 없이 단지 도망가는 모습으로 처리된다. 런던

귀족 폼프(Pomp)는 도망가는 스페인인들을 “용감한 겁쟁이 캐스틸리아

사람들 같으니라고”(What braving cowards these Castilians be; 473)라고

말하며 비웃고, 런던 귀족 일당은 스페인이 놓고 간 방패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획득한다. 이처럼 스페인 귀족과 런던 귀족들의 대립은 그

어떤 극적인 요소나 정교한 서사도 없이 단지 등장인물들의

알레고리적인 가치의 대결로만 제시되고 그것으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다. 이들의 대결은 물리적인 싸움도 없이 알레고리적인 차원에서

처리된다. 

분명한 것은 런던의 귀족들이 스페인 일당들을 이기고 난 후에야

루커가 나와서 “공공의선”(common good)을 칭송한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이 스페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자국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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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에릭 그리핀(Eric J. Griffin)은 『영국

르네상스 드라마와 스페인의 유령』(English Renaissance Drama and the 

Specter of Spain)에서 『세 귀족』이 스페인을 재현하는 방식을

프로테스탄트적 알레고리로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스페인

측의 어너(Honour)을 설명하는 문구인 “이 세상은 충분하지 않다”(Non 

Sufficit orbis)가 스페인 합스부르크 필립 2세의 모토인 “여전히 더

멀리”(plus ultrac)와 상통한다고 본다(468). 윌슨은 이런 방식으로

스페인을 묘사함으로써 스페인의 제국주의적 사업에 내재한 부정적인

동기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리핀은 윌슨이 스페인 왕의 오만함을

강조함으로써 당대 스페인에 대적하던 영국 해상 약탈(piracy)의 윤리적

함의를 경감시킨다고 주장한다(60). 이런 방식으로 『세 귀족』은

제국주의적 오만이라는 측면에서 스페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그럼으로써 영국의 해상 약탈(privateering)과 같은 해외 사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결국 그리핀은 이 작품이 당대 제국주의 담론의 맥락에서 읽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인인 루커가 영국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들은 스페인이라는 타자를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그려진다. 작품의 서두에서 런던의 세 신사들이 모두 러브나

컨션스가 아닌 루커를 결혼 상대로 원한다는 내용이 시사하듯, 런던은

루커로 대변되는 물질적인 가치를 무엇보다 추구하고 상업적인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업에 기반한 도시로 그려진다. 

이런 상황에서 루커의 영국화는 런던의 귀족들이 스페인과 대적해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세 귀족』은 런던에 위협적인

외국인 스페인에 물질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투사하고 이를 타도하여

상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루커가 영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스페인의 제국적 오만(imperial hubris)을 타자화해야 하는 것이다. 『세

귀족』은 스페인을 타자화시키는 동시에 루커를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낸

합법적인 물질로 재개념화하여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환타지를 구축하는



70

방식으로 국가로서의 영국을 정립한다. 

본 논문은 스페인을 타자화하는 과정이 궁극적으로 스페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이를 근거로 영국의 해상약탈이

프로테스탄트적 관점에서 정당화된다는 그리핀의 논의에 동의한다. 

그러나 루커가 영국으로 포용되는 과정, 즉 제국주의에 대한 물질적

획득이 처리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그리핀의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루커의 영국화 과정을 작품의

고리대금업이라는 중상주의적 주제와 함께 해석한다는 것도 그의 논의와

차별되는 지점이다. 루커가 영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스페인을

타자화하는 게 필요했다는 점과 함께 루커의 제1의 행동대장이었던

유저리의 변화를 주목해서 살펴야 한다. 루커의 변화와 더불어 유저리의

변화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세 부인』에서 런던 사회의 타락을 야기하여 영국에 적대적인

존재로 부각되었던 유저리는 『세 귀족』에 와서 오히려 영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진 인물처럼 행동한다. 『세 귀족』에서 프로드는 런던이

이제 더 이상 살 곳이 못 된다고 하면서 스페인으로 떠날 것을

유저리에게 제안한다. 

유저리, 우리의 일원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도

들었겠지만 스페인인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곳

런던은 우리가 살 곳이 못된다: 사람들은 점점 더 양심적이고

종교적으로 되어가고 있기에 프로드, 디시뮬레이션, 사이모니는

판독되고 있다, 판독되고 있다는 것은 멸시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 원수[스페인]들을 만나고 그들에

합류할 것이다.

Usury, make one: this is our intent. Let’s see that none hear us now. 

The Spaniards are coming, thou hearest, with great power: here is 

no living for us in London; men are growen so full of conscience 

and religion, that Fraud, Dissimulation, and Simon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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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phered, and being deciphered are also despised, and therefore 

we will slip to the sea, and meet and join with the enemy; (456)

프로드에 의하면 『세 귀족』의 런던은 이미 루커가 지배하던 『세

부인』의 런던이 아니다. 타락한 러브, 컨션스, 그리고 루커가 그들의

죄값을 치루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런던이란 도시 자체도

변화한 것이다. 이는 『세 귀족』에서 루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것,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심복이었던 프로드, 디시뮬레이션, 

사이모니, 유저리를 거부하고 개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세 귀족』에 이르면 『세 부인』에서 타락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던

런던에 다시 양심과 종교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과정은

런던에서 카톨릭이라는 가짜 종교가 물러나고 프로테스탄트적인 진정한

기독교의 힘이 살아나는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루커의 개심이 양심의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사면을

받는다는 카톨릭적인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프로드는 이처럼 루커의 개심과 더불어 양심이

되살아나고 있는 런던에서 자신들의 자리가 없다고 한탄하면서

유저리에게 스페인으로 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유저리는 “네가 무엇을 하든, 본국의 배신자가 되지는

말라”(Whatsoever ye do, be not traitors to your native country)고 충고하며

다소 의외의 이유로 프로드의 제안을 거부한다(456). 프로드는 우리

모두는 다 외국에서 왔기에 영국은 모국(native country)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유저리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내 처지를 개선한다고? 아니, 나의 처지를 바꾸는 것이겠지. 

내가 있는 곳, 여기, 나는 이곳의 정권에 대해 알고 있어. 나는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 수 있어. 만일 이방인들이

우세하다고 해도, 나는 그들의 법이나 그것이 적용되는 방식을

몰라: 그들은 압제자들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몰수할 수 있어; 그들이 그럴 가능성은 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추구하잖아.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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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을 거야,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 . .

To better my state? Nay, to alter my state, for here, where I am, I 

know the government: here I can live for all their threat’ning. If 

strangers prevail, I know not their laws nor their usuage: they may 

be oppressors, and take all I have; and it is like they are so, for they 

seek that’s not their own. Thereofore here will I stay, sure to keep 

what I have . . . (457)

유저리는 자신이 영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스페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기에 떠나지 않겠다고 한다. 이 점에서 유저리는 이미

영국에 충분히 정착한 인물로 그려지고 그에게 스페인은

“이방인”(strangers)으로 여겨진다. 유저리는 스페인을 외국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경계하며 스페인 사람들이 탄압자(oppressor)일

수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유저리는 스페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는데, 『세 부인』에서 유저리 본인이 바로 러브와

컨션스의 소유를 착취하는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는 특히 반어적으로 여겨진다. 이 작품이 반스페인적인 코멘트를

유저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하다. 그는 오히려 영국이 자신의

본국이라고 말하면서 영국에 남겠다고 한다. 유저리는 더 이상 『세

부인』에서처럼 사람들을 착취하는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세 귀족』에서는 프로드가 심플리시티(Simplicity)를 착취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인물로 나온다. 

『세 귀족』에서 영국이 대적해야 할 궁극적인 타자로 스페인이

등장하는 것과 동시에 유저리는 영국 안으로 흡수된다. 마치 루커가

스페인을 이긴 런던 귀족과의 결혼을 통해 런던에 자리를 잡게 되듯이, 

유저리의 변화 역시 반스페인적인 내용과 평행으로 그려진다. 『세

부인』에서의 유저리가 사치재 교역에 결부된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졌다면, 『세 귀족』에 이르러서는 스페인의 제국주의적 오만이

이전에 유저리가 차지하고 있던 탐욕의 자리를 대신한다. 스페인이

도덕극의 장르적 관습에 따라 알레고리적인 악덕으로 그려지고 도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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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진압되는 반면, 루커의 심복인 유저리는 오히려 법으로

규제되는 형벌을 통해 도덕이 아닌 법적인 영역에 귀속된다. 『세

부인』에서 루커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컨션스는 “여기 루커로 하여금

상자를 열게 하고 그 안에 그녀의 손가락을 살짝 담근 후 컨션스의

얼굴에 다음과 같이 말하며 얼룩을 만든다”(Here let Lucar open the Boxe, 

and dip her finger in it, and spot Conscience face, saying as followeth, 

143)는 무대 지시사항에서 알 수 있듯 루커로부터 타락의 표식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마치 이 장면이 『세 귀족』에서 변형되어 반복되는

것처럼 유저리는 폴리시(Policy)에 의해 CX라는 표식을 받게 된다.

폴리시: 이봐, 폴리시는 너에게 이 표시를 줄거야, 보이나;

큰 C의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x,

의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네가 어떤 이유에라도 100중 10 파운드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거야:

그리고 너무 많은 것도 역시; 그러니 조용히 짐을 꾸려라,

그리고 런던의 폼프는 유저리가 아니라

정당하게 감행한 모험을 통해 얻은 상품과 정직한 산업을 통해

유지되는 것임을 알아라.

POLICY:  Sirrah, Policy gives you this mark, do you see;

A little X standing in the midst of a great C,

Meaning thereby to let men understand,

That you must not take above bare ten pound in the hundred at any 

hand:

And that too much too; and so be packing quietly,

And know that London’s Pomp is not sustained by Usury,

But by well-ventured merchandise and honest industry. (482)

루커의 이전 심복들은 다 영국을 떠나 도망가지만 유저리는 “CX”라는

표식을 새긴 채 런던 안에서 지낸다. 이 표식은 이자를 10% 이상 받을

수 없게 대금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1571년 새로 재정된 반고리대금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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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유저리는 추방당하지 않은 채 다만 법적인 구제를 받으면서

런던에 남는 것이다. 그는 스페인 세력들이 알레고리적인 악덕으로

그려지는 것과 달리 작품의 세계 속에서 타협되고 조정되고 규제되어야

하는 가치로 등장한다. 『세 부인』에서 악덕으로 묘사되었던 유저리는

마치 『세 귀족』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개심한 루커처럼 런던에

남아있게 된다. 『세 귀족』에서는 루커를 영국으로 들여오기 위해

고리대금업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스페인이라는 역사적 실체를 악덕의 알레고리로 만드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세 귀족』은 스페인을 타자로 내친 후에야 비로소

루커와 유저리가 런던으로 새롭게 흡수되는 모습을 그린다는 점에서

반스페인주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 부인』과『세 귀족』은 각각 1581-82년, 1588-89에 쓰여졌고

그 사이에 영국은 스페인 아르마다 함대를 격퇴한다. 제이슨 엘리엇

엘드레드(Jason Eliot Eldred)는 영국이 아르마다를 격퇴하기 이전에는

스페인 자체보다 카톨릭을 더 위협적으로 여겼다고 지적하며 1588년

이전의 스페인 비판은 스페인이 “스페인 사람”(Spaniard)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교황의 “꼭두각시”(puppet)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133). 엘드레드에 따르면

1588년 이전의 영국에서는 스페인이라는 개별 국가보다 교황이 더 큰

적이었고 카톨릭 세력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끊임없는 위협을 가하는

존재였다(126). 엘드레드는 아르마다 격퇴를 전후하여 반카톨릭적인

정서가 반교황주의에서 반스페인주의로 옮겨졌다고 지적하면서 줄리언

록(Julian Lock)이 이미 이러한 주장을 전개한 바 있다고 언급한다(126, 

37n). 록과 엘드레드의 주장, 즉 영국의 반카톨릭주의가 스페인

아르마다 격퇴 이후 반스페인주의로 옮겨갔다는 것은 각각 아르마다

격퇴 전후에 나온 윌슨의 두 연작, 『세 부인』과 『세 귀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세 귀족』에서 영국의 궁극적인 적이 스페인이며 런던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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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들이 스페인 사람들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쳐부순다는 점에서

작품의 반스페인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작품이 어떤 맥락에서 반스페인적 비판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윌슨의 두 연작이 반카톨릭주의에서 반스페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은 유저리와 루커의 서사를 중심으로 『세 귀족』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종류의 도덕극을 통해 가능해진다. 여기서 유저리와 루커가

영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당대 영국의 해외 팽창 경제라는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급격한 경제적 변혁의 시기에 생기는 경제적 불안을

처리하기 위해 스페인이라는 타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윌슨의 작품은

특히 스페인의 제국주의적 오만을 경제적으로 맥락화하여 반스페인주의

관점을 담고 있는 당대의 ‘검은 전설’(Black Legend)에 기여하고

그것으로부터 또한 영향을 받았다. 

윌리엄 S. 몰트비(William S. Maltby)는 『영국에서의 검은 전설: 

반스페인 정서의 발달, 1558-1660』(The Black Legend in England; The 

development of anti-Spanish sentiment, 1558-1660)에서 당대 영국의

식민 사업을 옹호하고 그 선두에 섰던 해클루트(Hakluyt)나 롤리 경(Sir 

Walter Ralegh)을 예로 들어 영국의 해상 팽창이 반스페인주의의 근간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해클루트의 『주요 항해기집』(Principal 

Navigations)은 스페인 사람들의 잔인함, 남을 속이는 교활함을

부각시키면서 검은 전설(black legend)의 정전이라 할 수 있는 라스

카사스(Las Casas)의 글을 인용하는데, 몰트비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스페인의 잔인함을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영국의 식민주의에 내재한

부정적인 면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70). 나아가 토마스

케이트(Thomas Cate)는 드레이크(Drake)의 항해를 언급하면서 스페인

방패에 새겨진 문구 “이 세상은 충분하지 않다”(Non sufficet orbis)를

스페인의 오만과 연결하는데, 이 소재는 같은 시기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70). 롤리 경은 “복수에 대한 마지막

전투”(The Last Fight of the Revenge)에서 스페인을 “야심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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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ambitious and bloody)하다고 묘사하는데, 그의 말에 다르면

엘리자베스조 사람들은 스페인의 식민 정책을 “단지 보물을 찾기 위한

광란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as little more than frenzied search for 

treasure)으로 여겼다고 한다(71). 스페인의 오만은 무엇이든지 다

집어삼키는 물질적인 탐심과 연결되며 그것에 대한 비판은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확장된다. 신세계 정복 및 개척 사업을 통해 얻은 스페인의

제국주의적 부는 이처럼 부정적으로 처리되고, 스페인을 타자화함으로서

영국의 팽창주의 정책은 정당성을 얻게 된다. 스페인 제국주의의

상업적인 측면에 적대감을 불러 일으키면서 영국의 루커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영국이 자신의 초기 식민주의 사업을 반스페인적으로 규정하고

스페인과 차별화하여 자신의 제국주의적 탐험을 정당화하는 전략과

상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 작품의 반스페인주의는 구체적으로

스페인의 제국주의적 열망에 대한 비판으로 읽힐 수 있다.

본고는 『세 부인』에서 『세 귀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리대금업이라는 주제를 통해 반카톨릭적 요소들이 반스페인

제국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살폈다. 그 과정에서 영국은 특히

스페인이 식민주의 정책을 통해 얻게 된 물질적인 풍요를 오만과

탐욕으로 타자화하는데 이는 영국이 팽창 경제 활동을 통해 얻게 될, 

혹은 얻고자 하는 부에 대한 욕망을 중화하고 자신들의 식민주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상주의적인 측면에서

반외국적인 존재로 그려졌던 루커가 『세 귀족』에 이르러 영국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초기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반스페인적인 담론을 생성함으로써 스페인과는 다른

국가로 영국을 자리매김하는데 사용되었다.15

                                        
15 이러한 틀은 초점은 다르지만 영국 종교개혁의 측면에서 “영국의 반스페인/반천주교

주의가 영국의 근대화와 국가주의, 제국주의를 정당화” 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는 논의

와 궤를 같이 한다 (90). : 이종숙.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르네상스 연극: 반스

페인주의, Shakespeare, 그리고 Calderon」, 『인문논총』 45(2001): 67-118. 이 논의에서

는 “영국 국가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급진적 개신교가 어떻게 국가

주의와 결합하여 외국 혐오증, 더 나아가 제국주의로 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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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덕극에서 시민희극으로

윌슨의 작품에서 세 부인들은 결국 영국에 침입해 온 스페인 세력을

물리친 런던의 귀족과 결혼하게 되면서 영국으로 편입된다. 유저리를

제외한 루커의 심복인 프로드, 디시뮬레이션, 사이모니는 영국을 떠나는

반면 유저리는 영국에 남는다. 루커와 그녀의 심복들은 『세 부인』에서

악덕의 알레고리를 대변하며 러브와 컨션스를 타락시키는데 일조했다. 

이 때 루커와 관련된 세력 모두가 외국인으로 그려졌고 런던의 경제적

영역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반외국적 정서가 작품 전반에 깔려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세 귀족』에 이르러 루커가 개심하고, 유저리가

루커의 나머지 심복들과 다른 노선을 택하여 영국에 남게 된다는 점에서

고리대금업의 주제는 도덕극의 알레고리를 벗어나 영국의 경제 현실로

들어오게 된다. 이 때 유저리의 영국화는 스페인을 마치 도덕극의

악덕처럼 타자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는 고리대금업을 향하던

반외국적 성격의 화살이 스페인에게 돌려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허튼의 『영국인』은 여러가지 면에서 윌슨의 『세 귀족』을

계승하면서도 도덕극에서 벗어나 시민희극으로 향하는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허튼의 작품은 어떻게 고리대금업이 외부적인 것에서

영국 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기제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피사로라는 고리대금업자의 영국화를 통해 탐구하면서 시민희극의 문제

의식으로 나아간다. 『영국인』은 무역상이자 고리대금업자인

피사로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세 명의 가난한 영국 귀족

청년(gallant), 하비(Harvey), 하이햄(Heigham), 월그레이브(Walgrave)가

각각 피사로의 세 딸인 로렌시아(Laurentia), 마리나(Marina), 

마테아(Mathea)와 결혼하여 빚을 탕감 받는 이야기를 다룬다. 피사로는

                                                                                                       

(84). 위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종교에서부터 국가로 전이되는 측면이 있고 종교

가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제국주의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지만, 본

논의에서는 고리대금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담론이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제국주의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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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부유한 외국인 상인들—프랑스인 델리옹(Delion), 이탈리아인

알바로(Alvaro), 네덜란드인 반달(Vandal)—에게 딸들을 시집보내고자

하지만 그의 계획은 자신의 세 딸들, 채무자인 영국 젠트리 청년들,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돕는 가정 교사 안토니(Anthony)의 계략을 통해

실패로 돌아가고 세 딸들은 자신이 원하는 영국 청년들과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영국인』은 궁극적으로 외국 상인을 물리친 세 명의

영국 남성들과 세 명의 영국 이민 2세대 여성들의 결혼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영국 귀족과 세 부인의 이야기를 다룬 윌슨의『세

귀족』과 닮아있다. 윌슨의 영국 귀족들이 런던의 세 부인들과

결혼한다면 허튼의 영국 청년들은 외국 상인 삼총사를 제치고 피사로의

세 딸들과 결혼에 성공한다. 나아가 윌슨의 세 부인들이 런던 귀족과

결혼하면서 영국으로 편입되는 결말은 피사로의 세 딸이 영국의

젠트리와 결혼하여 영국인으로 안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대 활발해진

경제적 대외 교류를 통해 생기는 반외국적 성격의 불안을 결혼을 통해

해소하려는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세 귀족』에서

스페인이라는 적을 물리친 런던의 세 귀족이 세 부인과 결혼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스페인주의적 성격의 국가주의를 읽어낼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영국인』은 외국 상인들을 물리친 영국 청년들의 승리를

그린다. 

그러나 『세 귀족』과 달리 『영국인』은 스페인이 아닌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상인들을 궁극의 적으로 타자화 한다. 흥미로운

점은 당대 영국 이민자의 대다수가 바로 이들 국가로부터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1593년 자료에 의하면 런던으로 건너온 외국인

이민자 중 1위는 55%를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

사람들이 34%를, 그리고 이탈리아가 3%로 3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니(Luu 100) 허튼이 세 명의 외국 상인들을 이들 나라 사람들로

구성한 것은 당대 런던의 외국 이민자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설정이라

볼 수 있다. 런던의 외국인 이민자들은 주로 섬유 산업, 금속 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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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역업에 종사했는데 그 중에서도 견방직, 금이나 은의 세공과

같은 사치품 거래와 관련된 일을 했다(Selwood 30). 초기 근대 섬유

산업에서의 중요한 변화는 소위 “신 직물”(New Draperies)의 발전으로

이것은 구 직물(Old Draperies)인 모직(wollens)과 비교하여 더욱 가볍고,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더욱 다양한 종류의 옷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기에 특히 견직물 산업에 혁명적인 변혁을

가져왔다(Selwood 31). 영국 노동자들은 주로 더욱 전통적인, 하지만

수익성이 적은 섬유 제조업(Old Draperies)에 종사하고 있었던 반면, 신

직물 제조는 대륙으로부터 건너온 이민자들의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섬유 산업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영국 섬유 노동자들은

그 탓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반외국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Selwood 

31). 외국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은 외국 상인들이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고약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도 증폭되었다. 1653년 자료에 따르면

외국 상인들은 “1파운드에 3실링, 40실링, 50실링, 4파운드하는 실들을

섞어서 . . .  비단을 만드는데 있어 얼마나 속임수를 많이 쓰는지. . .” 

그리고 “양모와 낙타의 털”을 뒤섞는”(use much deceit in the making of 

silks . . . mixing thread of three shillings per pound with silks of forthy 

shillings, fifty shillings and four pounds per pound” and combining “woolen 

with came’s hair; Selwood 31) 종류의 속임수를 썼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외국 상인들에 의해 자국의 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

외국 상인이 영국의 국가 경제에 위협을 가한다는 생각이 영국인들이

당대 외국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담겨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대의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갖는 『영국인』은 세기말 런던 시장으로

들어온 많은 외국인들에 영향을 받은 “반외국적 희곡”(anti-alien play)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Campos 611).

윌슨의 작품에서는 스페인이 타자로서 강조되었다면 『영국인』은

16세기 후반 런던에서 상업 활동하는 외국인의 문제를 전면에 놓고 있다. 

이는 1580년대 후반과 1590년대 후반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한다. 

1580년대 후반 아르마다 전투를 전후로 반스페인주의가 정점을 찍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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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스페인은 영국에게 덜 위협적인 상대로 변했다면(Kermode Aliens

124), 1590년대로 들어가서면서 영국 이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타자들이 영국의 경제에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 

『영국인』의 고리대금업자 피사로는 스페인과 관계 있는 상인으로

그려진다. 피사로라는 그의 이름은 페루를 점령한 스페인 사람

프란치스코 피자로(Francisco Pizarro)를 연상케 하며 무엇보다 피사로의

상선들이 “스페인의 막대한 부로 가득 찬”(All laden with the ample 

wealth of Spaine; 1.1.4) 것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피사로는 스페인과

밀무역을 하는 마라노 상인임을 알 수 있다(Campos 610). 작품의

결말에서 그러한 피사로가 딸들의 결혼을 통해 영국으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허튼의 작품에는 반스페인적 정서가 많이 경감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 대신 런던 외국인 이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부각된다. 

1590년대로 접어들면서 변하는 영국의 정치경제적 대외 관계

양상과 더불어 주목할 것은 『영국인』은 윌슨의 작품과 다른 방식으로

고리대금업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리대금업자를

형상화하는데 있어 이전 고리대금업 희곡들과 달라진다는 점이다. 

허튼의 피사로는 포르투갈 출신의 유태인(마라노) 고리대금업자이면서

영국에 귀화한 이민 1세대의 영국인이라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는다. 

이러한 피사로는 고리대금업을 통해 가난한 영국 젠트리 청년들의

토지를 담보로 갖고 있다. 『영국인』에서는 가난한 젠트리 영국 청년과

부유한 외국 상인들의 대립, 즉 영국과 외국의 대립 구도뿐 아니라

고리대금업자 피사로와 채무자인 영국 젠트리의 대립 구도 역시 만들어

놓고 있다. 영국 젠트리들은 피사로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들의

토지를 되찾게 되는데 이러한 결말은 고리대금업이 결국 지주층에

흡수됨을 의미하는 동시에 피사로와 같은 이민 1세대 상인이 완전히

영국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인』을 기점으로 이후의 고리대금업

희극에서 고리대금업자는 외국인이 아니라 영국인으로 변화한다. 



81

고리대금업자의 영국화는 고리대금업이 점차 영국에 수용되는 경제

현실에 대한 반영이며 고리대금업 주제가 도덕극에서 시민희극으로 옮겨

다뤄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본 장에서는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도덕극에서 시민희극으로 옮겨져

다뤄지면서 영국 내부의 문제를 건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장르의

과도기적 모습을 『영국인』을 통해 살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영국인』에서 세 딸들의 결혼 문제가 단순히 유태인 혼혈 여성과 영국

남성의 결혼일 뿐 아니라 고리대금업자의 딸과 몰락 젠트리의

결혼이기도 하다는 점을 주목한다. 상인과 젠트리 사이의 계급 갈등이

이 작품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리대금업자와 영국인

채무자의 관계가 시민희극의 상인과 젠트리 한량의 관계를 내다보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영국인』에서는 고리대금업자/상인과

젠트리의 구도를 제시하고 이 둘의 관계를 희극적인 결말로 가져가면서

고리대금업을 영국으로 흡수한다. 『영국인』을 기점으로 이후

고리대금업을 다루는 17세기 초 희극 작품에서 외국인 문제보다는 자국

내의 계급 문제가 상인/고리대금업자와 젠트리 한량의 관계를 통해

제시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영국화 된 고리대금업자는 젠트리와

상인의 긴장 및 화해를 통해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런던 시민상을

탐구하는 시민희극의 맥락 속에서 다뤄진다. 새로운 경제 주체에 대한

탐구는 고리대금업이 영국의 경제 현실에 편입되는 과정을 통해 런던을

어떤 도시로 만드는지, 나아가 런던을 통해 영국을 어떤 국가로

자리매김하는지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피사로라는 과도기적 상인-고리대금업자의 재현을 중심으로

작품에서 다루는 고리대금업의 주제를 면밀히 살피고 이것이 어떻게

시민희극의 문제의식으로 이어지는지 따져볼 것이다.

1. 무역상-고리대금업자

윌슨의 유저리는 도덕극의 악덕을 계승하는 알레고리적 인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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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졌다면 『영국인』의 피사로는 알레고리적 악덕에서 좀 더 멀어진다. 

그는 대출금에 대한 값비싼 이자를 상정하여 가난한 영국 젠트리의

토지를 착취하려는 고리대금업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상 사업의

위험을 무릅쓰는 무역상으로 등장한다. 

피사로: 오늘 흐리멍텅한 아침이 얼마나 의기양양해 보이는지:

기분 좋은 광경이다; 그러나 내 기분은 더욱 좋다

촉촉한 남서풍을 생각하니

비옥한 스페인으로부터 상품을 싣고 오는 나의 상선들을

몰고오는.

. . . 

나에겐 그 바람이 감당할 만한 서른 두 척의 배가 있고

그 배에 실린 화물은 피사로를 부자로 만들지

그리하여 모든 땅은 내게 자연스럽네 (모든 곳은 내게 본토와

같네)

실로, 태생적으로 나는 포르투갈 사람이지만

서풍에 이끌려 영국 해안에 오게 되었지,

나는 여기의 땅을 좋아하여 이곳에서 결혼했고

세 딸들을 두었네.

PISARO: How smug this grey-eyed morning seems to be:

A pleasant sight; but yet more pleasure have I 

To think upon this moistening south-west wind

That drives my laden ships from fertile Spain. 

. . .

Thirty-two ships have I to equal them [winds]

Whose wealthy fraughts do make Pisaro rich

Thus every soil to me is natural.

Indeed, by birth I am a Portingale,

Who, driven by wester winds on English shore,

Here liking of the soil, I married,

And have three daughters. (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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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은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피사로의 자기 소개로 시작된다. 

위에 인용한 대사에 따르면 피사로는 스페인에서 상품을 가득 실은 배를

서른 두 척이나 가진 대무역상이다. 그는 포르투갈 출신으로 영국에

귀화하여 영국 여성과 결혼한 영국 이민 1세대로 부인의 죽음 이후로

계속 세 딸들과 함께 런던에 거주하고 있다(1.1.14-16). 피사로는

런던에서 해외 무역업에 종사하고 그 외에도 고리대금을 업으로 삼고

있다.

피사로: 달콤하고 사랑스런 고리대금업 사업으로

이자를 받거나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어

나는 부자가 되었지, 비록 많은 귀족들이

나의 갈취로 불행하게 되었지만 말이야

PISARO: And by the sweet loved trade of usury,

Letting for interest, and on mortgages,

Do I wax rich, though many gentlemen

By my extortion comes to misery: (1.1.17-20)

피사로는 특히 돈이 없는 영국 귀족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여 담보로 삼은 그들의 토지를 갈취한다는 점에서 악덕

고리대금업자이다. 농업 중심 경제에서 화폐 경제로 영국이 이행함에

따라 세력을 잃게 되는 영국의 몰락 귀족들과 고리대금업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부유한 무역상이면서 동시에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피사로는

『몰타의 유대인』(The Jew of Malta)의 바라바스(Barabas)와

유사하면서도 달라진다.16 피사로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바라바스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몰타의 유대인』은 『영국인』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고리대금업자이자 무역상인 바라바스가 자신을 소개하는

독백으로 시작한다.

바라바스: 이만큼은 회수가 되었군. 

                                        
16 바라바스와 피사로의 유사성을 주목한 논의로는 Aldred 41-4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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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번째로 보낸 페르시아 선박들에 대해서는

위험이 있었지만 다 해결되었다. 

내 스페인 기름과 그리스 포도주를 샀던

샘늄 사람들과 우즈 사람들과의 거래에서는, 

여기 지갑에 몇 푼 안되는 그들의 돈을 챙겨넣었지. 

쳇, 이런 쓰레기를 계산하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라비아인들에게 행운이 있으라, 

그들은 물건 값을 황금 덩어리로 후하게 치르지. 

그 정도면 한 사람이 평생 먹고 살 돈이 단 하루 만에 쉽게

나오는거야.17

BARABAS: So that of thus much that return was made,

And, of the third part of the Persian ships,

There was the venture summed and satisfied.

As for those Samnites and the men of Uz,

That bought my Spanish oils and wines of Greece,

Here have I purchased their paltry silverlings. 

Fie, what a trouble ‘tis to count this trash!

Well fare the Arabians, who so richly pay

The things they traffic for with wedge of gold. 

Whereof a man may easily in a day

Tell that which may maintain him all his life. (1.1.1-9)

. . .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금속을 파는

인도 광산에서 오 상인들을 내게 보내다오.

동방의 암석들에서 자유롭게 부를

캘 수 있고, 집 안에는 진주들을 조약돌들처럼

쌓아 놓을 수 있는 부자 무어인들을 보내다오.

Give me the merchants of the Indian mines,

                                        
17 『몰타의 유대인』에 해당하는 인용은 강석주의 번역을 사용했다. 크리스토퍼 말로. 

『탬벌레인 대왕, 몰타의 유대인, 파우스트 박사』. 강석주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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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rade in metal of the purest mould; 

The wealthy Moor, that in the eastern rocks

Without control can pick his riches up

And in his house heap pearl like pebble-stones, (1.1.19-23)

바라바스의 대사는 샘늄 사람들과 우즈 사람들과의 거래와 아라비아

상인들과의 거래를 대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스페인의 기름, 

그리스의 와인과 같은 이국적 상품을 다른 나라에 내다파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무역업으로 번 돈을 “trash”, “paltry”라는

표현으로 무시하고 그것보다 아라비아 인들과의 거래를 통해 얻는 황금, 

그리고 인디아의 광산에서 나오는 귀금속이나 진주에 더욱 매혹되어

있다. 더불어 바라바스의 공간은 “황금 더미가 쌓인 그의 회계실”(in his 

counting-house, with heaps of gold before him; 1.1)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바라바스에게 마이더스의 이미지가 겹쳐진다. 그는 무역업을 통해서

성실히 재산을 모은다기보다 아시아의 사치품에 탐닉하는 부정적 의미의

무역상이며 탐욕의 화신으로 그려진다.

바라바스는 무역상이면서 동시에 고리대금업자이다. 작품에서

바라바스가 직접적으로 고리대금업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술회하는 부분에서 악덕

고리대금업자로서의 바라바스의 과거를 엿볼 수 있다(2.3.193-201). 

작품은 돈을 빌려주는 일차적 의미의 고리대금업뿐만 아니라 바라바스의

재산 축적 방식이 비윤리적이라는 점에서 고리대금업을 비판한다. 

몰타의 총독 페르니즈(Ferneze)가 몰타의 안녕을 위해 터키에 바쳐야

하는 조공을 바라바스를 비롯한 몰타의 유대인들의 재산을 착취하여

충당하려고 할 때, 그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바라바스에게

페르니즈는 바라바스의 재산을 몰수한 다음에도 바라바스로 하여금

몰타에 계속 남아서 더욱 더 많은 재산을 쌓으라고 말한다. 이에

바라바스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증식”(multiply)하냐고

반문하자 몰타의 기사는 “너는 처음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부를 얻었고, 그 약간에서 더 많이, 또 거기에서 더욱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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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From naught at first thou cam’st to little wealth / From little unto 

more, from more to most; 1.2.106-7)라고 대꾸한다. 바라바스가 무에서

약간의 재산을 벌게 되고 그것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큰 부를 쌓았다는

점에서 그가 돈이 돈을 낳는 고리대금업, 혹은 고리대금업적인(usurious) 

투기를 통해 돈을 벌어들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바라바스의 반발에 페르네즈는 “시끄럽다, 비열한 바라바스! / 마치

우리가 네가 하는 짓을 모르는 것처럼 / 이렇게 자신을 옹호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으냐?”(Out, wretched Barabas, / Sham’st thou not thus to 

justify thyself, / As if we knew not thy profession?; 1.2.119-21)라고

바라바스의 직업(profession)자체의 비윤리성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고리대금업이 바라바스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역상이자 고리대금업자인 바라바스는 피사로와 달리 동양의

사치품에 탐닉해 있다는 점에서 사치재 무역에 가담하고 있는 『세

부인』의 머카도러스를 닮은 면이 있다. 그리고 『몰타의 유대인』에서

고리대금업은 바라바스의 과거, 그리고 그의 물질 축적 과정에서

고리대금업이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고리대금업자로서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 상인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상인이 되는지, 또한 그러한 사람이 축적한 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작품은 바라바스의 고리대금업을 단순한 대금업을

넘어 그의 탐욕을 드러내는 기제로 확대해서 탐구한다. 그는 부유한

무역상인이지만 부정적인 맥락에서 탐욕적인 상인으로 그려지고

무엇보다 바라바스의 재산 증식 방법은 그의 복수욕과 연관된다. 

바라바스의 복수는 가면 갈수록 과도하게 흘러간다. 돈이 돈을 낳는

고리대금업과 유사하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자체

번식을 한다는 점에서 둘의 메커니즘 닮아 있다. 말로우는 그 점을

주목해서 바라바스의 복수욕에는 고리대금업적인 기제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작품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의 복수를 탐구한다. 말로우의

작품에서 고리대금업 모티프는 바라바스의 복수욕망을 재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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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사용되었다.

바라바스의 고리대금업이 돈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 일차적인

의미에서의 대금업에서 나아가 복수를 통해 그가 더 큰 악덕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형상화하는데 사용되었다면, 피사로의 고리대금업은

실제 영국 귀족의 땅을 담보로 22%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현실 속의

경제 관행이다. 또한 주목할 것은 피사로가 스페인의 해적질과 같은

예기치 않은 위험에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그는 사치품 축적에

열을 올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바라바스와 다른 무역상이라는

점이다. 

소식에 따르면 영국 배들, 행운호,

당신의 모험호, 그리고 런던의 행운호는 이탈리아를 따라

터키로 항해하고 있었는데, 두 스페인 갤리선에 의해 포획되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다만 날씨가 잠잠한

것을 보니

아마 (실종된 영국선들은 난파 되었다기 보다는 해적에게

잡혔을 것이다).

‘The news here is that the English ships, the Fortune, 

your ship, the Adventure, and Good Luck of London, coasting 

along by Italy towards Turkey, were set upon by two Spanish 

galleys. What became of them we know not, but doubt much by 

reason of the weather’s calmness.’ (1.3.106-10)

피사로는 해외 무역 상품들을 가득 실은 상선들이 스페인 갤리선에

포획되었다는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는다. 그의 무역업이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그가 불로 소득으로 배를 불리는

부도덕한 고리대금업자의 전형에서 멀어진 부분이다. 피사로는

고리대금업자이면서 무역상라는 점에서 이미 그 자체로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닌 인물로 등장한다. 실제로 당대 역사에서 상인이

고리대금업을 겸하던 것은 일반적이었다(Stevenson 94). 하지만 문학

작품 속에서 고리대금업자는 무역상과 비교해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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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다. 『영국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연되었던

『베니스의 상인』의 경우 고리대금업과 무역업을 각각 샤일록과

안토니오를 통해 대변하게 하여 무역은 긍정적인 것으로, 고리대금업은

부정적으로 타자화했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와 무역업은 위험 부담의 유무로

구분된다. 중세 사람들은 “순수 이자”(pure interest)를 “시간 그 자체를

판매하는 것”(the sale of time itself)이며 “채권자에게 위험부담 없이

돈이나 상품을 대출하는 대가로 사전에 정해놓은 고정 지불금으로서의

이자”(interest as a fixed payment stipulated in advance for a loan of money 

or wares without risk to the lender; Tawney, “Introduction” 109)로

이해했다. 이 때 “고리대금업의 본질은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에 있다, 

채무자가 이득을 얻든, 잃든 고리대금업자는 그의 살 1파운드를

취한다”(The essence of usury was that it was certain, and that, whether the 

borrower gained or lost, the usurer took his pound of flesh; Tawney, 

“Introduction” 109). 고리대금업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미리 정해 놓은 이자를 확실히 취한다는 점에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노동도 없이 돈을 버는 경제 행위라면, 무역업은 투자한

돈 내지는 상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대가로 한 상업 활동이다. 

고리대금업과 무역업은 『베니스의 상인』에서 각각 탐욕적인 샤일록과

영웅적인 안토니오를 통해 서로 상반된 것으로 극화되었다면 동시대의

피사로는 샤일록과 안토니오 이 둘의 정체성을 합쳐놓은 인물로

그려진다. 

무역상이면서 고리대금업자라는 점에서 바라바스와 피사로는 닮았다. 

하지만 바라바스는 사치품 무역에 가담하고 있으며, 그의 복수욕을

재현하기 위해 고리대금업 모티프가 동원되었다면, 피사로는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무역상이라는 점에서 모험하는 영웅적 상인으로 그려진다. 

피사로는 영국 청년들의 토지를 저당잡고 있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이긴

하지만 그의 세 딸들이 누구와 결혼하는가의 문제가 그 고리대금업의



89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피사로는 모험하는 무역상이자

고리대금업자, 영국인이자 포르투갈 출신의 유태인 마라노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는 경계적 인물로 그려진다. 그의 신분 및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의 부가 외국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영국에 남게

되는지에 따라 그 결정된다. 바로 이 점에서 작품에서 고리대금업은 그

자체가 반외국적인 경제 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국가의 부(national 

wealth)에 보탬이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조건적인 성격을 갖는다. 

『영국인』에서 피사로의 고리대금업이 영국 국부에 종속되는 방향으로

결말이 매듭지어진다는 점에서 작품의 무역상-고리대금업자와 젠트리

한량은 절대적으로 대립하기 보다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관계로 발전된다.

피사로의 복합적인 정체성은 각각 영국 청년들과 외국 상인들의

모습을 통해 구현된다. 위험을 무릅쓰는 무역상이라는 점에서 피사로가

『베니스의 상인』의 안토니오와 같이 영웅적 상인으로서 영국성을

대변할 수 있는 지점은 영국 청년들을 통해, 영국 귀족을 위협하는

고리대금업의 반영국적인 영역은 외국인 상인들을 통해 구현된다. 18

피사로의 양면성이 영국 청년과 외국 상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다시

그려진다는 점에서 『영국인』은 나이 많은 고리대금업자와 젠트리

청년들의 대립 구도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개되는 이전 고리대금업

희곡과 달라진다. 『영국인』에서는 고리대금업자와 젠트리 청년 사이에

외국인 상인이라는 제 3자가 등장한다. 외국 출신이긴 하지만 영국에

이미 동화된 이민 1세대 상인이라는 점에서 피사로는 경계적인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라면 작품은 이러한 피사로와 영국인, 그리고 외국 상인의

3자 구도에서 고리대금업의 문제를 탐구한다.

『영국인』의 3자 구도는 해리스가 중상주의의 패러독스를

                                        
18 고리대금업과 달리 위험을 무릅쓰는 무역상의 모습을 통해 국가의 영웅적 상인상을

구축한다는 내용은 『베니스의 상인』에서 모험 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의 관계를 분석

하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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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위해 동원하는 ‘국가’(the national), ‘외부’(the foreign), 그리고

‘범세계’(the global)의 관계로 이루어진 “초국가적 유형”(transnational 

typology)의 중상주의 담론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는 경제적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던 16세기 말 영국의 상황에서 외국인 타자들이

필요하기도 하면서 위협적인 상황, 즉 그들이 “국가경제에 잠재적으로

이득” (potential benefit to the national economy) 이 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에 은밀한 위협”(clandestine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stability; Kim 3)이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범세계’와 ‘외부’ 사이의 긴장은 일차적으로 피사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려졌다. 피사로는 무역업을 통해 영국의 경제에 개입하고 있는

상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젠트리의 재산을 위협하는

고리대금업자이기도 했다. 작품이 궁극적으로 재현하고자 한 문제는

이러한 양면을 다 가진 경계적인 인물인 피사로가 누구와 손을 잡게

되는지이다. 이는 피사로의 딸들이 누구와 결혼하는가 하는 문제, 

나아가 그녀들의 결혼 지참금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의 문제로

구체화되면서 작품은 범세계 경제의 일환으로 국가를 세우는 중상주의적

작업을 감행한다.

피사로의 딸들의 결혼 문제는 피사로의 재산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결정하므로 작품의 경제적 주제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피사로의 딸들이

외국 상인들과 결혼하면 지참금으로서 피사로의 재산이 외국 상인들에게

옮겨가므로 영국의 재산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중상주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19 반면 딸들이 영국인과 결혼하면 피사로의

재산은 영국의 토지 재산과 결합하게 되어 영국의 부가 증식되는 형태로

국가 안에 머물게 된다. 후자의 결말로 향하는 작품은 ‘외부’를 물리치고

‘국가’의 손을 들어준다는 점에서 다분히 배타적 성격의 국가주의를

                                        
19 하워드는 이에 대한 xenophobia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Popular xenophobia was undoubtedly present in the period, and while the state realized the 
benefits that could accrue from the skills and expertise of alien workers and merchants, it 
indirectly fueled anxiety about strangers by supporting a mercantilist ideology that stressed 
the importance of accumulating wealth within the nation and not allowing bullion to “bleed 
out” to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through alien merchants (Howar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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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방한다. 그런 점에서 라인반트(Leinwand)는 『영국인』을 맹목적인

국가주의를(jingoism) 표방하는 작품으로 보아 도시희극에 대한 자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까지 한다(7). 한편 호엔셀러(Hoenselaar)는

『영국인』의 국가주의를 16세기 후반 외국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로워진

영국의 강성해진 상황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허튼의 극은 전환적 변화를 보인다. 영국과 영국인에게

위협이었던 외국인의 이미지는 우스꽝스럽게 열등한 종인

국외자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선조와 같이 성공적으로

책략을 꾸미는 능력이 없고 다만 대단히 잘 속아넘어가는

존재들이 되었다. 허튼의 극에는 애국심과 우월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전 극들에서 영국인들은 공포와 증오로 고취되었다면, 

허튼의 희극에서 영국인들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으로 움직인다.

Haughton’s play makes a shift. The image of the foreigner who was 

a threat to the English and their nation is modified into that of the 

outlander who is a ridiculously inferior species. He is no longer 

capable of scheming successfully like his predecessors but instead 

is eminently gullible. In Haughton’s play patriotism and a sense of 

superiority prevail. Whereas the English in earlier plays were 

inspired by fear and hatred, those in Haughton’s comedy are 

motivated by national pride. (57) 

호엔셀러에 따르면 허튼의 극은 우월한 영국과 상대적으로 약한 외국의

대립 구도를 배경으로 갖는다. 같은 맥락에서 커모드는 1588년 아르마다

무적함대 격퇴 이후 스페인은 영국에게 그전보다 덜 위협적인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1590년 후반에는 영국의 반외국인 정서가 경감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주장한다(Aliens 124). 

    하지만 1590년대 이후 스페인에 대한 영국의 경각심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외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불안 역시

경감시켰다고 일반화하기 힘들다. 또한 허튼의 극은 영국의 우월 의식을

기반으로 외국을 타자화한다는 공식으로 단순화 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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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외국 상인들이 타자화되기 전에 이미 피사로가 마라노이면서

영국인이라는 점에 있다. 경계적인 인물로서 피사로가 이 극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단순히 외국과 자국의 이분법적 구도로는 설명하기

부족하다. 커모드는 호엔셀러의 연구가 세 명의 외국 상인과 피사로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유럽 대륙의

상인들을 향한 영국의 자만심(pride)이 오히려 영국을 “유대인적” 

고리대금업에 기인하는 “타락”에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After 

Shylock” 10). 다시 말해 커모드는 피사로의 “유대인되기”(Judaising) 

속성을 잠재적으로 영국을 갉아 먹는 위협으로 이해하는데 외국

상인들에 가려져 그 위험성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리대금업을 유대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영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커모드의 전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경계적

인물로 피사로를 형상화하는데 있어 고리대금업에 대한 인식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반영되었기에 피사로의 고리대금업에

단순히 “유대인적”인 잠재적 위협과 같은 고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작품에서 피사로라는 인물이 경계적인 인물로 나오듯

고리대금업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이익에 봉사하는지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류되어야 한다. 피사로는 작품 처음에서는 영국

젠트리에게 위협적인 고리대금업자였지만 결말에 가서는 피사로의

고리대금업이 지주에게 종속된다. 그렇다면 고리대금업이 영국에

동화되어가는 과정을 살피고 이 때 동원되는 국가주의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작품에서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피사로를 포함하여 영국 젠트리를 영국의 새로운 경제 주체로

형상화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고리대금업과 국가주의의

만남의 성격을 살펴야 할 것이다. 

2. 경제적 국가주의

영국 이민자이지만 해외 무역과 고리대금업을 통해 런던 경제에



93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피사로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독백으로

시작된 작품은 피사로의 물질적인 욕망과 세 딸들의 사랑을 향한 욕망이

충돌되는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작품의 본격적인 갈등이 전개된다. 

피사로는 딸들을 부자 상인에게 시집을 보내려 한다. 그러한 아버지에게

딸들이 고분고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가정교사 안토니로 하여금

딸들에게 ‘윤리 철학’을 가르칠 것을 종용한다. “그대들의 아버지인

피사로는 나로 하여금 그대들에게 윤리 철학을 읽어주라고 했다”(Pisaro 

your father would have me read moral philosophy; 1.1.31)라고 말하는

안토니는 그러나 윤리 철학을 젊음의 욕망인 사랑을 억압하는 것으로

비판한다. 

안토니: 아가씨, 윤리철학은 학술의 일종입니다,

당신들의 부드러운 성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엄숙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눈썹 위에

아름다움이 그녀의 가장 드문 영광을 비춰야 할 그곳에

쇠락한 노인의 슬픈 외관을 심어 놓습니다.

가장 풍성하게 치장되어야 할 의복은

검은 얼굴의 베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비탄의 간장 빛, 그리고 슬픔의 얼굴.

당신의 심장에 가득한 한숨이 당신의 음식,

당신의 눈물의 짠 액체에 담궈진. . .

. . .

아가씨, 이런 정숙을 좋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철학을 그대들에게 읽어드리리.

ANTHONY: Gentlemwomen, moral philosophy is a kind of art,

The most contrary to your tender sexes.

It teacheth to be grave, and on that brow,

Where beauty in her rareset glory shines,

Plants the sad semblance of decayed age.

Those weeds that with their riches should ad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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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be converted to a black-faced veil,

Grief’s livery, and sorrow’s semblance.

Your food must be your hearts’ abundant sighs,

Steeped in the brinish liquor of your tears . . .

. . . 

Gentlewomen, if you can like this modesty,

Then will I read to you philosophy. (1.1.37-56, 60-61)

안토니에 의하면 피사로가 딸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윤리 철학의

요체는 일종의 “학술”로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 즉 자연 본성을

거슬러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다. 피사로는 세 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그들을 결혼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딸들을

개별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재산의 일부로 여긴다. 피사로의 기획이

실현될 수록 도와주는 것은 딸들에게 ‘정숙’(modesty)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을 삭제하고 무조건적으로 남성(아버지)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윤리 철학’이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그들이 할 수 있는걸 하라고 해 / 마테아는 그녀의 뜻을

세울거야”(Do what they can, chafe, chide, or stor, their fill, / Mathea is 

resolved to have her will; 1.1.123-24)라 외치는 딸에게 피사로는 “음탕한

계집”(lascivious girls; 1.1.125)이라 하며 반대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숙(modesty)이라는 여성적 미덕으로 이해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은 윤리 철학을 피사로의 물질주의적 세계관으로 굴절되어 있는

것으로 만든다. 피사로의 윤리 철학은 세 딸들을 아버지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락시키려는 도구이다.

    이 작품은 이처럼 물질적인 부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아버지의

욕망과 사랑을 좇는 딸들의 욕망의 충돌, 즉 돈과 사랑이 부딪히는

지점을 그린다. 여기에 경제적 맥락에서의 국가주의의 주제가

결부되는데 이는 피사로의 윤리 철학이 향하는 곳은 바로 돈 많은 ‘외국’ 

상인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 경제적인 부를 성취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물질 앞에서 피사로에게는 자국과 외국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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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과 출신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물질적인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피사로가 처음 외국 상인들에 대해 “도시에는 세 명의 부자 상인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이방인들이며, 나의 매우 특별한 친구들이다”(There 

are three wealthy merchants in the town, / All strangers, and my very 

special friends; 1.1.211-12)라고 언급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듯 피사로에게

이방인(stranger)은 단숨에 친구(friend)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부자 상인들”이라는 점에 있다. 나아가 피사로는 “이

세명의 외국 상인들은 내 딸들에게 마음이 있다, / 그러므로 내 딸들은

그들의 언어를 습득하여 그들의 언어로 대답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These three entirely do affect my daughters, / And therefore mean 

I they shall have the tongues, / That they may answer in their several 

languages; 1.1.215-17)고 말한다. 피사로에게 언어는 필요에 의해서

습득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피사로에게 있어 언어, 그리고

국가적인 요소는 개인적인 부에 종속된다. 

피사로가 세 딸들을 외국 상인과 결혼시키게 된다면 고리대금업과

무역업을 통해 획득한 그의 재산이 궁극적으로는 영국에서부터 빠져나가

외국인들에게 쥐어질 것이다. 당대 중상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한

결과는 국가의 귀중한 자원을 외부로 빼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피사로는 영국의 토지와 부를 획득하여 나라 밖으로 재산을

빼돌려 영국에게 경제적인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비영국인(non-English) 

상인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Howard 43). 영국에 귀화한 상인이긴

하지만 포르투갈 출신의 마라노라는 점에서 경계적인 정체성을 가진

피사로의 물질주의에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중상주의적 불안의 시선이

투사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외국 상인과 손을 잡고, 그들에게

영국의 부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피사로에게 돈은 국가적인

맥락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개인적인 이윤의 측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그에게 국가라는 가치는 중요하지 않고 단지 어떻게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피사로에게 있어 국가에 대한 생각은

경제적 문제에 종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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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사로의 경제 및 언어관과 정면 충돌하는 것은 그의 세

딸들의 욕망이다. 세 딸들은 돈이 많은 외국인 상인들과 자신들을

결혼시키려는 아버지의 계획에 반발하고 피사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가난한 영국 젠트리 청년들을 욕망한다. 피사로의 윤리 철학에 반감을

갖는 세 딸들에게 안토니는 윤리 철학을 가르치는 가정 교사의 모습을

벗고 대신 영국 청년들의 ‘사랑’의 편지를 전해주는 메신저가 된다. 윤리

철학 대신 안토니는 피사로의 딸들에게 구애하는 영국 청년들의 마음을

전한다. 안토니는 젊은이들에게는 연애가 욕망을 억제하는 윤리

철학보다 더 어울리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윤리와

사랑을 대조한다. 그런데 여기서 남녀간의 사랑은 감정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나아가 국가 경제의 맥락에서 다뤄진다. 안토니는

피사로의 딸들이 영국 청년들과 결혼하는 것을 그들의 “의무”(duty)라고

말하면서 영국 청년들과 결혼을 하면 그녀들의 지참금을 가지고 영국

청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안토니: 그들의 땅이 당신들의 아버지에게 저당 잡혀 있을지라도,

그대들의 지참금으로 그들을 그 빚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네:

그들이 귀족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그리고 그 생각들이 진정한 사랑의 옹호자가 되길.

만일 그대들이 재산을 보고 결혼을 해야 한다면, 그런 기회를

위해,

그대들의 아버지의 탐욕적인 성격이 갖는 경향인.

세상은 그대들이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미의 명예는 상당히 사라질 것이다.

막대한 재산이 이미 쌓아놓은 재산에 부어진다면,

큰 차이가 없다. (증가가 눈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재산을 살짝 흩어 놓는다면

보이는 것의 두 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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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의 경우도, 부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의 스타일은 그대로이다, 여전히 부유한 남자로,

그러나 이들[영국 청년]과 결혼을 한다면, 진정한 사랑과

결혼하는 것은 의무이므로,

그대들은 그들을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고, 아름다움의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ANTONY: What though their lands be mortgag'd to your father,

    Yet may your dowries redeem that debt:

    Think they are gentlemen, and think they love,

    And be that thought their true love's advocate.

    Say you should wed for wealth, for to that scope

    Your father's greedy disposition tends,

    The world would say that you were had for wealth,

    And so fair beauty's honour quite extinct.

A mass of wealth being pour'd upon another,

    Little augments the show, although the sum;

    But being lightly scattered by itself,

   It doubles what it seem'd, although but one.

Even so yourselves; for, wedded to the rich,

    His style was as it was, a rich man still;

    But wedding these, to wed true love is duty,

You make them rich in wealth, but more in beauty. (1.1.79-94, 

인용자 강조)

안토니는 피사로의 딸들에게 부자가 아닌 영국 청년들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 놓으면서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의무”(duty)라는 새로운 윤리를 설파한다. 안토니는 피사로의 딸들이

영국 청년들과 결혼하면 영국 청년들이 피사로에게 진 빚을 탕감 받을

것이라고 하며 결혼을 재산의 문제와 엮어 놓는다. 그리고 영국

청년들이 피사로의 딸들의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진정한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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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서 안토니는 부자와 결혼하는 경우와 가난한 영국

청년과 결혼하는 경우를 대조한다. 안토니는 가난한 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아름다움(beauty)의 가치와 엮어내는데 위 대사에서 재산(wealth)과

아름다움(beauty), 그리고 의무(duty)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은

흥미롭다. 안토니는 피사로의 딸들이 부자와 결혼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고 보아 “아름다움”의 명예가 사라진다고 하면서

재산과 아름다움을 대립되는 것으로 만든다. 반면 피사로의 딸들이

가난한 영국 청년과 결혼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을 곧 아름다움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한다. “진정한 사랑”의 문제를 그 대상이 부자인 경우와

가난한 청년인 경우로 나누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로 안토니는 사랑과

문제를 궁극적으로 재산의 문제로 여긴다. 안토니는 가난한 영국 청년과

결혼하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고 의무(duty)이며 그것에 재산(wealth)과

아름다움(beauty)이 모두 따라오는 것으로 낭만화한다.

피사로의 물질주의적인 욕망과 그의 딸들의 욕망이 작품의 우선적인

대립 구도라면 영국 청년들의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는 안토니를

통해 이 구도에 국가주의적 요소가 개입된다. 안토니는 영국 청년을

향한 세 딸들의 사랑과 외국 상인들과의 결혼을 종용하는 피사로의

탐욕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자에 로맨스를 할당한다. 이 로맨스는 세

딸들의 욕망을 국가주의적 기획에 부합되게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작품은 피사로의 물질주의와 세 딸들의 사랑을 통해 상업적 사랑과

진정한 사랑을 구분하고 있으며 전자는 딸들과 외국 상인들과의 관계로, 

후자는 영국 청년들과의 로맨스로 구분한다.

세 딸들의 욕망은 안토니의 국가주의적 기획에 부합한다. 세 딸들이

가난한 영국 젠트리를 부자 외국 상인보다 더 욕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된 영어 구사력이 있는 영국인이라는 점에 있다. 아버지와 달리

그녀들이 중시하는 것은 개인의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영국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세 딸들은 런던 도시를 위협하는 여성의 욕망을

대변하는 『세 부인』의 루커와 달리 이미 국가 안에서 길들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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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로 등장한다. 관련해서 포르투갈 출신 아버지를 타자화하고

영국인 어머니를 끌어안는 이분법을 바로 마테아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마테아: 비록 나는 아버지 편에서는 포르투갈인이지만

그래서 음탕하고, 방종하고, 가볍지만;

바보들이여, 내가 알려드리리,

나는 어머니 쪽으로는 영국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저열하고 비굴한 프랑스 사람도 나를 굽히지

못한다: 그러니, 단델리온 씨, 잘 가세요.

Mathea: Though I am Portingale by the Fathers side. 

And therefore should be lustfull, wanton, light; 

Yet goodman Goosecap, I will let you know,

That I haue so much English by the Mother, 

That no bace slauering French shall make me stoope : 

And so, sir Dan-delion fare you well. (4.2.10-15)

마테아의 대사를 통해 피사로의 딸들이 왜 영국 청년들과 결혼하고자

하는지 그들의 욕망을 이해해볼 수 있다. 딸들에게 포르투갈을 비롯한

외국 나라들은 영국보다 열등하다. 그런 점에서 포르투갈 출신의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혼혈인 피사로의

딸들은 영국 출신의 청년들과 결혼하여 영국으로 완전히 편입되고자

한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외국을 타자화하면서 영국으로

완전히 동화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영국을 가장 우월한 국가로

인식하는 피사로의 딸들의 생각은 그들이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을

조롱하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로렌시아는 “당신은 더욱 감미로운 영어를

배워야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구애를 결코 알아듣지

못할테니”(you must learn sweeter English or I shall never understand your 

suit; 2.3.124-26)라고 말하며 외국 상인들이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점을 꼬집고 있다. 나아가 “당신이 영국인 아가씨와 결혼하고자

한다면, / 영어로 그녀에게 청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당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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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이라고 부를 것이니까”(If needs you marry with an English lass,/ Woo 

her in English, or she’ll call you ass; 2.3.159-60)라고 말하면서 외국인들의

서툰 언어가 그들의 로맨스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피사로에게 미래의 사윗감으로 국적 보다는 재산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면, 세 딸들에게는 미래의 남편들이 영국인인지 외국인인지가

중요하고 그것을 결정짓는 요소는 언어, 즉 영어 구사력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영국성의 핵심을 영어라는 언어의 차원에서 보게

만든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를 이해하고 그것의 증진을 우선 순위로

여기는 피사로와 달리 세 딸들의 욕망은 영국인이 되는 것, 즉 영국성을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에서 영국성을 지킨다는

것은 세 딸들이 영국 젠트리와 결혼하여 영국의 국부를 지켜낸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세 딸들이 외국 상인들과

결혼했더라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었던 피사로의 재산은 영국 안에

남아 국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영국성을 지킨다는 것은 언어적

측면에서 모국어인 영어를 외국어의 영향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으로

이야기 된다. 세 딸들에게 돈이란 피사로와 달리 개인적인 재산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세 딸들은 자신들이 영국 젠트리와 결혼하여

그들의 빚을 갚아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그녀들에게

돈이란 영국성을 지키는 수단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으로 영국성을

보존하는 것, 영국성을 섬기는 것이 이 작품이 그리는 국가주의의

요체로 작품은 세 딸들과 영국 청년들의 결혼을 통해 피사로의

고리대금업과 무역업이 결국 영국성을 대변하는 영국 젠트리들에게

흡수되는 결말로 향한다. 

3. 화폐 타락과 언어의 문제

『영국인』은 피사로가 세 쌍의 남녀의 결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희극적 결말로 마무리된다. 세 딸들이 자신이 원하는 외국 상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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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 영국 청년들과 결혼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피사로는 스스로가

끝장났다고 한탄하지만(5.1.286-88) 그는 “증오를 사랑으로 바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게”(Turn hate to love, and 

let them have their loves; 5.1.294)라는 무어(Moore)의 조언을 받아

딸들의 욕망을 인정하고 영국 청년들을 사위로 맞이하게 된다. 피사로는

“이리 오게, 다같이 들어가세, 모든 폭풍이 지나갔으니, / 기쁨의 더미가

신속히 뒤따라 올 것이네”(Come, let us in, for all the storms are passed, / 

And heaps of joy will follow on as fast; 5.1.307-8)라며 화해의 메시지를

던지며 악덕 고리대금업자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된다. 영국 청년들의

빚이 탕감되면서 작품은 피사로의 고리대금업에 대한 어떠한 윤리적인

비난이나 법적인 처벌없이 끝난다. 

『영국인』이 그려내는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관용은 고리대금업이

영국의 상업 현실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는 16세기 말 영국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다. 16세기 말에 이르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고리대금업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고리대금업은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국가의 부를 빼낸다는(drain) 점에서

공공선(commonwealth)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리대금업이 영국의 상업을 진흥시켜

공공선(commonwealth)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하면서 고리대금업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20 초기 중상주의자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해외 무역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장거리 무역과 같이 큰 자본이 필요한 경우 화폐가 모자랐던 영국의

경제 현실에서 고리대금업은 사업가들에게 꼭 필요했었다. 고리대금업이

이전까지 외국적인 것, 신성모독적인 것, 영국에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졌었다면 영국의 경제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고리대금업은 점차

                                        
20 “A ‘moral’ mercantilism’ accepted the practice of usury as a promoter of healthy activity 
against idleness, but it also saw usury as an ethical and theological problem with the 
concomitant ‘infection’ and ‘infiltration’ of English by ideas and practicalities of trade with 
foreign countries.” (Kermode, Usury Play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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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윤리적 영역에서 벗어나 영국의 국가 경제의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다.21

피사로는 그의 재산이 궁극적으로 채무자였던 영국 청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피사로는 그의 딸들과 영국

청년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섞여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반면 이 작품의 궁극적인 타자는 피사로가 아니라 외국 상인들로 남는다.

세 딸과 결혼하고자 피사로와 공모하여 계략을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외국 상인들이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런던의 지리에 대한

무지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작품은 특히 경제의 문제를 언어의 차원에서

다룬다.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외국 상인들의 어설픈 영어 실력에 대한

피사로의 광대(clown) 프리스코의 반응이다. 프리스코는 딸들에게

프랑스 어를 가르칠 새로운 가정교사를 구해오라는 피사로의 명령을

받고 프랑스어 선생을 찾으러 나서는 길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월그레이브: 이봐, 그건 또 어찌된 일인가? 자네는 어디로 가는

중인가?

프리스코: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요? 나도 나를 모르고,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겠나요?

하이햄: 무슨 소릴 하는건가?

프리스코: 저런, 나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고 있소, 사람의

꼴을 한 괴물을. ‘좋은 아침’이라고 하는 대신,

당신이 저녁으로 무슨 죽을 먹었는지 묻는,

절대로 자신의 손가락을 씻는 법 없고 그 손가락을 핥아서 닦는,

왕의 영어를 깎아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좋은 언어에

                                        
21 “Authors such as Gresham, Dee, and John Wheeler tied trade and national defense to the 
prestige of the English monarchy, focusing less on the church’s rejection of usury than on 
how commerce could serve God and nation. Although many writers continued to attack 
usury as a violation of natural law and a crime against Christian unity, Elizabethan tracts 
also defined usury in terms of English nationhood.” (Kitch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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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원한 원수인 사람을요.

WALGRAVE: How now, sirrah? Whither are you going?

FRISCO: Whither am I going? How shall I tell you when I do not 

know

My self, nor understand my self?

HEIGHAM: What dost thou mean by that?

FRISCO: Marry, sir, I am seeking a needle in a bottle of hay, a 

monster

In the likeness of a man. One that instead of good morrow, asketh

What porridge you have to dinner, parley vous signiour? One that

Never washes his fingers, but licks them clean with kisses, a clipper

Of the King’s English, and to conclude, an eternal enemy to all good

Language. (1.2.75-81)

어디로 가느냐 묻는 월그레이브에게 프리스코는 자신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 이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넘쳐나는 런던에서 프리스코가 정체성에 혼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프리스코는 프랑스 사람을 “왕의 영어를

깎아내는 사람”(a clipper / Of the King’s English)으로 묘사하면서 당시

동전의 테두리를 잘라내는(clipping) 행위에 빗대어 엉터리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 사람들을 비꼰다. 프리스코는 외국인들에 의해 영어가

오염되는 런던의 현실을 동전 테두리를 깎아내(clipping coin)는 당대

영국의 경제 현실에 비유하여 경제와 언어의 문제를 겹쳐 놓는다. 

“동전을 깎아내거나 물어뜯는 고리대금업으로 통해 통화가 불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적인 통화도 영국의 외국인들의 번식을

통해 타락하게 된다”(Just as coin currency is bred illegally by ‘cutting’ or 

‘biting’ usury (as the period’s terminology would have it), so the linguistic 

currency is debased with breeding of aliens in England; Kermode, Aliens 

127)는 생각이 작품에 반영된 것이다. 

   피사로의 딸들과 결혼하고자 하는 외국 상인들은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들로부터 거절당한다. 외국 상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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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한 영어 실력이 영어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면 경제적으로 통화를

깎아내고(clipping), 위조(counterfeiting)하는 사기 행위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영국 경제를 위협한다. 이 작품에서 외국 상인에 대한

반외국적 감정은 그들의 언어/통화를 깎아내기(clipping 

language/coin)라는 측면에서 표출된다. 테레사 랜퍼 뉴젠트(Teresa 

Lanpher Nugent)는 윌슨의 두 연작과 셰익스피어의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가 “대금업에 대한 점진적이고 논쟁적인

수용을 기록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화폐 위조에 대한 불안의 증가를

보여주”(chart the gradual and contested accepted of moneylending, and 

reveal a corresponding increase in anxiety about counterfeiting)는

작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201). 뉴젠트에 따르면 고리대금업이 영국의

상업 현실에서 점점 수용되었다면 그 대신 통화 위조에 대한 문제가

고리대금업을 대신하여 심각한 문제 거리로 부상했다는 것이다(201-2). 

뉴젠트의 통찰은 『영국인』에서 피사로의 고리대금업과 외국 상인들의

엉터리 영어로 대변되는 언어의 타락,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위조

통화에 의한 화폐 타락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피사로의

고리대금업이 사회적 악의 혐의를 벗게 되면서 영국 사회 안으로

편입된다면, 외국 상인들은 그들의 언어적 타락 때문에 밖으로 내쳐지는

것이다. 고리대금업이 영국으로 동화되는 대신 외국인의 언어 문제를

통해 화폐 위조, 화폐 가치 절하와 같은 경제 문제들이 반외국적인

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4. 시민희극으로 향하는 고리대금업의 주제

그렇다면 피사로를 통해 영국화된 고리대금업은 어디로 향하는가? 

피사로의 세 딸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사윗감인 부유한 외국 상인들을

거절하고 가난한 빚쟁이 영국 청년들과 결혼하는데 성공한다.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게되는 피사로는 말로우의 바라바스, 셰익스피어의

샤일록과 같은 동시대 다른 유태인 고리대금업자들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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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업이라는 경제 활동에 대한 윤리적 또는 법적인 처벌을

면제받고 희극적 화합의 장으로 들어선다. 피사로의 고리대금업은 영국

청년들의 토지를 갈취하는 수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리대금업이 국부를 갉아먹고 영국의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고리대금업자들의 우려를 무색하게 만든다. 영국 청년들은 결혼을

통해 피사로에게 저당잡혔던 토지를 되찾는다. 『영국인』에서

고리대금업을 통해 얻은 재산을 포함한 피사로의 상업 자본이 피사로의

딸들과 영국 청년(채무자)들의 결혼을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영국에 흡수된다는 경제적인 맥락이 중요하다. 피사로의 고리대금업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국 국부에

기여하게되기에 작품의 결말로 갈수록 고리대금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석된다. 고리대금업은 더 이상 그 자체로 영국에 경제적인 위협이

아니고, 국부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영국의 공공선(commonwealth)에

기여할 수 있기도 한다. 결국 고리대금업자인 피사로와 채무자인 영국

청년들의 화해로 말미암아 고리대금업은 개인적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치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 수용되는데 이것이 작품이 그리는

경제적 국가주의의 요체이다.

개인의 윤리를 중시하는 도덕경제에서 국가적 차원의 이윤을

추구하는 정치경제의 영역으로 고리대금업이 세속화되면서 문학 작품 속

고리대금업자는 외국인, 특히 유태인에서 영국인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리대금업자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16~17세기 고리대금업

희곡 중 고리대금업자가 유태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모두 17세기

이전에 해당되는데 그 작품들 속 고리대금업자들은 대개 부정적으로

형상화되었다. 17세기 이전의 극들에서 고리대금업자들이 명백히

유태인인 경우가 많았다면 17세기 이후 문학 작품 속에서 재현되는

고리대금업자들은 대부분 영국인으로 문학 작품 속 고리대금업자의

인종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시민희극에 이르면 고리대금업은

더 이상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영국 내부의 경제 문제를 드러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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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가 된다.

『세 부인』, 『몰타의 유대인』, 『베니스의 상인』에서 주로

유대인으로 나오는 것과 관련된 고리대금업자의 ‘외국성’과

‘낯섬’은 귀화한 피사로, 마스턴의 영국 맘몬, 그리고 미들턴의

호어드와 루커를 통해 익숙한 것과 국내적인 것으로 바뀐다. 

고리대금업의 문제는 따라서 더욱 복잡한 것이 된다. 이전의

작품들에서 고리대금업은 명백히 외국적인 것, 타자, 신에

반하는 것, 혹은 영국이 아닌 것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것은 철저히 영국(특히 상업적인 런던)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몸의 일부가 되었다.  

The ‘foreignness’ and ‘strangeness’ of the usurer—usually related to 

being a Jew—that is emphasized in Three Ladies, The Jew of Malta, 

and The Merchant of Venice is shifted toward a familiarity and 

domesticity in the endenizened Pisaro, Marston’s English Mamon 

and Middleton’s Hoard and Lucre. The problem of usury therefore 

becomes more complicated. Whereas it could be dismissed more 

easily in the earlier plays as something clearly foreign, other, 

ungodly, or non-English, it is now thoroughly part of the English 

(and particularly mercantile London) body economic, social, and 

politic. (Kermode Usury Plays; 44-45).

유태인 고리대금업자를 통해 고리대금업의 문제가 17세기 이전에는

외부적인 것으로 쉽게 타자화되었다면 고리대금업이 세속화의 길에

들어섬에 따라 그것은 영국의 상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된다. 특히

16세기 중엽 이후 상업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던 런던에서는

고리대금업이 활발한 상업 활동의 기반이 된다. 런던이 국가의 중심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런던은 대출의 중심지로도 급부상하는데

이에 더욱 더 많은 귀족들이 상인들의 자본을 대출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 결과로 1580년에서 1620년 사이 거의 대부분의 런던 상인들은

이자를 받고 돈을 대출하는 대금업을 병행하게 된다(Stevenson 94).

문학 작품 속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도덕극에서 시민희극으로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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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게 되면서 17세기 이전 작품 속 유태인 고리대금업자는 시민희극의

영국인 고리대금업자, 나아가 영국 상인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스티븐슨은 이에 대해 “항의 문학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고리대금업자는

엘리자베스조 후반기 드라마에서 특히 감소한다. 무대 위 상인들은

전통적으로 방탕한 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악랄한

고리대금업자들이었다”(The decline of the stock usurer of the complaints is 

particularly visible in the drama of the latter half of Elizabeth’s reign. The 

stage merchant, traditionally, was a villainous usurer who lent money to a 

prodigal gentleman; 96)라며 극 중 고리대금업자와 상인의 연결고리를

짚어낸 바 있다. 유태인 고리대금업자에서 영국인 상인으로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허튼의 피사로이다. 그는 고리대금업자이면서

동시에 상인으로 그려진다. 게다가 출신은 포르투갈이지만 영국으로

귀화한 마라노(marrano)라는 점에서 피사로는 영국인이지만 유태인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경계적인 인물이다. 그에게 토지를 저당 잡힌

영국 젠트리 한량들과 비교해서 피사로는 ‘유태인’ 고리대금업자로서

부각되지만 엉터리 영어를 사용하는 세 명의 외국 상인들과 비교할 때

피사로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이민1세대 영국 상인이다. 이러한

피사로는 영국 젠트리를 사위로 얻으면서 영국으로 동화되고 동시에

고리대금업의 문제는 희극 안으로 편입된다. 고리대금업자는 영국의

상인으로 포섭되면서 더 이상 그의 고리대금업이 영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피사로와 같은 작품 속 고리대금업자들은 외국인으로서

공동체에 위협이 되었던 이전 고리대금업자들과 달리 개심, 화해를 통해

희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여 런던/영국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22

                                        
22 예를 들어 헤이우드(Heywood)의 『거래소의 예쁜 아가씨』(The Fair Maid of the 

Exchange, 1602)에서 고리대금업자 베리(Berry)의 딸 몰(Moll)은 아버지에게 빚을 진 귀

족 버나드(Barnard)와 결혼하게 되어 이는 베리와 버나드의 화해로 이어진다. 『속이려

다 속임당한 자』(Wily Beguiled)에서는 고리대금업자 그라이프(Gripe)의 딸이 가난한 학

자 소포스(Sophos)와 결혼하는데 이에 그라이프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소포스와 화해

한다. 미틀턴의 『성 미카엘 축일』(Michaelmas Term)에서는 가난한 젠트리 이지(Easy)

와 그의 탐욕적인 숙부인 고리대금업자 쿼모드(Quomode)의 갈등이 핵심적으로 제시되

었고, 『늙은이를 속이기 위한 책략』(A Trick to Catch the Old One)에서도 역시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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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고리대금업의 문제는 도시적인 것, 구체적으로는 도시

안에서의 상인/고리대금업자와 가난한 젠트리의 갈등, 그리고 결혼을

매개로 한 이 두 계층의 연합을 통해 다뤄지고 이들에 대한 탐구는

시민희극의 중요한 주제로 향한다. 16세기에 상인이 귀족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유동자본인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이 횡행하게 되는데

귀족이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토지를 잃게 되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리게 된다. 그러면서 부유해진 상인이 귀족의 토지를 점유하게 되어

상인과 귀족의 경계가 흔들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리대금업의

문제는 상인과 젠트리의 긴장과 갈등을 전면에 두는 시민희극의

문제의식과 만난다. 시민희극에서 고리대금업의 주제는 상인의 상업

자본과 귀족의 토지 자본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중요한 화두가 된다. 

스토넥스(Stonex)에 따르면 16~17세기 고리대금업 희곡은

공통적으로 탕아와 고리대금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희극적인 상황을

다룬다. 스토넥스는 고리대금업 희극의 두드러진 서사를

“고리대금업자에게 큰 빚을 지거나 혹은 실제로 그의 재산을 뜯겼던

돈을 헤프게 쓰는 젊은이는 고리대금업자의 딸과 결혼하고 그녀가

획득할 수 있는 돈, 보석, 혹은 담보물과 같이 가치가 있는 것들을

따내어 신용을 얻거나 다른 이들의 재산을 획득한다”(A young 

spendthrift, who has become heavily indebted, or has actually lost his 

property, to a usurer, comes into his own, or the other’s, property by 

eloping with the usurer’s daughter and by carrying off anything else of value 

he or his mistress can lay hands on, money, jewels, or the mortgage itself; 

196-97)는 내용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고리대금업자와 젊은 젠트리

한량의 관계는 시민희극의 중요한 소재인 상인과 젠트리의 갈등 관계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스토넥스가 주목하는 ‘반항하는 딸’ 모티프는

궁극적으로 고리대금업자의 개심(conversion)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신의 숙부인 페큐니어스 루커(Pecunius Lucre)에게 저당 잡힌 위트굿(Witgood)이 계략

을 통해 재산을 되찾는 이야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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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데 허튼의 『영국인』이 그 좋은 예다. 나아가 ‘반항하는 딸’ 

모티프는 고리대금업자의 딸 뿐 아니라 조카나 피후견인, 나아가

고리대금업자의 부인까지 포함하면서 확장된다(204). 예를 들어

미들턴(Middleton)과 로울리(Rowley)의 Wit at Several Weapons (1608)의

경우는 딸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자의 조카이자 후견인이 ‘반항하는 딸’의

역할을 담당한다. 벤 존슨(Ben Jonson)의 The Staple of News (1625), The 

Magnetic Lady (1632), 『한결같은 처녀』(The Constant Maid, 1636)와

같은 극들은 고리대금업자인 후견인과 그에게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피후견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미들턴의 『성 미카엘 축일』(Michaelmas 

Term)에서는 젠트리 한량 이지(Easy)가 고리대금업자

쿼모도(Quomodo)의 부인과 결혼하는데 여기서 ‘반항하는 딸’ 모티프는

젠트리와 바람나는 상인의 부인으로 확장 적용되면서 오쟁이진

남편(cuckold)의 주제가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처벌이 된다. 비슷하게

오쟁이진 남편으로 만듦으로써 고리대금업자를 굴욕시키는 내용은

『동쪽으로』(Eastward Hoe), 『알렉산드리아의 눈 먼 거지』(The Blind 

Beggar of Alexandria), 그리고 『여성의 도움, 재치만한게 없는』(No 

Wit, No Help Like a Woman’s; 1613)와 같은 작품에서도 보인다(Stonex 

204-5). 오쟁이진 고리대금업자의 모티프는 상인과 젠트리의 갈등, 

구체적으로 “가난해진 토지 젠트리의 멤버들이 재치있는 매력으로

얄팍해진 주머니를 보상하여 상인을 골려먹는”(outsmarted by members 

of the impoverished landed gentry who compensate for shallow pockets 

with their witty charm) 시민희극의 단골 소재로 이어진다(Howard 44).

알렉산더 레갓(Alexander Leggatt)은 시민희극을 “대개 중간계급의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한 희극”(comedy set in a predominantly middle-

class social milieu)으로 정의 내린 바 있다(3). 이 때 레갓은 중간계급을

“가게 주인들, 상인들, 그리고 장인과 같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돈을

주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shopkeepers, merchants, and 

craftsmen who are rich enough to employ the labour of other men)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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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다(3). 그 외에도 가령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The Merry 

Wives of Windsor)의 포드(Ford)나 페이지(Page)처럼 뚜렷한 직업은

없으면서 “안락한 집을 가질 정도로 높으나 귀족이라고 불리기에는

낮은”(high enough to have comfortable homes, but too low to be called 

aristocrats) 계급의 사람들, 그리고 지주 계층에 속하긴 하지만 “시민

환경”(citizen environment)에 사는 사람들이 중간 계급에 속한다(3). 

궁극적으로 레갓은 중간 계층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나 귀족들과 노동자, 하인들, 불한당, 방랑자와

같은 가장 낮은 계층”([the court or the aristocracy] and the lowest class of 

workmen, servants, rogues, and vagabonds) 사이에 있는 “유동적이고

보통 불분명한 영역”(the fluid, often ill-defined area)으로 중간 계층의

자리를 폭넓게 규정한다(3). 시민희극은 정치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특히 당대 유동적인 계급 현실에서 중간 계층의 ‘시민’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레갓이 상인과 젠트리의 계급적 갈등을 시민희극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로 보았다면, 라인반트(Leinwand)는 구체적으로 상인-젠트리-여성의

“사회 형성의 3자 구도”(triangular social formation) 속에서 벌어지는

음모(intrigues)를 도시/시민희극의 특징으로 꼽는다.

내가 살피는 희곡들은 시민들, 청년들, 부인들, 창녀들, 과부들, 

그리고 처녀들이 구성하는 극적 삼자 구도의 특정한 형상을

보이는 음모와 로맨스들이다. 그 중 대부분이 이러한 사회적

구성의 삼각구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극작가들은 한 그룹을

다른 그룹과 비교해서 생각 없이 옹호하지는 않는다. 

The plays I examine are intrigues and romances in which a 

particular configuration of the dramatic triangle formed by citizens, 

gallants, and wives, whores, widows, and maids is plotted. Most of 

these plays look critically at this triangular social formations: the 

playwrights do not unthinkingly champion one status group over 

anoth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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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반트는 “대부분의 도시희극들은 음모에 영합하는 낭만희극의 형태를

취한다. 낭만희극은 갈등의 재결 쪽으로 흘러가지만, 그 원천과 구조를

드러내는 갈등을 무대에 올리는 음모가 지배적이다”(Most city comedies 

take shape as romantic comedies subservient to intrigue. The romantic 

comedy moves toward the adjudication of struggle, but the intrigue, which 

stages conflict in order to reveal its sources and structure, is predominant; 

6)라고 하면서 로맨스가 아닌 극중 음모를 주목하여 도시희극을

낭만희극과 구별한다. 로맨스가 갈등에 대한 통합과 봉합으로

나아간다면 음모는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해부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인반트는 이러한 도시희극의 음모를 젠트리, 상인, 여성의 삼각 구도

속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인반트가 주목하는 상인-젠트리-여성의 삼각 구도에는 경제적

함의가 깔려있다. 브루스터는 “왜 상인들은 줄곧 오쟁이진 남편이고, 

오쟁이진 남편들은 상인인가?”(Why are merchants so often cuckolds, and 

cuckolds so often merchants?; 55)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도시희극의

상인과 젠트리 사이의 갈등을 탐구한다. “막대한 재산을 즐기는 사람이

섹스를 즐기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은 영국 르네상스 연극 무대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다”(it is a commonplace of the English Renaissance stage that 

he who enjoys fortune rarely enjoys sex)라고 하는 스테판

하나포드(Stephan Hannaford)를 인용하면서 브루스터는 돈이 전형적으로

육체적 몸(body physical)과 생식(procreation)에 장애가 된다는 편견이

르네상스 당대 널리 퍼져있었다고 한다(55). 브루스터가 지적하는 바, 

이런 불안은 이자와 이윤이 재생산을 담당하는 생식의 행위로 간주되어

자연의 생식력(natural fertility)과 경쟁을 한다는 생각에 기인한다. 즉

르네상스 사람들은 자연의 재생산과 돈의 재생산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돈의 재생산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unnatural)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돈이 돈을 낳는 것을 자연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리대금업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 및 아퀴나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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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 기인한다(Jones 8-9). 아퀴나스에 의하면 돈은 그 본성상 교환의

도구인데, 돈이 돈을 낳는다는 것은 도구로서 돈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모든 것들에 자연적인 것과 부자연적인 두 종류의

쓰임새(use)가 있는데 부자연적인 쓰임은 부적절한 것이며 죄라고

주장한다(Jones 9). 그는 신이 자연법과 신법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인간의 법은 그 상위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것은

돈의 본성을 거스르는(abuse) 것으로 자연의 법과 신의 말씀(Word of 

God)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하위 법인 인간의 법에 의해서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9). 여기서 돈이 스스로 번식하는 것이 부자연적이라는

논의가 원래 고리대금업을 금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다는 점은 중요하다. 브루스터는 오쟁이진 남편으로 그려지는

상인을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이자 및 이윤, 그리고

고리대금업에 할당된 부자연적인 속성을 상인의 이윤 추구와 상통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고리대금업자의 부자연성은 상인에게까지 확대되어

적용된다. 브루스터는 천리를 거스르는 고리대금업자의 경제 활동을

상인의 부자연적인 속성과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고리대금업자와 상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에 고리대금업자/상인의 부자연적인 속성은 그들의

부인이 젠트리 한량과 바람나는 도시희극의 주요 소재와 만나게 된다. 

그런 면에서 고리대금업 희극의 젠트리 한량과 고리대금업자의

대결구도는 도시/시민희극의 젠트리 한량과 상인의 관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고리대금업자와 젠트리 한량의 대립구도는 상인과 젠트리의 계급적

갈등으로 이행하면서 시민희극적인 문제 의식을 구축한다. 이는

도덕극에서 외부적인 것으로 타자화 되었던 고리대금업이 상업의

일환으로 영국의 국가 경제에 흡수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피사로의 고리대금업이 영국 토지 귀족에게 흡수되면서

고리대금업은 더 이상 반외국주의의 영역으로 내쳐지지 않는다. 허튼의

작품은 피사로를 통해 고리대금업자가 상인으로, 시민으로 영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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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며 상업의 문제가 국가주의를 차용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이 때 작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국가주의는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로 피사로의 세 딸들을 둘러싼 외국인 상인들과 영국

젠트리 청년들의 라이벌 관계를 통해 전형적인 반외국주의의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한 배타적 국가주의가 구현된다. 영국 청년들과 외국 상인들의

관계는 결국 영국과 외국의 대립 구도를 대변하는데 피사로의 딸들이

영국인들과 결혼하게 된다는 점에서 허튼의 작품은 라인반트의 지적대로

“맹목적 애국주의”(jingoist)를 표방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작품의

국가주의는 피사로와 영국 청년들의 관계가 그려지는 방식에도 개입한다. 

피사로의 재산이 영국 토지 귀족에게 흡수되는 작품의 결말은 또 다른

측면의 국가주의가 구현되는 지점이다. 『영국인』에서 경제 문제는

결국 국가의 부라는 맥락에서 다뤄지면서 국가의 부가 고리대금업이라는

경제 활동의 가치를 판단할 기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작품의

국가주의는 단순히 영국이 외국을 물리치는 배타적 국가주의적인 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사로가 영국에 편입되어 그의 부가 영국 경제에

흡수될 때 동원되는 경제적 의미의 국가주의로 나아간다. 재산이 국가에

보탬이 된다면 바로 그 지점까지 경계적 인물인 피사로에게도 ‘시민’의

자리가 마련되고, 그러면서 고리대금업에 대한 도덕적인 편견이

옅어지게 된다. 이는 당대 고리대금업을 상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며

국가주의가 개입할 때 볼 수 있는 양상이다. 

『세 귀족』의 유저리도 피사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 남아 영국에

동화되는 결말을 맞이하면서 악덕의 알레고리에서 벗어나는 지점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윌슨의 유저리에는 계급적 맥락이 들어가있지 않다. 

반면 『영국인』에서는 고리대금업이 영국 경제를 구성하는 상업의

일환으로 포섭되면서 상인과 젠트리 사이의 계급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피사로의 복합적 정체성을 통해 작품은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상인-시민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지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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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민희극을 넘어서: 고리대금업과 모험

이데올로기

경제사의 맥락에서 시민희극을 읽으면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더 이상

자국과 외국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영국 내부의 계급 갈등,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상인과 그와 반대로 힘을 잃어가는 젠트리의

문제로 옮겨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희극이 태동하기 직전인

16세기 후반의 작품에서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반외국주의적 정서를

수반하는 타자의 문제로 다루어졌다면, 이후로는 지주로 대변되는 신흥

귀족에게 편입되는 희극적 결말의 양상을 보인다. 시민희극이 영국

경제의 새로운 주인공으로서 부상하는 상인과 젠트리의 긴장 및 갈등을

통해 시민성을 탐구할 때 고리대금업의 주제가 동원된다. 시민희극에서

고리대금업은 경제 행위 그 자체의 윤리성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자의

탐욕이 신분상승의 욕망으로 사회적 계급 구도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23

    셰익스피어 역시 상인과 젠트리의 새로운 관계에 주목해서 이들과

자본이 국가권력과 결합해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시민이 형성되는

양상을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천착한다는 점에서

시민희극의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그의 작품은 시민희극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결론을 도출해낸다. 시민희극에서

상인과 젠트리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시민의 개념과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을 탐색하고 있다면, 『베니스의 상인』은

무역상인 안토니오와 몰락한 이탈리아 귀족이자 투기꾼인 바싸니오를

‘탕아’로 묘사하고 유태인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을 그에 대비되는

존재로 그려낸다. 이는 상인(고리대금업자)과 젠트리 청년의 대립구도를

                                        
23 “In early Jacobean drama the usurer’s sin is no longer greed; it is social ambition. In these 
plays love of money is no vice, it is the use of money to rise above one’s station that is wrong.” 
(Jones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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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계급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허튼의 작품과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달라지는 지점이다. 셰익스피어는 젠트리에게

부과되었던 탕아의 이미지를 상인에게도 부여함으로써

탕아성(prodigality)을 재해석하여 시민희극의 계급 구도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베니스의 상인』은 상인, 고리대금업자, 몰락한

젠트리가 등장하지만 시민희극의 삼각구도에서 벗어나 상인과

고리대금업자를 분리시키고 상인과 젠트리의 협력을 짚어내면서 이들의

역학관계를 탐구하는 작품이다.24

그렇다고 작품이 상업과 고리대금업의 관계를 선과 악의 흑백

구도로 대립시키는 것은 아니다. 『영국인』에서 고리대금업은 국부를

증진시키느냐 아니면 고갈시키느냐에 따라 그것의 정당성이 결정되었다. 

피사로의 재산은 그의 세 딸들이 영국 젠트리들과 결혼함으로써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영국 안에 남게 된다는 점에서 국부를 증진시키는 데

일조한다. 즉 피사로는 영국인 사위를 받아들임으로써 고리대금업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영국의 일원이 되고, 그의 고리대금업은 영국

경제 속으로 편입되는 희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영국인』은

고리대금업을 포함한 상인(피사로)의 재산이 영국 젠트리의 토지 재산과

결합해서 궁극적으로는 고리대금업이 토지 지주에게 흡수되는 방식으로

두 계급 사이의 갈등을 해소한다. 반면 『베니스의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은 시민 사회의 젠트리와 상인의 계급 갈등에 주목하기보다

오히려 이 둘의 연합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모험 이데올로기를 해부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상업적 국가주의의 균열을 드러내는 기제로 작용한다.

4장에서는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우정으로 만들어지는 모험

이데올로기가 어떤 식으로 영국의 국가 경제가 구성되는 방식으로서

상업적 국가주의의 기획을 반영하는지 밝히고, 작품이 고리대금업을

통해 국가주의에 대해 어떠한 비평의 장을 만들어내는지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으로 다음의 질문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24 시민희극의 삼각구도에 대한 라인반트의 논의는 본 논문 3장 pp. 11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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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런던의 상업 현실을 다루고 있음에도 왜 베니스라는 배경을

필요로 하는지 살핀다. 이 질문은 작품이 설정하는 기본 구도, 즉

모험적인 탕아와 비축하는 고리대금업자의 대립 구도를 설명해줄 수

있다. 이어서 바싸니오의 벨몬트 원정 사업의 성격을 모험 이데올로기를

통해 규명하고 이것이 당시 영국의 상업적 국가주의의 토대임을 읽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샤일록의 고리대금업이 어떻게 바싸니오-안토니오의

국가주의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필 것이다.

1. 베니스와 런던

로버트 윌슨은 알레고리를 사용한 도덕극의 틀을 사용하여 런던이

16세기 이래 본격적인 국제 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대두되었던 외국인

이민자 문제를 비롯해 외국과의 사치재 교역에서 발생하는 경제

문제들을 다루면서 당대 영국의 상업 현실에 깔려있는 반외국적 정서를

탐구했다. 런던을 타락으로 몰고 가는 주범인 루커는 그녀의 할머니가

베니스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탈리아 혈통을 이어받은 인물이다. 루커를

욕망하는 것은 곧 물질적인 탐욕을 의미하고, 여기에 더해 루커가 여러

남성들과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인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탐욕은 여성의 성적 문란함으로 젠더화된다. 루커가 이탈리아의 혈통을

물려 받았다는 점에서 모든 세계에 개방되어 있는 국제 무역의 도시는

자유롭지만 그만큼 문란하다는 부정적 편견이 강화된다. 즉 윌슨의

작품에서 이탈리아는 성적으로 타락한 외국을 환기시킨다. 이와

유사하게 허튼의 작품에서 피사로의 딸들에게 선택 받지 못해 영국

경제에 편입되지 못한 궁극적 타자는 이탈리아 상인을 포함한 세 명의

외국 상인들이다. 『베니스의 상인』의 베니스는 거대한 국제

무역상으로 등장하는 안토니오와 그의 상인 친구들의 대화로 시작된다는

점에서부터 이미 윌슨과 허튼의 런던과 마찬가지로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제 도시로 그려진다. 그러나 여기서 국제 무역은

윌슨 식의 부정적인 탐욕과 방종함과 같은 악덕(vice)이 아니라 베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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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외국인 문제는

반외국적인 관점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16세기

베니스에서 유대인은 게토(ghetto)에 따로 모여 살았던 반면

셰익스피어의 샤일록은 그렇지 않으며 심지어 그는 기독교인 하인을

집에 두고 있다. 샤일록과 같은 유대인이 이미 도시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베니스의 시민과 외국인은 제도적인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관계로 그려진다. 

샤일록이 시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안토니오에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살 1파운드를요구하는 장면에서 솔라니오가 분개하며

베니스의 공작은 샤일록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하자 안토니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작님도 법의 방향을 부인하실 수는 없지

외국인들이 베니스에서 갖고 있는

상품이 거부만 당해 보게.

이 나라의 정의는 크게 공격당할 것이야.

더구나 베니스의 무역과 도시의 이익은

여러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The duke cannot deny the course of law,

For the commodity that strangers have

With us in Venice, if it be denied,

Will much impeach the justice of the state,

Since that the trade and profit of the city

Consisteth of all nations. (3.3.26-31)

안토니오는 외국인들의 경제활동이 베니스를 지탱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바싸니오가 포셔를 얻기 위해 벨몬트로 떠나고자

필요한 자금을 구할 때 당장 유동자본이 없는 안토니오는 샤일록을 통해

돈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바싸니오의 투기는 샤일록의

돈을 기반으로 가능해진다. 베니스에서 유대인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자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베니스 시민들과 같은 선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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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다. 그런 점에서 베니스의 외국인 타자는 경제 활동을 통해 그

도시의 정체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기능한다.

포셔와 결혼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벨몬트로 몰려드는 구혼자들은

윌슨의 루커를 욕망하여 런던으로 몰려드는 사람들과 대비를 이룬다. 

루커를 향한 욕망이 매춘과 불륜처럼 제도적인 규범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베니스의 상인』에서 포셔를 얻기 위해 몰려드는 남성들은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사랑과 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바싸니오: 벨몬트에는 굉장한 유산을 물려받은 여자가 있지;

그녀는 아름다워, 아름답다는 말보다 더

그 인품이 비범하고 고결한 여자라네: 난 그녀의 눈에서

무언의 정다운 말을 받곤 했네.

그녀의 이름은 포셔, 카토의 딸 브루터스의 아내였던

저 유명한 로마의 포셔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을뿐더러

얌전하다는 소문이 하도 세상에 널리 퍼져서

동서남북 할 것 없이 각지의 해안으로부터

명성 있는 구혼자들이 밀려들고 있다네. 그녀의 빛나는 머리칼은

황금 양모같이 이마에 늘어져 있는데

이 때문에 수많은 용사들이 찾아갔다는 콜키스 해안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제이슨들이 그녀를 찾아 들고 있다네.

BASSANIO  In Belmont is a lady richly left;

And she is fair, and, fairer than that word,

Of wondrous virtues: sometimes from her eyes

I did receive fair speechless messages:

Her name is Portia, nothing undervalued

To Cato's daughter, Brutus' Portia:

Nor is the wide world ignorant of her worth,

For the four winds blow in from every coast

Renowned suitors, and her sunny locks

Hang on her temples like a golden fleece;

Which makes her seat of Belmont Colchos' st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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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ny Jasons come in quest of her (1.1.161-72, 인용자 강조).

윌슨의 루커를 욕망하여 모여드는 남성들이 물질적 욕망으로 가득했다면, 

바싸니오와 같이 벨몬트로 몰려드는 구혼자들은 황금 양모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아손 같은 영웅에 비유된다. 셰익스피어는 포셔와

결혼하여 빚을 청산하고자 하는 바싸니오의 경제적 기획에 사랑의

서사를 결합시킨다. 포셔를 욕망한다는 것은 루커를 욕망하는 것보다

더욱 더 복합적이고 ‘영웅적인’ 행동으로 묘사된다.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유럽의 열강들이 신세계 발견 및 개척을

통해 지리적 지평을 넓혀가는 시기였던 15-16세기에 황금 양모를 찾아

나서는 모험의 신화는 해상 항해를 통한 제국주의적 확장 사업에

비견되었다. 모험의 신화는 특히 마젤란의 세계 일주와 같이 당대

신세계 탐험을 통한 식민주의적 열망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Sánchez 363). 신세계 사업에 있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보다

한발 늦게 출발한 영국에서는 금과 귀금속을 얻기 위해 신세계로 떠나는

모험에 대한 비유로 황금 양모 원정 일화가 많이 쓰였고, 이러한 모험을

감행하는 드레이크 경(Sir Francis Drake)이나 마틴 프로비셔(Martin 

Frobisher)와 같은 해상 영웅들은 영국의 이아손으로 칭송되었다(Linton 

31). 이러한 배경에서 셰익스피어는 벨몬트로 향하는 바싸니오의 원정을

새로운 세계를 향한 영웅의 모험에 빗대어 그린다.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인 안토니오와 가난한 젠트리 바싸니오가 연합하여 이

영웅적인 모험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설정하는데, 주목할 것은 이들의

연합이 샤일록의 돈을 사업 자금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샤일록의 경제

기반인 고리대금업을 배척하며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안토니오와 바싸니오가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연합한 ‘탕아’들로 제시된다면, 샤일록은 위험 요소 없이 재물을

축적하는 비축의 경제를 대변하는 고리대금업자로 묘사된다. 이들

탕아들의 ‘모험의 경제’와 고리대금업자의 ‘비축의 경제’의 대립구도는

『베니스의 상인』을 이루는 기본적인 두 축으로, 신흥 상인 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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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으로 떠받드는 영국의 상업적 국가주의 작업을 위해 동원되는 이

구도는 그 배경으로 베니스를 필요로 한다.

『베니스의 상인』은 베니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런던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윌슨과 허튼의 작품에서 대두되는 런던 도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살필 수 있는 작품이다. 윌슨의 작품이 알레고리를

통한 도덕극의 방식으로, 허튼의 작품이 시민희극을 바라보며 경제적

변화에 기인한 도시의 문제를 고리대금업이라는 소재를 통해 재현하고

있다면, 『베니스의 상인』은 베니스를 배경으로 하여 런던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한다. 브루스터는 도시 희극 내지는 시민희극과 같은

장르는 그 효용이 다했다고 판단하면서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시민” 

희극을 다루는 알렉산더 레갓의 한계를 지적한다. 브루스터는 르네상스

희곡에서 작품의 배경은 이탈리아지만 실제적으로는 런던의 이야기를

다루는 “지리학적 실수”(geographic blunder)가 많았다고 한다(32). 그는

벤 존슨의 『각자의 기질대로』(Every Man in His Humour)의

사절판(Quarto)에서 플로렌스를 배경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1616년 출판된 이절판(Folio)에는 배경이 런던으로, 등장인물도 영어

이름으로 바뀌었음을 예로 들면서 약간의 수정으로 한 도시가 다른

도시로 변하는 경우를 당대 희극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33-

34). 따라서 브루스터는 “한때 연극의 사회적 분석에 대단히 중요했던

장소에 대한 개념은 르네상스 드라마에서는 희곡의 주제와 구조에

기초가 되는 물질적 삶에 대한 관심보다 덜 중요하다”(. . . the concept of 

place, once crucial to a social analysis of the plays, is ultimately less 

important in Renaissance drama than a concern with material life which 

underlies the themes and structures of the drama)고 주장한다(30). 

셰익스피어 역시 베니스를 통해 런던의 문제를 제시한다. 국제적 상업

도시로 성장 중이던 런던은 이미 상업 제국으로서 정점에 오른 베니스를

계승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베니스를 통해서 런던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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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에 대한 당대 영국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료는

루이스 루케노 경(Sir Lewis Lewkenor)이 번역한 가스파로

콘타리니(Gasparo Contarini)의 『베니스의 공동체와 통치』(The 

Commonwealth and Government of Venice)이다. 1590년대에 베니스는

정치적인 독립, 부, 예술, 정치적인 안정성, 법에 대한 존경, 그리고

외국인에게 관대하다는 측면에서 영국인들에게 전설적인 도시로

여겨졌는데, 콘타리니의 작품은 이러한 베니스의 신화(the myth of 

Venice)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맥퍼슨(McPherson)은

부(rich), 지혜(wise), 정의(justice), 화려한 도시(citta-galante)라는 네

가지 영역을 놓고 베니스의 신화에 대해 고찰하면서 각 영역별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살핀다. 베니스는 당대 최대의 무역

제국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부의 대명사였지만 16세기 이래로 서서히

경제적 쇠락의 길로 접어 들고 있었다. 15세기 말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주변의 해상 통로를 발견하여 베니스의 향신료 무역에 큰 타격을 입히고

이전에 베니스의 소유였던 영역이 터키에게 넘어가면서 베니스는 경제

제국의 자리에서 점점 물러나고 있었다(McPherson 28-32). 베니스의 두

번째 특징인 지혜는 이 도시가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오래된 근대

공화국이었다는 점, 특히 베니스의 헌법이 아리스토텔레스적 정부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베니스는 교활하고, 터키에 비해 전쟁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32-36). 세 번째, 정의와 관련해서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나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는 공정한 법치주의가

장점으로 평가되는 반면, 법에 반하는 경우에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잣대로 처벌을 가한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여겨졌다(36-38). 마지막으로

베니스는 유럽의 국가 중에서 가장 쾌락적이며 위대한 예술, 건축물,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로 유럽 각국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지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베니스의 자유라는 가치는 성적인 방종이라는

어두운 면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베니스는 화려한 문화 및 예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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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적인 자유, 매춘의 도시이기도

했던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오래된 공화정의 이상이 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무역 제국으로서 부유함을 자랑하는 도시이자 전 세계의

상인들에게 열려있는 베니스는 도시의 부유함과 자유에 따른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외국인에게 관대하다는 점에서 베니스는

무역 제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이방인과 시민

사이의 흐릿한 경계는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맥퍼슨과 마찬가지로 베니스의 양면성을 주목하는 길리스(Gillies)는

베니스가 제국이자 당대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베니스는

오래된 역사, 막대한 부와 화려한 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무역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콘타리니에 의하면 베니스는 아테나, 스파르타(Lacedaemon) 

그리고 로마와 같은 고대 도시국가들을 계승하면서도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범세계적이며 개방적인 도시였다(Gillies 123). 베니스는 문화

제국이면서도 범세계적인 시장이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특히 상업의

중심으로서의 베니스는 경제적으로 화려하고 부유한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 인종과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약의 바벨에

비유되었다. 길리스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안토니오와 샤일록이

엘리자베스 시대 베니스의 두 얼굴, 즉 문화 제국과 상업 시장의 모습을

각각 대변한다고 지적한다(125). 비슷한 맥락에서 바씨(Bassi)는

“베니스는 영국의 관찰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도 동시에 불안의

대상이 되는 일종의 자유, 매력적이나 비난 받을 만한 해방을

보여줬다”(Venice presented to the English observer kinds of liberty that 

could be admired and feared, freedoms that were attractive and yet 

reprehensible)고 정리한다(130).

16세기 중엽 이후 런던은 상업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베니스를

계승하는 국제적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다. 16세기 중반까지 영국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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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상품이었던 모직물은 1550-60년대까지 수출의 9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유럽의 섬유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었다. 영국의 모직물

수출의 65%는 주 무역 통로인 앤트워프(Antwerp)를 통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로 수출이 되었을 정도로 영국의 수출 시장은 앤트워프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Hentschell 79). 그러나 모직물 수출 중심의 영국

무역업은 점점 수입 중심으로 변하는데 스페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영국은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었다. 영국 상인들은 발트와 지중해

지역으로 다시 눈을 돌렸고 1600년 이후부터 동인도와 직접 교역을

하기 시작했다(Archer 70). 또한 영국에서 유산 계급들의 사치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실크, 설탕, 와인, 향신료와 같은 상품의 수입 시장이

커졌다(Archer 70).25

포셔는 여러 국적의 구혼자들을 하나씩 평가하면서 영국 사람에

대해 “그의 옷차림은 참 가관이더라! 암만해도 조끼는 이탈리아에서, 

나팔바지는 프랑스에서, 모자는 독일에서, 그리고 예의 범절은 세계

도처에서 각각 따로따로 사들인 모양이야”(How oddly he is suited! I think 

he bought his doublet in Italy, his round hose in France, his bonnet in 

Germany, and his behavior everywhere; 1.2.70-73)라고 비꼰다. 포셔의

풍자적 묘사에 의하면 영국인은 세계 각국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상품들로 온통 치장한 모습이다. 그는 영국이 얼마나 국제적인 상품이

넘쳐나는 코스모폴리탄 도시인지를 보여준다. 해외 상품들로 차려 입은

영국인을 풍자함으로써 이 작품은 영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의 부가 고갈될 것이라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기도

                                        
25 16-17세기를 영국 상업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본 로버트 브레너 (Robert Brenner)

는 1550-1650년 사이의 영국 상업을 그 성격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눈다. 첫번째 단계는

전통적인 모직물 수출이 주를 이루던 1480-1550년 사이로 이 때 영국은 앤트워프를 통

해 주로 북유럽으로의 섬유 수출을 통해 상업의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두번째 시기는

러시아, 레반트와 같은 극동지역(Far East)과의 장거리 무역(수입+역수출)을 주된 특징으

로 하던 시기이다. 마지막은 버지니아와 서인도에서 토바코, 설탕 플랜테이션을 무역하

던 시기이다(Brenner 3-4). 『베니스의 상인』은 여기서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시점에

쓰여졌으며 그에 해당하는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다. 당시 영국에서는 전통적인 모직물

무역이 상업 활동의 주를 이루었지만 그 외에도 점점 다양한 통로로 해외 무역을 통한

경제적 팽창을 이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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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렇게 런던은 한편으로 상업 제국으로서의 베니스를 계승하는

측면이 있다.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무역 노선에 대한 쇠락해가는 경쟁

상대로서, 베니스는 영국에게 영감과 경고를 주었다. 런던은 새로운

베니스가 되려는 태세를 갖추었고, 영국은 오랫동안 저물어가는 지중해

공화정을 특징지었던 바다와 긴밀한 동맹을 맺으려는 참이었다”(As a 

declining competitor for new markets and trade routes, Venice provided 

both inspiration and admonition for the English. London was poised to 

become the new Venice, and England was about to assume the intimate 

alliance with the sea that had long characterized the waning Mediterranean 

republic; Levin and Watkins 115)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 16세기에

베니스는 점점 경제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런던이 일종의 새로운

베니스로서 부상하기 시작한다. 26 셰익스피어는 변화하는 베니스를

반면교사 삼아 런던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내는데, 특히 베니스 신화의

양면—즉 화려하고 부유한 상업 도시로서의 베니스와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들로 인해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진 국제 도시—에 수반되는

불안을 런던의 문제로 번역한다. 변화하고 있는 런던의 현재가 상업

제국으로서의 베니스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셰익스피어는

1590년대의 런던을 그리기 위해 베니스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담아내는 베니스의 신화를 배경으로 작품을 구축한다.

2. 베니스의 탕아들과 모험의 경제학

새로운 베니스로 런던을 극화하기 위해 베니스가 필요했다면

안토니오와 샤일록을 통해 상업도시로서 베니스의 양면성이 드러난다. 

안토니오는 모험(venture)정신을 대변하는 무역상이고 샤일록은 위험

부담이 있는 사업이 아닌 돈이 돈을 낳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입원을

갖고 있는 고리대금업자이다. 물론 안토니오는 바싸니오의 결혼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바싸니오뿐 아니라 다른 베니스 시민들에게도

                                        
26 베니스의 쇠퇴와 영국 상업의 성장에 대해서는 Maria Fusaro의 Political Economies of 
Empire in the Early Modern Mediterranean: The Decline of Venice and the Rise of England, 
1450-1700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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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대한 상인이다. 샤일록은 “나는 그가

기독교인이기에 싫다, / 그뿐인가, 비열하고도 어리석게시리 / 무이자로

돈을 대부하고는 / 베니스의 우리 대금업자 사이에 이자를 떨구기

때문에 더욱 싫어”(I hate him for he is a Christian, / But more for that in 

low simplicity / He lends out money gratis and brings down / The rate of 

usance here with us in Venice; 1.3.34-37)라고 하면서 안토니오가

샤일록과 달리 무이자 대출을 실시한다는 점을 비난한다. 안토니오는

“친구끼리 누가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예가 있단 말이오?”(. . . . for 

when did friendship take / A breed for barren metal of his friend?; 1.3.125-

26)라고 하며 고리대금업에 대해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안토니오의 호의는

바싸니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다.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우정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바싸니오의 결혼

사업이 당대 경제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마이클 네리히(Michale Nerlich)는 안토니오가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무역상이라는 점에서 “무수한 안토니오들, 부유한 모험 상인들이, 금, 은, 

새로운 원료들의 원천, 상품들, 그리고 교역을 할 기회가 있는 새로운

시장들을 찾아 미지의 지역으로 향하는 해상 사업에 재정적으로

지원했다”(Countless Antonios, rich merchant adventurers, financed 

overseas adventures to unknown regions in search of gold, silver, new 

sources of raw materials, new markets for goods and opportunities for trade; 

146)라고 하며 안토니오를 바싸니오와 결탁한 모험 상인 조합(Merchant 

Adventurer)의 일원으로 간주한다. 그는 안토니오를 “자국에 남아 직접

무역에 가담하지는 않는 모험 상인들 ‘형제’”(stay-at-home “brethren” of 

the merchant adventurers who do not conduct trade themselves)로 본다. 

바싸니오는 안토니오와 같은 상인을 대신하여 직접적으로 해외 사업으로

뛰어드는 “자본이 없는, 돈을 대출받아 직접 모험에 뛰어드는 젊은

모험가”(the young adventurer who has no capital, takes out loans, and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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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s on ventures in person)로 이해된다(141). 그러나 네리히는 벨몬트

원정과 관련해서 바싸니오가 실질적으로 큰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며 “it is not the borrower who puts the lender to the test (at 

least with such a large loan and such a risky adventure undertaking), who 

shoots an arrow off in and through him, but the lender, the capitalist, 

shoots a shaft”이라고 주장한다(150). 바싸니오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미

바싸니오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금을 빌려주는

안토니오가 벨몬트 원정의 주체라는 것이다. 나아가 네리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하는 안토니오를 상업 자본(commercial capital)을

대변하는 상인이자 부르주아로, 샤일록은 중세 고리대금업자의

자본(medieval usurer’s capital)의 화신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관계를

맑시스트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capitalistic mode of 

production)과 봉건주의적 양식(feudal mode)의 대립으로 파악한다(154). 

이처럼 네리히의 해석에 따르면 안토니오와 샤일록이 작품의 큰 축이고

바싸니오는 안토니오에게 종속되는 인물로 그려진다. 

하지만 안토니오의 무역이나 바싸니오의 투기 모두 위험(hazard) 

요소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작품에서 이 둘은 모두 방탕(prodigality)의

가치를 공유한다. 27 따라서 바싸니오를 단순히 안토니오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돕는 평면적인 인물로 보기보다는 이 둘이 모두 모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그 각각의 의미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공통점을

방탕(prodigality)의 맥락에서 파헤쳐서 이들이 각자 지향하는 바와 서로

갈라지는 지점을 짚어냄으로써 안토니오, 바싸니오, 그리고 샤일록의

관계를 풀어낼 수 있다. 

작품에서 방탕은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갖는다. 경제적 관점에서

방탕은 가진 재산이 없음에도 신분에 걸맞은 생활을 무리하게 이어가다

                                        
27 “prodigality”가 갖는 다층적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경제적으로 인색하지 않은 후함

을 의미하면서도 성적인 문란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방탕’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한

다. 문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탕아성’이라는 다른 번역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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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게 된 몰락 젠트리 바싸니오의

탕아성(prodigality)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방탕은 성서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방탕과 통한다. 두 번째로 샤일록은 안토니오처럼 경제적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자신의 상선을 바다에 내어놓는 무역업이 방탕의

속성을 갖는다고 표현한다. 샤일록은 “그의 상선 한 척은 트리폴리스로, 

다른 한 척은 인디아로 가는 중이라는데. 그리고 이밖에도 거래소에서

듣자니 세 번째 배는 멕시코에, 네 번째는 영국에 나가 있고, 그 사람의

다른 투자들도 세계 각지에 흩어 놓았다더군요”(He hath an argosy bound 

to Tripolis, another to the Indies: I understand moreover upon the Rialto he 

hath a third at Mexico, a fourth for England, and other ventures he hath 

squandered abroad; 1.3.15-18)라고 하며 안토니오의 해상 무역을 재산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파산 소식을

접했을 때 “파산자, 낭비꾼 같으니. 이제 거래소에는 감히 얼굴도 못

내밀게 되겠지”(. . . a bankrupt, a prodigal, / who dare scarce show his head 

on the Rialto; 3.1.35-36)라고 하면서 그를 직접적으로 “탕아”(prodigal)라

칭하며 비하한다. 세 번째로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이자를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상 대출을 해주는 것, 즉 그의 경제적인

후함(generosity)를 방탕으로 이해한다. 샤일록은 안토니오처럼 대출

이자를 취하지 않는 베니스의 기독교인들을 “방탕한 기독교인”(prodigal 

Christian; 2.5.15)이라 일컫는다.

한편 방탕은 낭비가 심하다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포셔와 결혼하기 위해 벨몬트로 향하며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는

바싸니오의 투기(venture)와 같은 영웅적인 행위로 이해되기도 한다. 

위험을 무릅쓴다는 점에서 바싸니오의 투기와 안토니오의 무역업은

‘모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며 그 가치가 칭송된다. 작품에서 모험의

경제학은 궁극적으로 로맨스의 서사와 엮여 있다. 바싸니오가 선택한

납상자에는 “나를 선택한 자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걸고 운에 맡겨야

한다”(Who chooseth me, must give and hazard all he hath; 2.7.16)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이는 결국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걸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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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릅쓸 수 있는 사람이 벨몬트의 주인이 될 자격을 얻게 되며 사랑의

성공은 경제적 보상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작품에서 모험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섭리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것에 의지한다는 종교적인 맥락을 갖는다. 샤일록은 자신의

고리대금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자를 받는 것은 양의 새끼를 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야곱의 일화를 예로 든다. 반면

안토니오는 같은 일화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샤일록: 이 솜씨 좋은 목동은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교미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암야의 눈앞에 이 나뭇가지들을 꽈 박아 세워놓았답니다

암양이 새끼를 배고 해산 달이 되자

점박이만 잔뜩 낳았는데 이것이 죄다 야곱의 차지가 되었지요

이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야곱은 복도 많았지요.

도둑질로 얻은 것만 아니라면 번창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SHYLOCK  The skillful shepherd peeled me certain wands, 

And in the doing of the deed of kind

He struck them up before the fulsome ewes,

Who then conceiving did in eaning time

Fall parti-coloured lambs, and those were Jacob’s.

This was a way to thrive, and he was blest;

And thrift is blessing, if men steal it not. (1.3.81-87)

샤일록은 라반의 양을 치는 야곱이 그 양을 재산으로 소유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면서 “솜씨 좋은 목동”인 야곱을 주목한다. 샤일록은

야곱이 꾀를 내어 점박이 양을 낳게 했다는 것을 번창(thrift)으로

읽어내면서 양이 새끼를 치듯이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 즉 개인의

기지로 이자를 취하는 고리대금업을 정당화한다. 반면 같은 사건에 대해

안토니오는 “야곱이 한 일은, 그건 일종의 모험이었소 /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 순전히 하느님의 손에 의하여 좌우된

것이오”(This was a venture, sir, that Jacob served for, / A thing not in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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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to bring to pass / But swayed and fashioned by the hand of heaven; 

1.3.88-90)라고 하면서 야곱의 양 일화를 하늘의 뜻에 따라 좌우되는

“모험”(venture)으로 해석한다. 같은 야곱의 일화를 가지고 샤일록은

“솜씨 좋은” 야곱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반면, 안토니오는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섭리(providence) 중심의 관점을

견지한다.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을 감행한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주체보다

더 큰 신의 섭리의 영역을 인정하는 섭리적 시각과 닿아 있다는 점에서

안토니오의 방탕(prodigality)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바싸니오가

선택한 납 상자에 담긴 “눈으로만 선택하지 않은 당신은 아름답고

진정한 것을 선택하리니”(’You that choose not by the view /Chance as fair, 

and choose as true’”)라는 메시지가 표방하듯 자신의 눈에 의지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실에 닿을 수 있다는 것, 즉 자기 주체를 버리고 그 너머의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며, 모험이며, 

사랑이며, 섭리에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는 잃어야 얻을 수 있다는 것,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신학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데 다니엘

프라이스(Daniel Price)와 같은 설교가는 상인의 노동은 위험과 근면함과

결부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인을 “구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 . . 

목표지점까지 힘들게 따라가고, . . . 어떠한 역경도, 위험도, 대가도, 

유혹도, 반대도 그를 맞설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the true Christian, 

[who] seeketh, [and] taketh pains, . . . to follow hard to the mark, . . . no 

peril, no danger, no cost, no temptation, no opposition can confront him; 

Kaplan 237에서 재인용)의 알레고리로 만들어 당대 상인들의 모험에

있어 영적인 면을 강조한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는 상인의 행위를

고난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비유한다. 

셰익스피어는 이처럼 위험, 모험, 방탕의 개념을 가지고 경제, 로맨스, 

종교의 다층적 차원에서 모험 이데올로기를 베니스의 탕아들의 덕목으로

구축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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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작품은 이들의 방탕을 샤일록의 인색한 고리대금업과 대비되는

것으로 그린다. 베니스의 ‘탕아’들이 모험의 경제학을 구현한다면

베니스의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돈을 잃을 걱정 없이 돈으로 돈을 버는

대금업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비축(hoarding)의 경제를 대변한다. 

샤일록은 무역이나 투기와 같이 위험요소가 있는 경제 활동과 달리

재물을 쌓아 놓는 폐쇄 경제를 추구한다. 안토니오와 바싸니오, 그리고

그들의 일행들이 속한 세계가 상업 교역이 일어나고 있는

리알토(Rialto)라는 열린 장소라면, 축적 경제를 대변하는 샤일록의

세계는 그의 닫힌 집이다. 바싸니오의 집에 저녁식사를 초대 받은

샤일록은 간밤의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면서 행여나 집에 도둑이 들까

노심초사 하며 딸 제시카에게 문단속을 신신당부한다.

제시카, 내 말을 들어봐라

문단속을 잘해라, 그리고 네가 북소리나

목을 비틀고 부는 저 흉악한 피리의 끽끽 소리가 나더라도

창틀에 기어 올라가서 머리를 한길에 내밀구서

그리스도 교도 바보 녀석들의 광대 낯바대기를 봐선 안돼

제발 우리 집의 귀를, 창문 말야—죄 틀어막고

점잖은 집안에 건달패들 소리가 못 들어오게 하란 말이야.

. . . . Hear you me, Jessica,

Lock up my doors, and when you hear the drum 

And the vile squealing of the wry-necked fife, 

Clamber not you up to the casements then 

Nor thrust your head into the public street 

To gaze on Christian fools with varnished faces; 

But stop my house’s ears—I mean my casements—

Let not the sound of shallow foppery enter 

My sober house. . . . (2.5.27-35)

샤일록의 집은 외부와 전혀 교류가 없는 곳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그는

재산을 지하에 숨겨놓고 쌓아놓는 사람이다. 리알토가 무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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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들이 거래되면서 자본이 순환되는 열린 공간이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의 순환이 위험요소를 감당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면, 

샤일록은 위험이 아닌 재물의 축적을 지향한다. 이는 “고리대금업자는

결코 모험을 하거나 원금에 대한 손해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상환금과 그것을 그 자신에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충분한 담보가 있기 때문이다”(The usurer never adventureth or hazardeth 

the losse of his principall: for he will have all sufficient securitie for the 

repaiement and restoring of it backe againe to himselfe)라고 하며 모험과

고리대금업을 대척점에 놓는 당대의 생각과 상통한다(Miles Mosse, 

Ferber 446에서 재인용).

네리히의 맑스스트적 해석은 무역업과 투기를 모험의 경제학으로, 

고리대금업을 비축의 경제학으로 나누어 작품의 구도를 살피면서

안토니오와 샤일록의 대립구도에 초점을 맞추고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홀히 다룬다. 하지만 본 고는 이 두

계급의 협력이 모험 이데올로기를 공유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어떤

이유로 그것이 가능한지 또한 그 의미는 무엇인지 탐구한다. 

안토니오라는 무역상과 바싸니오라는 몰락 젠트리의 협력은 모험이라는

이데올로기의 공유를 통해 가능해진다. 이들의 연합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당대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시민 계층이 형성되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6세기 후반 영국 상업의 팽창은 밖으로는 외국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관계망 속에서 자국의 정체성을 새로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제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계급의 유동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16세기에 지속되는 가격 상승으로

토지 소유주들은 침체기를 겪는 반면 자본을 얻게 되는 상인들은 점차

힘을 얻게 된다. 활발한 상업 활동으로 돈을 벌게 된 상인들은 시골에

땅을 사기도 하고 기사 작위를 사서 계급적인 신분상승을 이루는 반면

기존 봉건 귀족들은 힘을 잃어갔다. 로렌스 스톤(Lawrence Stone)은

『귀족층의 위기, 1558-1641』(The Crisis of the Aristocracy,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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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에서 16세기 중반부터 귀족들이 점차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1590년에서 1610년 사이에 영국에서 대량의 토지가 거래되던 현실을

추적하여 영국이 계급 중심의 귀족적 사회에서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부르주아적 사회 혹은 도시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을 연구한다. 

“담보대출의 과정—대출금 상환 실패,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그의 땅을

잃게 만드는 저당권자의 수당을 위한 (토지의) 판—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대다수의 지주들이 개입된 가장 눈에 띄는 상황이었다”(The 

process of mortgage, failure to pay off the mortgage, and sale for the benefit 

of the mortgagee, which was stripping the Crown of its land, was only the 

most conspicuous example of conditions which involved almost all the 

greater landowners in the age of Elizabeth; Tawney, “Introduction” 35). 

쇠락해 가는 귀족들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충당하기에 돈이 부족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땅을 담보로 계속 빚을 지면서 지내는 것이 16세기

몰락 귀족들의 현실이었다(Tawney, “Introduction” 32-33). 돈이 없는

귀족들은 토지를 담보로 빚을 내어 생활하였는데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결국 토지를 잃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귀족들에게

빌려준 자금의 대가로 부르주아들이 지속적으로 땅을 사들여서

엘리자베스조의 상인들은 시골에 땅을 충분히 얻어 시골의 귀족(country 

gentleman)으로 군림하는 경우가 흔했다(Tawney, “Introduction” 41). 

반대로 신분은 귀족이지만 장자에게만 재산 상속이 이루어졌기에

물려 받은 재산이 없는 귀족 출신의 차남들은 부유한 상인들의 도제로

들어가거나 소매상인(tradesman)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인

계층과 젠트리가 서로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몰락

젠트리는 태생은 높은 신분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상속 재산이 없어서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야 했던 시대적인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봉건적 계급 체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바싸니오는 가진 재산이 없는 젠트리로

등장한다.

바싸니오: 여보게, 자네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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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미약한 내 재력으로는 도저히 지탱해내지 못할 정도로

호화스런 생활을 해와서 내 재산은 거의 탕진되구 말았어.

지금 그런 호화스런 생활과 작별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주요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액의 빚을

청산하자는 것일세  

BASSANIO: ‘Tis not unknown to you, Antonio

How much I have disabled mine estate

By something showing a more swelling port

Than my faint means would grant continuance

Nor do I now make moan to be abridged

From such a noble rate; (1.1.122-27)

바싸니오는 “미약한 재력으로는 도저히 지탱해내지 못할 정도로

호화스런 생활을 해서” 재산을 탕진했다고 한다. 돈이 없는 젠트리

출신의 바싸니오가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상인 안토니오의 도움을

구하면서 상인과 젠트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상인의 사회적 위상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아직까지 귀족은 상업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농공상의 위계를

고수하는 편견이 남아 있었다. 1586년 출간된 존 펀(John Ferne)의

『젠트리의 문장』(The Blazon of Gentrie)에는 이러한 관점이 잘

드러나있다.

비록 옛 법에 따라 상업은 귀족에게 맞지 않다는 관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업은 귀족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어떤 국가에서는, 그 반대가 우세하기도 하다. 베니스의

귀족들은 상품을 거래한다. 그리고 기사도의 degree가 상인이

되는 것을 그들의 명예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가장 사악하고 천한 판단이다.  

And although it bee a trueth, that by olde lawes, Mercatura, non 

competit viro generoso. Merchaundizinge, is no competent, or 

seemelye trade of lyfe, for a gentleman: Yet custome in some 



134

Countryes, and with some nations, hath preuailed to the contrarye. 

For the Gentlemen of Venice (which as a faction, seeme althogether 

seuered from all traffique or dealings, with the common and 

plebeian sort of people) tradeth merchandize: yea, the degree of 

knighthood (saith Pogius) deemeth it best fitting their honors, to be 

Merchants, a most vile and base iudgement. (Rutter 197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아직 사농공상의 위계가 있었지만 베니스는

그렇지 않아서 귀족이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흔했다. 셰익스피어는

상인과 젠트리의 연합을 ‘탕아’라는 카테고리로 묶어내기 위해, 즉

상인과 귀족의 사이를 좁히는 작업을 위해 베니스를 필요로 했다고 볼

수 있다. 베니스의 탕아들을 영국으로 들여오는 작업을 통해

셰익스피어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경제 주체의 자리를 모색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16세기 상업의 부흥을 배경으로 귀족과 상인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상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차 변하게 된

현실을 기반으로 한다. 귀족적 자질이 상인에게도 부여되기 시작한다. 

상인의 지위가 점점 높아지는 반면 귀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인을 영웅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로라 C. 

스티븐슨(Laura C. Stevenson)은 귀족 같은(gentlemanlike) 상인들을

만들어내는 엘리자베스조 문학을 살핀다. 그는 주요 시민 인물의 등장과

함께 기존 고리대금업자의 전형이 쇠락한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상인의

덕목을 찬양하는 작가들이 이전 상인의 이미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고 이야기한다(107). 즉 상인들은 기존에 귀족에게

부여되었던 기사적인 미덕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다(116). 

스티븐슨에 따르면 1590년대의 작품들은 기사도적인 이상과 부르주아의

서비스를 화해시키려 했다. 즉 상인도 귀족적인 기품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기 시작한다. 기존 귀족의 가치를 상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상인을

영웅화하는 것이다. 그 예로 스티븐슨은 존 스토우(John Stow)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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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 개요』(Summary of English Chronicles, 1565)에서 헨리

피카드(Henry Picard)를 상인의 영웅으로 그려냈다는 점을 짚어낸다. 

마찬가지로 그는 토마스 들로니(Thomas Deloney)에게서도 기사도적인

이상과 부르주아적인 서비스의 덕목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113).

스티븐슨은 『베니스의 상인』의 안토니오를 다루지는 않지만 그가

주장하는 상인의 영웅화, 상인의 귀족화는 안토니오가 “제왕적인

상인”(royal merchant)으로 묘사된다는 점, 그리고 그가 귀족 출신의

바싸니오와 협업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royal에

장대하다(magnificent)는 뜻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토니오가

일반적인 상인이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의 무역상이라는 점, 그래서 꽤

부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royal은 왕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막강한 부와 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안토니오가

왕처럼 관대하고 경제적으로 후하다는 의미가 “제왕적인 상인”이라는

표현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대상인이지만 안토니오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졸부가 아니라 베니스 사회의 공동체를 위해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관대한 인물이고 공동체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익

중심이 아닌 영예를 중시하는 귀족적 가치를 수호하는 상인으로

그려진다.

그는 바싸니오의 벨몬트 모험에 대한 위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이자

없이 친구에게 대출을 해주는 관대한 거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물과 다른 고결한 로마적 영웅에

부합하는 상인으로 그려진다. 안토니오는 도움을 구하는 바싸니오에게

“여보게 바싸니오, 부디 얘기해 보게. 체면에 관한 일만 아니라면, 

자네가 그럴리야 없으리라고 생각하네만, 아무튼 내 지갑이고 내

일신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다 자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겠네”(I pray you, good Bassanio, let me know it, / And if it stand, as 

you yourself still do, / Within the eye of honour, be assured / My purse, my 

person, my extremest means, / Lie all unlocked to your occasions; 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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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라고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대가

없는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안토니오는 “샤일록, 비록 나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는 않지만, 내 친구에게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만은 관습을 깨겠소”( Shylock, albeit I neither lend 

nor borrow / By taking nor by giving of excess, Yet to supply the ripe wants 

of my firend / I’ll break a custom; 1.3.58-61)라고 하며 원래 고리대금업을

반대하지만 바싸니오를 위해 자신의 원칙을 깨고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겠다고 한다. 바싸니오는 이러한 안토니오에 대해 포셔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바싸니오: 내게 제일 친한 친구요

마음씨가 착하고 인품이 고결하고. 그리고 남을 위한 일이라면

지칠줄 모르는 사람이오. 

그 사람이야말로 이탈리아 천지에서 누구보다도

고대 로마 정신을 체득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좋을 것이오.

BASSANIO:  The dearest friend to me, the kindest man,

The best-condition'd and unwearied spirit

In doing courtesies, and one in whom

The ancient Roman honour more appears

Than any that draws breath in Italy. (3.2.290-94)

바싸니오는 안토니오가 대가 없이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대 로마의 명예”가 더욱 어울리는

상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안토니오는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대출해주며 기독교적 자선의 정신을

구현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바싸니오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안토니오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인이

아니라 우정과 같은 귀족적 가치를 수호하는 “제왕적 상인”이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길리스는 안토니오가 베니스 시민의 이상을

구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안토니오는 “일종의 상인-군주로 그의

무역 제국은 르네상스 해상 세계의 전반을 포용하고 있”(a ki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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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hant-prince whose trading empire embraces the whole of the 

Renaissance maritime world)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고대의 로마적인

명예”(ancient Roman honour)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고대의 스토아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베니스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125). 

길리스는 “안토니오의 상업은 우정과 친절의 필요에 봉사하는 더 넓은

선의 도구”(Antonio’s brand of merchandising is an instrument of the wider 

good, serving the needs of ‘friendship’ and kindness; 126)라고 하면서

안토니오의 가치를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적(Augustan)인 것과 연결시킨다. 

“안토니오는 고대의 아우구스투스적인 측면에서 베니스를 대변한다: 

그것은 제국적인 규모와 상관없이—친족, 공공선(commonwealth), 종교, 

동족이 맞물리는 집단으로 묶인 공동체로 남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도시국가이다”(Antonio represents Venice in its ancient or ‘Augustan’ 

aspect: that of the Aristotelian city-state which –regardless of its imperial 

extent—remains a community bounded by the interlocking circles of kin, 

‘commonwealth’, religion and ‘kind’; 125). 그렇다면 “제왕적 상인”이란

공공선(commonwealth)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16세기 후반 런던의 국제 무역상 안토니오를 옛

로마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베니스라는 배경 속에서 로마적인 덕목을

가진 시민으로 그린다. 로마는 전세계에 개방된 상업 도시로서의

베니스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안을 상쇄시킬 만한 오랜 역사와 정치적

시스템을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베니스가 로마를 계승하는 측면이

있다면 상업도시로서의 베니스의 모습은 런던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안토니오에게 로마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곧 상업도시로서의

베니스를 계승하는 런던의 상인에게 공공선(commonwealth)의 가치를

수호하는 시민적 덕성이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셰익스피어는 바싸니오와 안토니오의 우정을 고대

로마의 영웅적 덕목으로 그려내고 이들을 모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탕아’로 그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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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리히는 작품의 모험 이데올로기가 곧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라고

해석하면서 앞서 언급했듯 안토니오와 샤일록을 자본주의와 봉건 경제의

대립적 관계로 파악한다. 그는 작품이 샤일록을 통해 봉건적 체제에

대한 비판과 안토니오의 상업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158-59). 그러나 네리히의 해석은 샤일록을

봉건 경제로 한정하여 이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는 안토니오가

바싸니오의 벨몬트 원정에 자금을 대어주지만 샤일록에게 자본을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고리대금업은 당대 현실에서, 그리고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미 상업 자본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이와

관련해 고리대금업에 대한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관점은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다른 한편으로, 고리대금업의 유용성은, 첫 번째로, 고리대금업이

상업을 어떤 측면에서는 저해하는 면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상업을 증진시킨다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무역은

이자를 지불하고 대출 받는 젊은 상인들에 의해 추동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고리대금업자가 그의 돈을 회수하거나

빌려주지 않는다면 무역에 대한 저항이 곧 뒤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On the other side, the commodities of usury are, first, that 

howsoever usury in some respect hindereth merchandizing, yet in 

some other it advanceth it; for it is certain that the greatest part of 

trade is driven by young merchants, upon borrowing at interest; so 

as if the usurer either call in, or keep back, his money, there will 

ensue, presently, a great stand of trade (126).

베이컨에 따르면 고리대금업은 재산이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 투기

자본(venture capital)을 제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상업을

진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바싸니오의 사업도 따지고 보면 샤일록의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샤일록의 자본과 안토니오의 자본을

구분해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미 고리대금업이 봉건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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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순환되고 있는 자금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리히의 해석은 베이컨이 말하는 당대 고리대금업의 특징, 즉

고리대금업이 상업자본과 구분되기 힘들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네리히는 샤일록을 통해 안토니오의 상업 자본이 비판된다고 하면서

안토니오가 “노예 무역과 착취”(blood trade of slavery and exploitation)를

성격으로 하는 식민주의 무역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든다(159). 하지만 안토니오가 행하는 상업의 성격과 식민주의 무역을

연계시키는 해석은 유태인 타자와 식민지 타자를 같은 범주에 놓고

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식민주의 무역업으로 안토니오의 무역을

비약시키기보다는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모험 이데올로기에 천착하여

샤일록이 행하는 고리대금업의 문제를 해석하는 쪽이 더 합당하다.

본론3은 『베니스의 상인』에서 모험의 경제학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서 국가주의와 만나는 지점에 주목한다. 바싸니오는 납

상자를 선택하여 모로코와 아라곤을 제치고 포셔를, 그리고 포셔를 통해

벨몬트를 얻게 된다. 바싸니오의 선택은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의

경제학을 대변하기에 베니스(영국)의 상인-젠트리 연합이 벨몬트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은 모험 이데올로기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작품이 당대

영국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라이벌인 오토만과 스페인이 실패한 사업에

모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영국의 승리를 그려낸다는 점에서 바로 이

모험 이데올로기는 국가주의와 만난다. 세 개의 상자(three caskets) 

장면은 서론에서 언급한 해리스 식의 초국가적 유형(transnational 

typology)로서 중상주의 담론, 즉 국가(the national), 외부(the foreign), 

범세계(the global)의 유형이 작동하는 방식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포셔의 남편감은 일차적으로 포셔의 아버지가 정해놓은 게임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전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세 개의 상자 제비

뽑기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점에서 포셔의 아버지가 정한 법칙은

“범세계적 코스모폴리탄적 상업”(global cosmopolitan commercial)의

법으로 해리스의 ‘범세계’에 해당한다면, 포셔가 모로코나 아라곤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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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영국) 사람을 욕망한다는 점, 그리고 결국 바싸니오가 승자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외부’로서 오토만과 스페인이 내쳐진다. 국가 경제에

있어 외부는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그 어떤 국가도 범세계적 경제(global 

economy)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중상주의의 패러독스가

드러난다. 외부에 대한 양가적인 욕망 속에서 새로운 벨몬트의 주인으로

바싸니오가 세워지는 과정은 결국 범세계, 외부, 국가의 역학 속에서

벨몬트가 어떻게 ‘범세계’에 속하면서도 국가 경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셰익스피어가 궁극적으로 런던의 미래로서

벨몬트를 어떻게 그려내는지, 새로운 벨몬트의 형성은 중상주의 담론을

어떻게 차용하면서 형성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네리히가 봉건경제와 자본주의의 대립을 통해 모험 이데올로기를

부르주아적 가치로 이해한다면, 본 고는 모험 이데올로기가 국가 형성

담론과 연관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리대금업의 문제와 모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서로를 구축하는지 살핀다. 『베니스의 상인』이

상인과 귀족의 연합을 모험 이데올로기와 ‘탕아’라는 개념으로 엮어서

풀어내고 있다면, 리처드 헬거슨(Richard Helgerson)은 이 연합이

국가주의의 매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헬거슨은

씨어도어 K. 랍(Theodore K. Rabb)의 『사업과 제국』(Enterprise and 

Empire)을 언급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상 원정(overseas expedition)에

대해 귀족과 상인이라는 두 종류의 모험가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다른

성향을 보인다고 구분한다. 그는 “상인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윤에

대한 욕망에 의해 움직이지만 귀족은 영광을 향한 충동을 느낄 필요가

있었다. 귀족들은 기반이 잡힌 무역보다는 더욱 위험하고 화려한 모험, 

탐험, 그리고 식민지 건설의 지원을 선택했다”(Where merchants were 

motivated by a relatively uncomplicated desire for profit, gentlemen needed 

the impulse of glory. Gentlemen chose to support riskier and more 

glamorous ventures, exploration and colonization rather than settled 

trade)라고 하며 상인들이 현실적인 이윤을 추구했다면 귀족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예와 같은 명분을 중시했다고 지적한다(Helg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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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귀족은 땅을 국가적 위신(national prestige)으로 중시하는 반면

상인은 물질적 이윤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처드

해클루트(Richard Hakluyt)는 『주요 항해기집』(Principal 

Navigations)에서 “상인들을 국가로, 젠트리들을 무역 사업으로”(brings 

merchants into the nation and brings gentry into trade)라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서로 다른 두 그룹이 교차하는 영역이 있음을

지적한다. 헬거슨은 이 영역이 국가에 해당한다고 본다. 

두 그룹[상인과 귀족]과 각각의 특성은 분명했고 국가, 혹은

나라라는 제3의 영역이 그들의 연합을 가능케 하기 위해

필요했다. 국가의 이익만이 유일하게 모험상인조합의 상업적

투기와 같은 것을 인본주의적 웅변과 궁정의 후원에 적합한

주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의 이익만이 이윤을 고귀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The two groups and the two qualities remain distinct, needing as a 

third term to enable their union the “nation” or “country.” National 

interest alone makes a commercial venture like that of the 

Merchant Adventurer a fit subject for humanist eloquence and 

courtly patronage. It alone makes a profit honorable”(180).

상인과 귀족의 연합을 국가주의적 영역에서 찾는 헬거슨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국가주의적 목표 아래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과

영예를 중시하는 귀족들이 만날 수 있다고 본다.28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귀족과 상인의 통합은 셰익스피어가 바싸니오와 안토니오의

우정을 그리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우정을 통해

귀족의 명예와 상인의 이윤이 서로 만나는 지점은 배타적 성격의

                                        
28 John Wheeler 역시 이러한 생각을 피력한다: “Whereas indeed merchandise, which is 
used by way of proper vocation, being rightly considered of, is not to be despised, or 
accounted base by men of judgement, but to the contrary, by many reasons and examples it 
is to be proved that the estate is honorable, and may be exercised not only of those of the 
third estate (as we term them), but also by the nobles and chiefest men of this realm with 
commendable profit, and without any derogation to their nobilities, high degrees, and 
conditions with what great good to their states, honor, and enriching of themselves and their 
countries, the Venetians, Florentines, Genovese, and our neighbors the Hollanders have 
used this trade of life, who knows not?”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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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로 채색된다. 안토니오와의 우정을 통해 가능했던 바싸니오의

벨몬트 사업은 바싸니오가 모로코 왕자나 아라곤 귀족과 같은 다른 국가

출신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포셔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영국의

국가주의적 승리로 그려진다.29

3. 샤일록의 ‘마음의 고리대금업’

영웅적 상인 안토니오와 탐욕적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대립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베니스의 상인』은 유대인-고리대금업자를

탐욕의 화신으로 그리는 중세 도덕극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바싸니오의 벨몬트 사업이 일차적으로 샤일록의 자본에 기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니스 상인-젠트리 공동체는 샤일록의 경제 활동을

도덕적이고 인종적인 차원에서 배제한다. 바싸니오의 모험은 그가

포셔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이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바싸니오가 납 상자를 선택하여 사업적으로 성공의 정점에

                                        
29 네츨로프는 스페인 제국의 경제적 난잡함(promiscuity)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세 상자

장면을 이해한다. 바싸니오가 금이나 은 상자가 아닌 납 상자를 선택한 것, 그리고 궁극

적으로 그것 때문에 포셔를 얻게 된 것에 반스페인적인 맥락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당시

황금을 찾기 위한 영국의 노력이 번번히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영국의 식민주의와 스페

인의 제국주의를 대조하는 방향으로 영국의 상업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졌다고 한다(167-

68). 스페인은 신세계 사업에 선두로 참여하여 이미 많은 물질적 이득을 누렸으나 아이

러니하게도 스페인의 부는 유럽 전역에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영국이 뒤늦게 신세계 사

업에 진출할 즈음에 스페인은 경제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신세계 사업에서 뚜

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던 영국은 스페인의 경제적 몰락이 절제 없는 제국주의적

팽창에 기인한다고 하며 스페인이 식민주의 사업으로 얻은 새로운 부를 도덕적이고 종

교적인 관점에서 부정한 것으로 그린다. 이에 “영국의 상업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스페인

의 제국주의를 영국의 식민주의와 차별화하기 위해 영국의 부의 근원을 보다 전통적이

고, 안정적이며, 아마도 일상적인 상업의 네트워크 속에서 찾으려 한다” (168). 

세 상자 장면에서 신세계의 부를 상징하는 모로코의 금이나 아라곤의 은이 아닌 바

싸니오의 납이 포셔와 결합하게 되는 설정은 바로 스페인 제국주의와 차별화 되는 영국

의 상업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조 당대에 황금양모는 영국의 상업

의 현실을 반영한 모직물 산업에 대한 메타포로 기능하기도 했으며 이는 “신세계 황금의

손쉬운 이익”(quick profit of New World gold)와 대비를 이룬다 (167). 금은 스페인을 비판

하는 검은 전설(black legend)의 전통에서 마이더스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되면서

hoarding mercantilism을 대변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스페인이 넘치는 부를 쌓아두다가

오히려 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측면에서 네츨로프의 세 상자 장면은 중금주의적인 측면에

서의 중상주의, 즉 많이 가질수록 국가가 부유하고 힘이 세다는 생각에 대한 비판을 담

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자본주의적인 의미에서 축적이 아닌 순환을 상징하는 납 상자를

통해 포셔와 바싸니오의 결합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은 반스페인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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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했을 때 안토니오의 파산 소식을 전한다. 안토니오의 파산 소식은

바싸니오의 승리와 한 장면에서 처리되고 있다.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우정을 기반으로 감행된 사업이 성공하는 그 순간, 즉 베니스의 상업적

국가주의가 가장 빛을 발하고 있을 때 안토니오는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한다. 게다가 샤일록이 제안한 살 1파운드를 담보로

한 “재미있는 계약”(merry bond; 1.3.166)에 근거하여 안토니오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지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바싸니오의 승리와

안토니오의 파산을 동시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이 둘의 우정으로

감행되는 벨몬트 사업의 성격을 재고하게 만든다.

안토니오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는 사실은 상인과 고리대금업자의

대비, 즉 모험 대 비축의 구도를 통해 구축된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경제적 국가주의에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기한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살 1파운드를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은 처음 체결될

당시 장난 같은 농담처럼 넘겨졌지만 안토니오의 파산 앞에서 이행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채무 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처음부터 고리대금업과 모험의 이분법, 즉 비축과

위험(hazard)의 이분법이 해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샤일록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우정을 가장하여 마치

친절한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무이자 대출을 제안함으로써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국가주의적 사업에 동참한다. 안토니오와 샤일록이 계약을

맺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자.

1막 3장은 안토니오와 샤일록의 경제적 사안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하지만 이 장의 마지막에서는 마치 이 둘의 화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둘 사이의 채무 계약이 성립된다. 바싸니오의 결혼 사업을 위해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대출을 받으려 하자 처음에 샤일록은 그간

고리대금업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비난하던 안토니오가 지금은 자신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비꼰다. 

샤일록: 그런데 이제 보니 내 힘을 빌리자는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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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게 와서 하는 말이

‘여보게 샤일록, 돈 좀 꾸어 줄 수 없겠느냐’는 말이지.

당신은 내 수염에다 침을 뱉고

도둑개를 문지방 밖으로 차내듯이 날 차더니

이제 와선 돈을 요청하시는구려.

글쎄 뭐라 말해야 좋을까요

‘개가 돈이 어디 있나요,

들개가 과연 삼천 더커트를 융통해 줄 능력이 있을까요’라고

말해야 좋을까요?

SHYLOCK  Well then, it now appears you need my help.

Go to, then, you come to me, and you say,

‘Shylock, we would have monies’ – you say so,

You that did void your rheum upon my beard,

And foot me as you spurn a stranger cur

Over your threshold: monies is your suit.

What should I say to you” Should I not say

‘Hath a dog money? Is it possible

A cur can lend three thousand ducats? (1.3.106-14)

샤일록은 자신을 비난하던 안토니오가 이제는 자신에게 돈을 빌리려

하는 상황을 조롱한다. 이 때 샤일록은 기독교도라고 우정 운운하며

이자를 받지 않고 고결한 척 하던 안토니오도 고리대금업자인 자신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샤일록이 이렇게 비꼬자 안토니오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친구가 아닌 원수에게 빌려주라고 응수한다. 

안토니오: 이 돈을 빌려주더라도 행여 친구에게 빌려주는 것이라

생각 마오

친구끼리 누가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단 말이오?

다만 원수에게 돈을 꿔주는 것이라 생각하구려

그렇데 하면 위약하는 경우엔 떳떳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테니

ANTONIO  If thou silt lend this money, lend it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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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o thy friends, for when did friendship take

A breed for barren metal of his friend?

But lend it to thine enemy,

Who if he break, thou mayst with better face

Excact the penalty. (1.3.124-29)

돈을 빌려야 하는 을의 입장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샤일록의 비위를

맞추며 비굴하게 굴지 않고 오히려 샤일록과 자신을 더욱 극명하게

대조하는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친구가 아닌 원수에게 대출해주는

것으로 여기라고 말한다. 이는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긴

하지만 그에게 종속되지 않고, 즉 샤일록과 같은 편에서 고리대금업에

공모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안토니오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는 우정에 기반한 자선(charity)의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샤일록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친구가 아닌

원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 여기라고 하는 것이다. 

꼿꼿한 안토니오의 반응에 샤일록은 다음과 같이 대처하면서

고리대금업자인 자신과 자선의 경제를 바탕으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상인 안토니오의 대립적인 관계를 해체한다.

샤일록: 아니, 왜 이리 야단법석이오!

난 댁하고 사귀어서 우정도 나누고 싶고

여태껏 받은 모욕도 싹 잊고

이자는 한 푼 없이 지금 필요하다는 금액을

융통해드릴 생각이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시는군요.

내 제안은 선심에서 우러난 것이오.

SHYLOCK: Why look you how you storm!

I would be friends with you, and have your love,

Forget the shames that you have stained me with,

Supply your present wants, and take no doit

Of usuance for my monies, and you’ll not hear me.

This is kind I offer. (1.3.130-35)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이타적인 어법으로 우정을 언급하면서 이자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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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당신이 필요한 돈을 내가 제공해줄

것이며 그에 대한 이자를 취하지 않겠다,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우정’이니까 그 법칙에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샤일록은 표면적으로 안토니오의 자선에 기반한 무이자 대출을

흉내 내고 있다. 샤일록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샤일록: 그럼 내 친절을 보여 드리리다

자, 같이 공증인에게 가서 서명 날인을 합시다

단독 명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미삼아 하는 말이지만, 

만약 증서에 명시된 일정한 시일에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서 갚지 못하면

위약금조로 당신의 기름진 살 1 파운드만

내 마음대로 어디서나 베어내기로 하면 어떻겠소?

SHYLOCK: This kindness will I show.

Go with me to a norary, seal me there

Your single bond, and, in a merry sport,

If you repay me not on such a day,

In such a place, such sum or sums as are

Expressed in the condition, let the forfeit

Be nominated for an equal pound

Of your fair flesh, to be cut off and taken

In what part of your body pleaseth me. (1.3.136-44)

아멘다 베일리(Amanda Bailey)가 지적하듯 샤일록이 제안하는 것은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당대에 고리대금업에 대한 대안으로 많이

통용되었던 채무 계약이다(2-3). 이 계약은 대출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고리대금업은 아니지만 조건을 걸고

대출을 감행한다는 점에서 채무 계약의 형태를 갖는다. 샤일록은

채무불이행 시 살 1파운드를 떼어 가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농담처럼

제안함으로써 악의를 품고 있는 자신의 진짜 심중을 숨긴 채 안토니오를

무장해제시키고 그에게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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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일록: 사람의 몸에서 베어낸 살 1파운드는

양고기나 쇠고기나 염소고기보다도

쓸데도 없고 가치도 없소.

난 호의를 사려고 이만한 우정을 베푸는데

받아 준다면 그리하고, 싫다면 잘 가시오.

SHYLOCK: A pound of man’s flesh, taken from a man,

Is not so estimable, profitable neither,

As flesh of muttons, beefs, or goats. I say

To buy his favour, I extend this friendship.

If he will take it, so; if not, adieu. (1.3.158-62)

샤일록은 1파운드의 살은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재미 삼아

위약금으로 살을 요구하는 것처럼 안토니오를 속인다. 살 1파운드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지만 샤일록의 복수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샤일록은 이러한 의중을 철저히 숨기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토니오의 무이자 대출을 모방하여 선의를 베푸는 듯 채무

계약 조건을 제시한다. 하지만 나중에 안토니오가 정해진 시일에 돈을

갚지 못하자 이 농담 같은 계약 조건 밑에 숨어 있던 샤일록의 살인

의도가 드러난다. 샤일록의 대출 계약은 말 그대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리대금업이 아닌 우정에 기반한

무상 대출을 흉내 내는 것이지만 실상은 안토니오에 대한 살인 의도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고리대금업을 극화한 것이다.

살을 담보로 한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월터 코헨은 “극의

위기가 [샤일록]이 고리대금업을 고집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서 생긴다”(The crisis of the play arises not from his insistence on 

usury, but from his refusal of it)고 지적하며 살 1파운드를 요구하는

샤일록이 엄밀한 의미에서 고리대금업을 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대

영국에서 중요한 이슈였던 반고리대금업(anti-usury)을 지지하는

텍스트로만 이 작품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The Merchant of 

Venice” 769). 하지만 작품에서 고리대금업의 화두는 결코 미약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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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헨이 지적한 대로 고리대금업은 작품에서 언급만 될 뿐이지 작품이

제시하는 갈등에 실질적으로 개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고리대금업에 복수심이 개입되어 돈이 아닌 사람의 목숨을 요구할 때의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고리대금업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깔린 의도를 고리대금업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당대

경제적 생각을 반영한다.

영국에서 고리대금업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졌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차츰 허용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고리대금업에

대한 담론 역시 변화했다. 이 시기에는 “고리대금업에 대한 죄”(sinne of 

usurie)와 “고리대금업 그 자체”(usurie itselfe)가 구분되기 시작한다. 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 자체 보다는 그것에 깔린

의도(intention)가 고리대금업의 윤리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경제 행위에 있어 보이지 않는 ‘의도’의 중요성이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고리대금업은 점점 개인적인 양심(conscience)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내적인 문제(internal matter)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1595년에 출간된 『고리대금업에 대한 비난과 유죄 선고』(The 

Arraignment and Conviction of Usurie)는 마일스 모스(Miles Mosse)가

고리대금업에 대해 설교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으로 그 중 첫 번째

설교에서 모스는 “고리대금의 죄는 고리대금업을 통해 이윤을 욕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리대금 그 자체는 돈에 합당한 가치인 이득으로 주로

직접적이거나 변질된 대출에 대한 의무로서 요구되는 것이다”(The sinne 

of usurie is to take or desire usurious gaine: but usurie it selfe is the gaine 

which in its owne nature may be valued for money, and is demaunded 

principally for the dutie either of direct or coloured lending)라고 하면서

고리대금업과 고리대금업의 죄를 구분한다(Jones 149-50에서 재인용). 

모스는 고리대금업 그 자체가 아닌 고리대금업에 대한 죄를 문제시하고

그것을 “고리대금업을 통해 이윤”(usurious gain)을 욕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고리대금업이 가지고 있던 의미의 외연을 확장한다. 두 번째

설교에서 모스는 “비밀리에 마음속에 숨어 있는, 마음의 고리대금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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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진짜 근원이다”(Lurking secretly in the heart, mental usury was the 

real source of sin)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행하는

고리대금업을 더욱 문제시한다. 여기서 그가 마음의 고리대금업(mental 

usury)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첫 번째 설교에서 언급된 ‘고리대금업의

죄’와 상통한다. 궁극적으로 모스는 “누구든지 대출을 통한 불법적인

이익을 욕망한다면 고리대금업에 대해 유죄이다”(anyone who desires 

illicit profit on a loan is guilty of usury)라고 결론을 내린다(Jones 150에서

재인용).

“대출을 통한 불법적인 이익”을 욕망하는 것, 즉 의도가 불순한

‘마음의 고리대금업’이 궁극적인 죄라면 표면상으로 우정에 기인한

무이자 대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안토니오에게 살의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샤일록이 제시한 채무 계약은 마음의 고리대금업과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고리대금업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정 관계의

차원을 넘어 대출을 감행하는 의도를 포함한다면 채권자의 마음속

의도를 표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안토니오식의 자비심에 기반한

무이자 대출과 샤일록의 살의를 품은 고리대금업이 현실적으로 구분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샤일록은 우정을 가장하여 손쉽게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벨몬트로 향하는 국가주의적 모험에 자금을

대주면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안토니오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샤일록의 채무 계약의 본질에는 마음의 고리대금업이

숨겨져 있다. 샤일록의 마음의 고리대금업을 통해 작품은 채무 계약이

사실 고리대금업 못지 않게 위협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짚고

있다. 가짜 우정을 연기하면서 바싸니오의 결혼 사업에 자금을 대어주고

이를 무기로 안토니오의 생명을 손에 쥐게 되면서 샤일록은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우정을 재고하게 만든다. 자국 안의 타자인 샤일록은

고리대금업과 모험의 모호한 경계를 이용하여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우정을 통해 구축되는 상업적 국가주의를 위협한다. 샤일록의 마음의

고리대금업은 안토니오-바싸니오의 모험을 흔들고 그것을 재고하게끔



150

만든다.

4. 포셔와 합법적 고리대금업

샤일록은 안토니오와 맺은 “재미있는 계약”(merry bond)에 대한

속내를 드러내면서 안토니오의 목숨을 위협하는데 이는 포셔-바싸니오의

또 다른 ‘재미있는 계약’(merry bond)인 결혼을 통해 진압된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궁극적으로 안토니오의 목숨을 구해주고 위기에

빠진 베니스를 살리는 역할이 포셔에게 주어졌지만 포셔가 샤일록과

공유하는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포셔는 샤일록과 마찬가지로

바싸니오와 안토니오의 우정을 흔들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들의

국가주의적 사업을 재고하게 만든다. 

벨몬트로 간 바싸니오와 그라티아노와 같은 베니스의 남성들이 각각

포셔와 네리사를 얻게 되는 승리를 만끽하는 것도 잠깐이다. 이들이

얻어낸 승리에 뒤따르는 것은 안토니오의 파산 소식이다.

그라티아노: 네리사, 저 여자 손님을 부탁하오

살라리오, 악수하세: 베니스의 형편은 어떤가?

제왕 같은 상인인 선한 안토니오는 어찌 지내시는가?

그분이 우리들의 성공을 들으시면 기뻐할 것이야;

우리는 제이슨들이야, 우리는 황금 양모를 얻었다네.

GRATIANO: Nerissa, cheer yon stranger; bid her welcome.

Your hand, Salerio: what's the news from Venice?

How doth that royal merchant, good Antonio?

I know he will be glad of our success;

We are the Jasons, we have won the fleece.

살레리오: 글쎄 말이네, 그건 안토니오가 잃은 황금 양모라면

좋겠네만

SALERIO: I would you had won the fleece that he hath lost. 

(3.2.236-40, 인용자 강조)



151

그라치아노는 자신이 네리사와 맺어지고 바싸니오가 포셔와 맺어지게 된

상황을 “[황금]양모”를 얻은 이아손의 성공에 빗대어 말한다. 이때

살레리오가 안토니오의 상선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안토니오의

상선을 역시 “양모”(fleece)라고 칭한다. 어째서 셰익스피어는 안토니오의

양모(상선)와 바싸니오의 양모(포셔)를 평행으로 놓으면서 이 둘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주목하게 만드는 걸까? 여기서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완벽할 것만 같은, 섭리의 서사로 채색된 모험의 서사가

낭만화하는 실체는 무엇인가? 과연 이들은 어떤 종류의 상인이며, 

영국의 어떠한 경제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

두 황금 양모들은 바싸니오와 안토니오의 모험으로 구축된 상업적

국가주의가 낭만화되지 못하는 지점에서 서로 충돌한다. 바싸니오는

포셔를 얻음과 동시에 안토니오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살 1파운드를 내어

놓아야 한다는 샤일록의 악의적인 채무 계약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것 말고도 바싸니오를 사이에 둔 포셔와 안토니오의

경쟁구도에 주목하게 만든다. 안토니오와 샤일록의 재판 장면에서

판사로 변장한 포셔가 안토니오를 구해주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바싸니오-포셔 사이에 있던 잠재적인 균열이 드러난다. 바싸니오에게

포셔와 안토니오는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호 배타적인 대상처럼 보인다. 판사 벨라리오(Bellario)로

변장하여 안토니오의 목숨을 구한 포셔는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바싸니오에게 “당신의 기념으로는 그 반지를 받겠소 / 

그렇게 손을 뒤로 빼진 마시오, 그 이상은 받지 않겠으니 / 성의의

표시로서 이것을 거절하지 않겠지요!”(And for your love, I’ll take this ring 

from you. / Do not draw back your hand. I’ll take no more, / And you in 

love shall not deny me this!; 4.1.423-25)라고 하며 바싸니오의 결혼

반지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바싸니오에게 포셔와 안토니오 중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벨라리오(포셔)의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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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바싸니오가 처음에 거절하자 안토니오는 “바싸니오, 그 반지를

드리세요. / 자네 부인의 명령도 명령이지만 / 저 분의 공로와 내 사랑도

좀 생각해주게”(My Lord Bassanio, let him have the ring. / Let his 

deservings and my love withal / Be valued ‘gainst your wife’s 

commandement; 4.1.445-47)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랑”과 포셔의

“명령”(commandement)을 비교하는 수사를 사용한다. 포셔는 왜

안토니오와 양립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는가? 

우선 포셔와 안토니오가 각각 대변하는 계급적 가치가 서로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역 상인으로 등장하는 안토니오가

신흥 상업 자본을 대변한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은 포셔는 귀족적

봉건 경제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치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6세기 중엽부터 영국 상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젠트리들과 협업하여 상인과 젠트리의 거리가

좁혀지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인의 성장은 기존

봉건 귀족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필리스 래킨(Philis 

Rackin)은 작품 초반부터 부각되는 안토니오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을 엘리자베스 시대의 해외 무역을 둘러싼 욕망과 불안의 징후로

읽는다. 래킨에 따르면 멕시코, 트리폴리스, 인디아, 리스본, 바바리를

대상으로 무역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토니오는 베니스라기보다

엘리자베스 시대 런던 상인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의 우울은

국제 무역에 대한 불안과 욕망에 기인한다(73-74). 따라서 새로운 상업

자본의 무대인 국제 무역의 장은 벨몬트의 상속 경제를 대변하는

포셔에게도 불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그녀의 외국인

혐오(xenophobia)로 표출된다. 1막 2장에서 포셔는 다양한 국적의

구혼자들을 평가하면서 당대의 편견을 그대로 담아낸다. 포셔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바싸니오다. 그런데 작품에서는 포셔가 왜

바싸니오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고,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네리사가 바싸니오를 언급할 때 “학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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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 베니스 사람”(a Venetian, a scholar and a soldier; 1.2.92-93)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셔는 바싸니오가 단지 베니스

사람이라는 이유에서, 그리고 그가 “학자이자 군인”(a scholar and a 

soldier), 즉 엘리자베스조 젠트리를 의미한다는 이유에서 그를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작품에서 바싸니오는 베니스에, 포셔는

벨몬트에 있지만 이 둘은 모두 이탈리아 사람이고 포셔는 외국인이 아닌

같은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바싸니오를 좋아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포셔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 무역의

범세계적 장에 속한 인물이 아니라 자국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베니스 사람 바싸니오를 욕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셔와 안토니오를 귀족적인 상속 재산과 상업 자본의

이분법으로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바싸니오의 벨몬트 사업이

국제 무역상인 안토니오의 투자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사업이

‘모험’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포셔를 폐쇄적인 봉건 경제에 속한

인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포셔가 귀족적 토지 재산을 대변하고

있더라도 아버지에게서 물려 받은 재산에 무조건적으로 종속되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포셔는 아버지의 소유물로서 수동적인 딸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싸니오와 안토니오의 모험에서

전유되는 상품으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포셔는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모험으로 얻고자 하는 ‘황금 양모’ 그 이상의 존재인 것이다.

포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니스와 벨몬트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품의 5막에서 안토니오를 ‘보증인’으로 한 포셔와 바싸니오의

결합으로 재탄생하는 벨몬트는 이전에 포셔의 아버지가 군림하던

벨몬트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포셔가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를 경제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벨몬트는 “살아있는 딸의 의지가

죽은 아버지의 유언에 의해 제한받는”(the will of a living daughter curbed 

by the will of a dead father; 1.2.20-21)인 곳으로 버튼 하틀렌(Burton 

Hatlen)이 지적하듯 토지 귀족들의 봉건적 삶을 대변하고 베니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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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적 에토스와 대조를 이룬다(95). 벨몬트는 상속 경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베니스의 순환 경제에 비해 폐쇄적인 측면이 있다. 

바싸니오가 새로운 주인이 되는 벨몬트는 베니스와도 차이가 있다. 비록

벨몬트가 상속 토지 재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봉건 질서를

대변하고는 있지만, 포셔의 아버지는 딸의 남편감을 복권 추첨(lottery)과

같은 제비 뽑기로 결정하여 벨몬트에 모험/투기의 영역을 들여온다. 

변화하는 경제 구조 속에서 당대 영국의 봉건 귀족들은 더 이상

토지에만 의존해서 살 수 없었고 토지 외의 다른 경제 영역으로

진출해야 했다. 벨몬트에 바싸니오가 들어가는 것은 폐쇄적인

벨몬트에도 모험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바싸니오를

필요로 하는 것은 벨몬트가 베니스의 부르주아적인 가치를 받아들여

봉건 경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을 극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안토니오의 도움으로 벨몬트에 입성한 바싸니오는 그곳에

온전히 편입되기 위해서 이전 베니스와의 연결 고리를 일정부분

끊어내야 할 과제에 당면한다. 다시 말해 바싸니오는 안토니오에게 진

경제적이고 감정적인 빚을 해결해야만 벨몬트에 편입할 수 있는 것이다. 

바싸니오가 포셔를 얻기 위해서는 베니스의 상업에 기반한 모험의

정신이 필요했고 결국 그는 위험을 무릅쓰는 투기로 납 상자를 선택하여

그녀를 얻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공을 가능하게 한 모험의 정신은

새로운 벨몬트에서 일정 부분 길들여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납

상자에 적혀있는 다음과 같은 문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You that choose not by the view

Chance as fair, and choose as true.

Since this fortune falls to you,

Be content and seek no new.

If you be well pleased with this,

And hold your fortune for your bliss,

Turn you where your lad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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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laim her with a loving kiss’ (3.2.131-38)

바싸니오는 납 상자를 선택하여 벨몬트의 주인이 될 자격을 얻는다. 그

상자에 적힌 내용의 골자는 ‘눈’이 아닌 것으로 골라야 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눈, 시각, 나아가 주체를 넘어선 무언가를 인정하여

위험을 무릅쓰는 부르주아적인 모험의 가치를 칭송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모험, 고여있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해야 하는

베니스의 상업 자본을 옹호하는 논리는 “만족하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구하지 말라”(Be content and seek no new; 134)는 다른 명령에 종속된다. 

바싸니오와 안토니오의 연합이 대변하는 베니스의 모험 이데올로기는

벨몬트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모되어야 하는가? 상호모순적으로 보이는

납 상자의 의미는 새로운 주인과 포셔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벨몬트의

미래가 지향하는 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적 의미로 “새로운 것을 찾지 말라”는 명령은 벨몬트를 얻은

후에 더 이상 모험을 하지 말고 그곳의 안정적인 경제 속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모험/무역/상업을

버리고 다시 고여 있는 봉건 경제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다. 로맨스적

차원에서 “새로운 것을 찾지 말라”는 것은 포셔를 얻고 난 후에 다른

여성에게 구애하지 말라는 뜻으로 부정(infidelity)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작품은 부정에 대한 주제를 전면적으로 전개하지 않지만 탕아를

모험 이데올로기의 맥락에 결부시키면서 탕아의 또 다른 측면인 성적

방탕함의 가능성도 동시에 살핀다. 바싸니오는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는 탕아(모험가)이지만 그 모험의 이면에는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성적인 방탕함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벨몬트의 전 주인인 포셔의 아버지는 모험에 내재한 경제적, 성적인 두

측면을 고려하여 모험 이데올로기를 들여오되 “새로운 것을 찾지

말라”는 조건을 걸면서 모험의 부정적인 잠재성(성적인 방탕, 부정)을

차단하려 한다.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우정으로 세워진 모험 이데올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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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일록을 타자로 전유함으로써 포셔를 얻게 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바싸니오가 베니스의 잔재를 해결하고 벨몬트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 바싸니오가 벨몬트 원정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의 중심에는 모험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것은 바싸니오를

위해 샤일록에게 목숨을 내어줄 만큼 대단한 안토니오의 사랑으로

구체화된다. 포셔는 그 과정에서 생겨난 감정적 채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포셔는 바싸니오와 안토니오의 협업으로 성취해 낸 벨몬트

사업에서 얻어지는 단순한 상품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포셔와

바싸니오의 결합은 안토니오까지 포함하는 세 사람의 연합으로 이어진다. 

월터 코헨은 이들의 결합에 대해 “안토니오, 바싸니오, 포샤의 3자

통합으로 맺어지는 결말은 정확히 귀족적 토지 재산과 상인의 자본

사이에서 전자가 지배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계급간 조화를

보여준다”(The concluding tripartite unity of Antonio, Bassanio, and Portia 

enacts precisely this interclass harmony between aristocratic landed wealth 

and mercantile capital, with the former dominant; 203)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벨몬트의 귀족적 토지 재산이 우위를 점한다고 해석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3자의 연합이 이전 벨몬트와 차별화된 새로운 벨몬트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셰익스피어는 봉건 경제도 베니스의 부르주아적

경제도 아닌 이 둘의 합작으로 만들어지는 런던의 미래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에서 모험이 로맨스적인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부정의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 지점을 짚어내는 것은 곧 부르주아적

경제에 내재한 불안정성을 읽어내는 것이다. 고여있는 것도

문제이고(hoarding) 불안정하게 외부에 열려있는 것도 문제라면

셰익스피어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는가? 이 때

중요한 것은 포셔가 베니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싸니오가

벨몬트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이에 근거하여 포셔가 바싸니오를 길들여

벨몬트에 안착시킨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 포셔의 행동에

주목해 5막에서 묘사되는 벨몬트에 셰익스피어의 이상이 어떤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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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되고 있는지 고찰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카렌 뉴먼(Karen Newman)은 포셔가 반지를 건네는 장면을 통해

그녀가 사랑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바싸니오의 주인(lord)으로

군림하게 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교환 구도의 인류학적인 원형에 따르면

남성들의 유대는 여성을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뉴먼은 포셔가

이러한 인류학적인 원형을 전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3막 2장에서

포셔는 납 상자를 선택하여 배우자 시험에 통과한 바싸니오에게 결혼

반지를 주는데 여기서 반지는 일차적으로 사랑의 증표이자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에서 포셔는 반지를 잃어버리면

“당신의 사랑이 깨진 증거로 알겠어요. / 그러니 그 때는 저도 가만히

있진 않겠어요”(let it presage the ruin of your love / And be my vantage to 

exclaim on you; 3.2.173-74)라고 덧붙인다. 뉴먼은 이 지점에서 포셔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의 수동적이고 순종적 여성이 아닌 증여자(gift-

giver)로서 권력을 갖게 된다고 해석한다(25-26). 여기서 더 나아가

뉴먼은 포셔가 “화답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줌으로써, 포셔는 교환

체제와 그것이 만들어 내는 남성 연대를 합선시켜 안토니오의

목적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을 얻어낸다”(In giving more than can be 

reciprocated, Portia short-circuits the system of exchange and the male 

bonds it creates, winning her husband away from the aims of Antonio)고

주장한다(26). 뉴먼은 증여자로서 포셔의 역할에 주목하여 그녀가

인류학적인 여성 교환 구도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포셔의

적극성은 그녀가 베니스의 남성들이 얻고자 하는 황금 양모라는 상품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포셔라는 황금 양모를 찾아 나서고

그것을 구함으로써 구축되는 것이 베니스 상업적 국가주의의 요체라면, 

포셔는 이 국가주의를 형성하는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우정을 뒤흔드는

것이다.

뉴먼의 지적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포셔가 증여자로 기능한다는

것뿐 아니라 포셔와 바싸니오의 결혼 계약에 명시된 조건이다. 결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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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모험(venture)으로 볼 수 있다면 포셔는 어떤 종류의 모험을

하는가. 안토니오가 자신의 상선을 모두 바다에 띄우면서 위험을 무릅쓴

모험을 감행하는 무역상이라면, 포셔는 아버지의 유서에 따라 남편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즉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맺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모험’으로서의 결혼 시장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원했던 바싸니오를 신랑감으로 맞이하지만 바싸니오의

부정(infidelity)이라는 문제가 이들의 관계에 있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셔의 결혼은 모험의 요소를 갖는다. 경제적

맥락에서 투기는 투자한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요소(hazard)를

감수하고 이루어진다. 로맨스적 측면에서 이 위험요소는 다름 아닌

관계가 깨지는 것, 즉 배우자의 부정이다. 안토니오의 경우에는

무역상으로서 상선이 침몰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바싸니오의 경우에

벨몬트 투기가 실패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면 포셔의 결혼은 제비

뽑기로 골라진 남편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무역업, 투기, 그리고 결혼을 모두 ‘모험’이라는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안토니오와 포셔는 서로 다른 종류의 모험가이다. 본 논문에서는

언뜻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안토니오의 우울과 포셔의 피로감이 서로

구별되는 지점을 주목하여 안토니오의 경우와 비교해서 포셔에게 있어

모험이 무엇을 뜻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작품은 처음부터 안토니오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시작한다.

안토니오: 실제로, 나는 내가 왜 슬픈지 모르겠어

답답해. 당신도 답답하지?

그런데 이 답답증은 어디서 어떻게 걸린 것인지 또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인지

대체 이 병은 뭘로 되었고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어쩌나 우울하고 답답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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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내 자신을 가누지 못할 지경이구려.

ANTONIO: In sooth, I know not why I am sad

It wearies me, you say it wearies you; 

But how I caught it, found it, or came by it 

What stuff ‘tis made of, whereof it is born, 

I am to learn; 

And such a want-wit sadness makes of me 

That I have much ado to know myself (1.1.1-7).

작품의 시작에 안토니오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에 대한 고백, 그리고

동료 상인들이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이 바싸니오와 그의 일행들이

등장하는 114행 전까지 꽤 긴 공간을 차지하며 이어진다. 친구들은

안토니오의 우울에 대해서 바다에 나가있는 그의 상선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거나(1.1.8-14), 연애의 감정 때문이라는 여러

추측을 내놓지만(1.1.46) 안토니오는 그 모든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베니스의 상인들이 등장하는 1막 1장에 이어 포셔의

벨몬트로 장면이 전환되면서 안토니오의 우울과 명백한 평행을 이루듯

“네리사, 조그만 이 몸뚱이는 크나큰 이 세상이 진저리나는구나”(By my 

troth, Nerissa, my little body is aweary of this great world; 1.2.1-2)라고

우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포셔의 대사로 1막 2장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포셔가 우울한 이유는 그녀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감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한다. 

포셔: 머릿속에서는 아무리 감정을 억제하는 법칙을 세워봐도

혈기는 그런 냉철한

법령쯤 뛰어넘어 버리잖니. 청춘은 미친 토끼 같다 할까. 

절름발이 같은 이성의 그물쯤은

뛰어넘고 마는걸. 하지만 이런 이치를 따져 봤자 남편이

골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 원망스러운 이 ‘고른다’는 말! 맘에 드는 사람을 택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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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싫은 사람을 퇴짜 놓지도 못하는 내 신세 좀 봐. 살아

있는 딸의 의사가 죽은 아버지의 유언에 이렇게까지

제한을 받아야 하다니. 네리사야, 선택도 거절도 자유로 하지

못하다니

너무나 가혹하지 않니?

PORTIA: The brain may devise laws for the blood, but a hot temper 

leaps o’er a cold decree— such a hare is madness the youth, to skip 

o’er the meshes of good counsel the cripple. But this reasoning is 

not in the fashion to choose me a husband. O, me, the word ‘choose’! 

I may meither choose who I would, nor refuse who I dislike, so is 

the will of a living daughter curbed by the will of a dead father. Is it 

not hard, Nerissa, that I cannot choose one, nor refuse none? 

(1.2.15-22)

포셔는 아버지의 법에 매여 남편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성마른 성질(hot temper)이 냉철한 법령(cold decree)을 뛰어 넘는

상태라고 하면서 이를 “청춘의 광기”(madness of youth)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사랑의 멜랑콜리에 빠져서 자신의 감정을 이성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포셔의

감정은 그녀가 사랑에 빠졌고 사랑하는 대상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남편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것에서 오는 우울함이다. 

포셔는 아버지의 명령 안에 갇혀 있다는 것에 반감을 느끼는데 이는

가부장적 봉건제에서 딸이 차지하는 위치를 잘 보여준다. 

    포셔는 배우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까지 표현한다. 모로코 왕자와 아라곤 귀족에 이어 세번째

구혼자로 등장한 바싸니오에게 마음을 빼앗긴 포셔는 세가지 상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놓인 바싸니오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셔: 이제 그가 고르러 가시네

트로이 왕이 울부짖으며 바다의 괴물에게 바친

제물의 처녀를 찾으러 간 젊은 허큘리즈에 못지 않게 용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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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보다도 더한 애정을 가지고서.

난 그 제물, 그리고 저기 저 여자들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용무의 결과를 보러 나온

다데이니어(트로이)의 아낙네들이고.

자, 가세요, 허큘리즈!

당신이 살아야만 저도 살아요.

PORTIA: . . . Now he goes,

With no less presence, but with much more love,

Than young Alcides, when he did redeem

The virgin tribute paid by howling Troy

To the sea-monster: I stand for sacrifice

The rest aloof are the Dardanian wives,

With bleared visages, come forth to view

The issue of the exploit. Go, Hercules!

Live thou, I live: (3.2.63-61)

포셔는 자신을 헤시오네(Hesione)에 비유한다. 헤시오네는 트로이에

질병이 창궐하자 신탁에 따라 아버지 라오메돈에 의해 희생 제물로

바쳐지지만 다행히 알키데스의 자손(young Alcides)인

헤라클레스(Hercules)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배우자가 정해지는

것을 억압적으로 받아들였던 포셔는 자신을 헤시오네와 같은 희생

제물의 처지에 비유한다. 그리고 세 개의 장식함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미션을 앞둔 바싸니오에게 옳은 함을 구하여 마치 알키데스의 자손이

헤시오네를 구했던 것처럼 자신을 구해달라고 한다. 아버지의 법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원하는 남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포셔의 피로감은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여기는 피해 의식으로까지

확장된다. 

안토니오의 우울과 포셔의 피로감은 모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즉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는 불확실성과 자신의 주체성이



162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공유한다. 이들의 좌절감은

앞을 알 수 없는 위험에 수반되는 불안이다. 그런데 이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처한다. 안토니오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끌려간다면 포셔는

지략적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포셔는 바싸니오가 납 상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힌트를 제공한다. 30 그리고 무엇보다 포셔는 바싸니오와

맺어지면서 반지와 함께 모든 것을 그에게 넘겨주지만 조건을 걸어

바싸니오가 부정(infidelity)을 범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미리 마련해 놓는다. 

포셔는 납 상자를 선택하여 그녀의 배우자가 될 조건을 충족시킨

바싸니오에게 “제 자신, 저의 것은 이제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Myself, 

and what is mine, to you and your Is now converted)라고 선언하면서

결혼과 동시에 여성의 소유가 남성에게 전부 넘겨지는 당대의 관행을

따르면서 자신을 순종적인 아내로 자리매김한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싸니오에게 내어주면서 조건을 하나

제시한다는 점이다.

포셔: 제 자신이며, 재산이며, 이제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고

하인들의 주인이고

                                        
30 모로코 왕과 아라곤 인의 실패 이후 세 번째 구혼자 바싸니오가 등장하자, 포셔는 그

가 상자를 고르기도 전에 이미 사랑을 고백한다. 나아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바

있듯이 바싸니오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래를 통해 힌트를 주는 적극적인 모

습을 보인다 (3.2.63n).
PORTIA  Tell me where is fancy bred,
Or in the heart or in the head?
How begot, how nourished?
. . .
It is engendered in the eyes,
With gazing fed; and fancy dies 
In the cradle where it lies. (3.2. 63-69)
바싸니오가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동안 울려 퍼지는 포셔의 노래는 bred-head-

nourished로 라임을 맞추면서 납(lead)이라는 답을 암시한다. 나아가 그 뒤에 나오는 노

랫말은 눈(eyes)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며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

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눈에 보기 좋은 황금과 은이 아닌 납으로 바싸니오의 선택을 유

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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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신의 여왕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이 집이며, 하인들이며, 제 자신 등 모두

저의 주인이신 당신의 것이에요: 이들을 이 반지와 함께 당신께

드리겠어요.

만약 이걸 손에서 멀리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주어버리면

당신의 사랑이 깨진 증거로 알겠어요.

그러니 그 때는 저도 가만히 있진 않겠어요.

PORTIA: Myself and what is mine to you and yours

Is now converted: but now I was the lord

Of this fair mansion, master of my servants,

Queen o'er myself: and even now, but now,

This house, these servants and this same myself

Are yours, my lord: I give them with this ring;

Which when you part from, lose, or give away,

Let it presage the ruin of your love

And be my vantage to exclaim on you. (3.2.165-74)

포셔는 반지와 함께 모든 소유권과 주권을 바싸니오에게 넘겨주지만

바싸니오가 반지를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경우에 그의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안토니오-샤일록의 “재미있는

계약”(merry bond)과 포셔-바싸니오의 ‘재미있는 계약’(merry bond)이

닮아 있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이 둘 모두 우정과 사랑이라는 가치를

앞에 내걸고 있지만 조건을 달고 있다. 안토니오가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살 1파운드를 내놓아야 하듯이 바싸니오는 반지를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포셔는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둔다. 

미래에 대해 대비를 한다는 점에서 조건이 뒤따르는 포셔의 결혼

계약은 안토니오의 ‘자기 희생적’이고 사심 없는 모험과 대비된다. 

안토니오는 작품에서 시종일관 욕망이 결여된 사람처럼 보인다.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탐욕이 없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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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사심 없음(selfless)은 그가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졸부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민적 덕목을 갖춘 귀족적 상인임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를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슬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배우로 본다는 점에서 그는

수동적인 우울함을 느낀다. 샤일록과의 계약에 의해 살 1파운드를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안토니오는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며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을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희생양으로 쉽게

받아들인다.

안토니오: 양으로 치자면 나는 양떼 중에 병든 양이랄까,

죽어야 마땅하지. 과실 중에서도 가장 약한 놈이

가장 먼저 떨어지잖던가.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놔두게.

바싸니오, 자네는 할 일이 남아 있어. 

더 살아남아서 내 무덤에 비문이나 써주게.

ANTONIO: I am a tainted wether of the flock,

Meetest for death. The weakest kind of fruit

Drops earliest to the ground; and so let me.

You cannot better be employed, Bassanio,

Than to live still and write mine epitaph. (4.1.113-117)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살을 담보로 주고 그로 인한 희생양으로서 숭고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안토니오에 대해 그의 이타성은 사실 안토니오가

바싸니오를 더욱 교묘하게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기제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안토니오가 바싸니오를 통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31 작품은 안토니오의 이타심 그 자체를

다른 의도가 있는 계산된 이타심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확실한 점은

안토니오의 이타적인 우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통해 베니스의

부르주아적 모험 이데올로기의 허점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작품은 안토니오가 파산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바싸니오와의 우정이

                                        
31 Leinwand, Theatre 113-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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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를 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우정의 한계를 주목하게 한다. 

안토니오의 이타심은 한편으로는 욕망이 결여된 채 주어진 상황에, 

그것이 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항거 해보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수동성으로도 읽힌다. 이는 이미 1막에서부터 자신의

멜랑콜리를 이야기하는 안토니오가 “그래시아노, 나는 세상을 그저

세상으로밖에 보지 않네.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 위에서 연극을 하는

하나의 무대라고 할까. 헌데 내가 맡은 것은 슬픈 역할이란 말이야”(I 

hold the world but as the world, Graziano, / A stage where every man must 

play a part, / And mine a sad one; 1.1.77-79)라고 하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안토니오의 멜랑콜리적인 주체는 수동적이다. 안토니오의 자아가 삭제된

섭리주의는 쉽게 자선의 경제학과 손을 잡고 샤일록의 고리대금업과

대비되어 그가 베니스 사회의 이타적인 ‘영웅’으로서 추앙되는 데

일조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상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경우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말해 안전(security)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점에서 그를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다.

포셔의 조건부 결혼 계약은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엘리자베스조 당대 고리대금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고리대금업

옹호론자의 논의와 통하는 면이 있다. 고리대금업의 골자는 채무자가

대출한 돈을 가지고 이익을 만들었든지, 아니면 재산을 잃었든지 그

여부에 관계 없이 고리대금업자가 위험부담을(risk-taking) 지지 않고

이득을 챙긴다는 점에 있다 (Tawney, “Introduction” 109). 고리대금업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거 중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 가능성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정당화하는 것인데 토마스 윌슨의 『고리대금업에 대한

담론』에 등장하는 변호사는 이러한 입장을 대변한다.32 윌슨의 변호사는

미래의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고리대금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248) 

그의 논의는 포셔의 조건부 결혼 계약이 전제하는 것과 유사하다. 미리

일정한 ‘이자’를 챙겨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32 본 논문의 서론 23~25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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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위험(risk)에 대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는다는 점에서

포셔의 행동은 고리대금업을 옹호하는 논의와 같은 맥락에 있다. 

안토니오가 위험 요인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면 포셔는 이를 미연에 대비한다. 그리고 위험 대비책으로 들어온

반지 계약 덕택에 포셔는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우정으로 구축되는

베니스의 상업적 국가주의 안에서 황금양모로 전유되지 않고 바싸니오의

부정(infidelity), 즉 바싸니오와의 관계를 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우정에

종속시키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안토니오가 재판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안토니오를 향한 바싸니오의 아래와 같은 절절한 사랑 고백은

바싸니오의 부정(infidelity)의 가능성을 내비친다.

바싸니오: 안토니오, 나는 나의 부인에게 결혼으로 맺어졌소

그녀는 나에게 목숨만큼 소중하오

그러나 나의 목숨, 나의 부인, 그리고 세상 모두는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소.

나는 모든 것을 잃겠소, 그럼, 이 모두를 희생하겠소

이 악마에게, 당신을 구할 수만 있다면.

BASSANIO: Antonio, I am married to a wife

Which is as dear to me as life itself;

But life itself, my wife, and all the world

Are not with me esteemed above thy life.

I would lose all, ay, sacrifice them all

Here to this devil, to deliver you. 

포셔: (방백)

당신의 부인은 그 점에 대해서 당신에게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오, 만일 그녀가 당신의 이러한 제안을 근처에서

들었더라면.

PORTIA: (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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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wife would give you little thanks for that,

If she were by to hear you make the offer. (4.1.279-86)

바싸니오는 위 대사에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결혼한 포셔보다

안토니오의 목숨이 더욱 귀중하다고 하며 그를 살릴 수 있다면 이를

모두 “희생”할 수 있다고 한다. 바싸니오의 고백은, 비록 안토니오의

목숨이 달린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가 포셔와의 결혼

관계보다 안토니오와의 우정을 더욱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싸니오의 이러한 고백은 후에 그가 안토니오의 목숨을 살려준

판사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포셔가 준 반지를 선물로 주는 장면에서

유사-부정(infidelity)과 같은 행위로 이어진다.

안토니오의 목숨을 구해준 판사에게 결혼 반지를 주면서 유사-

부정(infidelity)을 범한 바싸니오에게 포셔가 강하게 항의하자, 

바싸니오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걸고 맹세컨대, / 

앞으로는 절대 당신과의 맹세를 깨뜨리지 않을 것이오”(Pardon this fault, 

and by my soul I swear / I never more will break an oath with thee; 5.1.246-

47)라고 용서를 구한다. 바로 이어서 안토니오가 “그러니 한 번 더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더구나 이번에는 내 영혼을 담보로 하고 책임을

지겠는데, 주인 어른은 다시로 고의로 맹세를 깨뜨리진 않을 것입니다”(I 

dare be bound again, / My soul upon the forfeit, that your lord / Will never 

more break faith advisedly; 5.1.251-54)라고 하자, 포셔는 “그렇다면, 

당신이 보증을 서세요”(Then you shall be his surety; 5.1.254) 라고 하며

사건을 수습한다. 안토니오가 포셔와 바싸니오의 결혼에 대한

“보증인”(surety)이 되는 이러한 결말은 포셔가 베니스 사회의

남성연대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베니스 사회의 남성연대에

개입하여 그 연대 안에 자신의 결혼을 위치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포셔의 반지는 바싸니오와 안토니오의

우정을 담보로 포셔와 바싸니오의 사랑의 계약(bond)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샤일록은 무이자 채무 계약을 가장한 ‘마음의 고리대금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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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와 바싸니오의 모험 이데올로기와 그것이 구축하는 경제적

국가주의를 뒤흔든다. 포셔는 바싸니오와 결혼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조건부의 반지 조항을 만들어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risk-taking)을 골자로 한 안토니오의

멜랑콜리적 모험(venture)과 거리를 둔다. 단순화하자면 샤일록은 마음의

고리대금업이라는 점에서 비합법적인 고리대금업(unlawful usury)을, 

포셔는 미래의 안정성에 대한 보장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시대적으로

점차 고리대금업을 수용하게 되는 합법적 고리대금업(lawful usury)을, 

안토니오는 고리대금업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를 각각 대변한다. 이런

구도에서 포셔가 샤일록을 처단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포셔가 샤일록을 처단했기 때문에 위험에 놓일 뻔한

포셔와 안토니오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포셔-

바싸니오-안토니오의 삼각 관계의 화합은 샤일록을 제거한 대상인

벨라리오가 포셔이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바싸니오가 안토니오를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벨라리오에게 반지를 주었다는 점과

바싸니오의 부정(infidelity)의 대상이 벨라리오라는 점에서 말이다). 

벨라리오가 남장한 포셔임이 밝혀지는 순간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포셔에 대한 바싸니오의 신뢰 상실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나가게 된다. 

바싸니오가 벨라리오에게 감사의 표시로 포셔의 반지를 줌으로써

포셔와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위험을 모면하는 것이다. 

포셔는 합법적 고리대금업을 수용하는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고리대금업 옹호론자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샤일록을 처단하는

궁극적 주체로 나온다는 점에서 샤일록과 거리를 유지한다. 중요한 점은

포셔가 내리는 판결의 내용이 샤일록의 고리대금업 그 자체를

문제시한다기보다 그가 계약을 통해 안토니오의 목숨을 노렸다는 점, 즉

살인 의도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의 고리대금업’을 끄집어낸다는 것이다. 

포셔가 내리는 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베니스의 상인』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여러 출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지오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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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렌치노(Giovanni Fiorentino)의 원작과 달라지는데 이 때 샤일록이

외국인이라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악의를 가지고

안토니오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약에 문자 그대로 명시된 대로 그의 살

1파운드를 요구하는 샤일록에게 포셔는 살을 베어낼 때 피를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된다고 한다. 샤일록은 결국 자신이 빌려줬던 돈의 원금을

받기는커녕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는다.

포셔: 만약 외국인으로서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베니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범죄 사실이 명백히 되는 경우는

범인의 재산의 반은 피해자가 될 뻔한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고,

다른 반은 국고에 몰수되오,

동시에 범인의 생명은

오직 공작의 재량에 맡겨지고, . . . 

PORTIA: If it be proved against an alien

That by direct or indirect attempts

He seek the life of any citizen,

The party ‘gainst the which he doth contrive

Shall seize one half his goods; the other half

Comes to the privy coffer of the state,

And the offender’s life lies in the mercy

Of the Duke only, . . . (4.1.345-52)

포셔는 피를 흘리지 않고 오직 살만 1파운드 베어 가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으로 샤일록의 억지스러운 복수를 저지할 뿐 아니라

베니스 시민을 위협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

법에 의하면 샤일록의 재산의 반은 안토니오에게, 나머지 반은 나라에게, 

그리고 샤일록의 목숨은 베니스의 공작에게 달린 것으로 된다. 

피오렌치노의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거하여

유대인을 처벌하지 않는다. 유대인에게 계약대로 안살도의 살점을

떼어가되, “만일 당신이 1파운드 보다 더, 혹은 덜 떼어내게 된다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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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머리를 벨 것이오 . . .  만일 당신이 피 한방울이라도 흘리게

한다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오”(If you take more or less than a pound, I 

shall have your head struck off . . . if you shed one drop of blood, I shall 

have you put do death; 473)라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정도의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포셔의 판결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오렌치노의 경우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판결은 “당신이 살점을

원한다면 떼어 가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계약을 무효로

선포하겠소”(If you want your pound of flesh, take it. If not, I shall declare 

your bond null and void; 424)라고 마무리 지을 뿐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포셔는 이방인과 베니스 시민을 구별하면서 판결의 내용을

정한다. 샤일록은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베니스 시민의 목숨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피오렌치노의 원작에서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포셔는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 베니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면”(That by direct or indirect attempts / He seek the life of any 

citizen; 4.1.346-47)이라고 말하며 샤일록의 살인 의도를 간파하고 그것을

문제시하여 극단적인 처벌을 내린다. 국제 도시로서의 베니스에서

외국인은 도시 경제와 정체성의 일부로 포섭이 되었지만 시민의 목숨에

위험이 될 경우 위협적인 타자의 자리로 내쫓긴다. 이 작품은 마일즈

모스(Miles Mosse)가 고리대금업과 고리대금업에 대한 죄를 나누듯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고리대금업을 정당화하는 포셔의 계약 조건과

샤일록의 마음의 고리대금업을 고리대금업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다. 포셔가 결혼 계약에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모습은 고리대금업이 국제 무역의 팽창을 특징으로 하는

당시의 경제적 현실에서 하나의 필요악으로서 자리잡았음을 반영한다. 

고리대금업은 윤리적인 영역에서는 수용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베이컨식의 경제관에 입각하여 실용 경제의 측면에서

현실로 들어온다. 고리대금업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도덕극의 알레고리적 악덕보다 고리대금업의 의미가 더욱 복잡한 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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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놓여있는 시대인 것이다. 현실 경제에서 고리대금업이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대비라는 차원에서 수용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종류의

고리대금업, 안토니오에 대한 살인의도를 가진 샤일록의 “마음의

고리대금업”(mental usury)이 문제시된다. 작품은 포셔로 하여금

샤일록의 의도를 읽어내게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게 함으로써, 

합법적 고리대금업을 옹호하는 논리를 긍정하고 ‘마음의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을 밖으로 내친다.

안토니오와 바싸니오, 안토니오와 샤일록, 안토니오와 포셔, 포셔와

샤일록의 관계를 통해 중상주의에 대한 해리스식의 ‘초국가적 유형’이

다양한 양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니스의 안토니오와

바싸니오가 ‘국가’(the nation)를, 샤일록이 ‘외부’(the foreign)를, 포셔가

궁극적으로 ‘범세계’(the global)를 대변한다. 작품은 이 세 축이 얽혀

새로운 세계로서 벨몬트를 구축하는데 있어 당대 경제의 문제가 어떻게

국가를 형성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는지 보여준다. 이 때 작품은 ‘국가’가

‘범세계’로 향하는 과정에서 ‘외부’가 흡수되면서도 내쳐지는 복합적인

방식을 그리는데 천착한다. 베니스의 ‘탕아’가 벨몬트로 입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기존 베니스의 모험 이데올로기에 내재한 위험 요소가 어떻게

길들여지는지, 당대 합법적 고리대금업에 대한 옹호는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보상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 논리가 포셔를 통해

작품에서 수용됨을 알 수 있었다. 마음의 고리대금업과 합법적

고리대금업으로 고리대금업을 구분하여 후자를 옹호하는 논리 속에 당대

모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셰익스피어는 합법적

고리대금업을 수용함으로써 위험이 뒤따르는 상업 자본과 고여 있을 수

있는 토지 자본을 결합하여 벨몬트를 통해 새로운 경제 국가로서의

런던을 그려낸다.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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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엘리자베스조 고리대금업자의 문학적 재현을 살펴 당대

고리대금업의 문제가 중상주의 담론과 결부되는 양상을 탐구했다. 활발

한 국제 무역을 통한 경제의 팽창을 그 특징으로 하는 16세기 영국의 상

업 현실에서 개별 국가의 경제는 범세계적인 시장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

에서 외국인 타자들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라이벌로서 국가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패러독스를 특징으로 하는 중상

주의 담론이 영국이 경제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어떻게 기능하는지, 

특히 당대에 필요하면서도 배척되었던 고리대금업의 문제를 통해 살피고

자 했다. 이 때 고리대금업은 사치품 교역, 모험이데올로기, 그리고 화폐

타락의 문제와 같은 다른 경제 문제들과 결부되면서 16세기 경제 변화와

그것에 깔린 사회문화적 변화를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다뤄졌

다. 

윌슨의 연작에서 머카도러스와 유저리의 공모를 통해 고리대금업은

사치품 교역의 문제와 결부되었고, 유저리는 궁극적으로 이자율을 10% 

이하로 규제한다는 반고리대금령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영국으로 들어온

다. 허튼의 작품에서는 피사로의 딸들이 세 명의 영국인들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고리대금업과 영국의 토지가 결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

사로는 고리대금업에 대한 죄값을 면제받는다. 고리대금업에 대한 문제

가 경감된 자리에 대신 엉터리 영어를 구사하는 세 명의 외국 상인들을

통해 화폐 타락 문제가 전면으로 나온다. 안토니오의 목숨을 노린 ‘마음

의’ 고리대금업자로 베니스 사회에서 내쳐지는 샤일록을 통해 『베니스

의 상인』은 모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안토니오-바싸니오의 경제적 국

가주의의 승리로 귀결되는듯 하나, 셰익스피어는 상인과 젠트리의 결합

으로 이루어내는 헬거슨 식의 국가주의에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포셔

를 통해 미래에 있을 위험에 대한 보상을 정당화한다는 맥락에서 합법적

고리대금업(lawful usury)를 옹호하는 골자가 수용된다.

외국인을 전유하면서 작동하는 16세기 영국의 경제적 국가주의는 고

리대금업 희극의 장르적 변천, 특히 (외국인) 고리대금업자, 상인, 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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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이의 관계적 변화와 맞물린다. 윌슨은 고리대금업을 상업의 일환으

로 다루면서 유저리, 머카도러스, 루커의 관계를 통해 반외국적인 것으

로 형상화했다. 허튼의 작품에서는 피사로가 채무자인 영국 젠트리를 사

위로 맞이하게 되면서 토지와 고리대금업의 결합으로 고리대금업이 영국

화된다. 국부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남아 국가의 부에

기여한다면 고리대금업으로 얻은 재산도 영국 안으로 어떤 처벌 없이 수

용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고리대금업자와 상인을 구분하면서 상인과

젠트리를 ‘탕아’로 결합시켜 모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국가

주의를 그려내는데 이는 동시에 스페인 및 유태인과 같은 외부의 타자를

배척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을 통해 고리대금업자의 정

체성이 외국인에서 영국인으로 점차 이행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실에

서도 고리대금업의 관행이 17세기에 이르러 충분히 영국화되었음을 의미

한다. 고리대금업은 더 이상 도덕적 차원의 악덕만이 아닌 상황과 필요

에 따라 수용될 수 있는 정치경제의 맥락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과

정에서 문학에서의 유대인-고리대금업자는 영국 안으로 길들여지면서 시

민희극의 상인-고리대금업자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17세기 시민희극에

서 중요한 쟁점은 고리대금업이 얼마나 타락한 것인지가 아니라 고리대

금업을 매개로 탕자들과 상인(고리대금업자)들이 빚어내는 갈등과 그것

의 해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영국 시민의 자리를 탐구하는가 하는 문

제이다. 

   결국 본 논문은 유태인 고리대금업자가 어떻게 영국 시민 상인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고리대금업이 상업의 일환으로 영국에 들어오는 과정

을 따라가면서 특히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을 살펴보았다. 이방인에서 시민으로, 고리대금업자에서 상인으로 나아

가는데 있어 개개인의 도덕이 아닌 국가의 경제라는 요소가 전면에 나온

다. 이는 초기 근대의 경제가 도덕경제에서 정치경제의 성격으로 옮겨간

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러한 변화는 상인 계급을 영국의 경제적 주체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한다. 시민희극의 출발점으로서 허튼의 극이 상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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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merchant citizen)이 외국인 고리대금업자와 겹쳐지면서 갈리는 지점

을 그려냈다면 셰익스피어는 상인과 젠트리가 손잡게 하여 이들과 유태

인 고리대금업자와의 복합적인 관계를 그려냄으로써 상인 시민을 다각화

하여 보게 만든다. 실제로 17세기 이후 시민희극에서 상인과 젠트리의

관계는 간단하게 정리하기 어렵다. 미들턴의 『동쪽으로』와 같은 작품

은 젠트리의 신분이긴 하지만 상인 밑에서 일하는 도제를 통해 시민희극

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후속 작업으로 허튼의 극

이후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마스턴, 존슨, 미들턴과 같은 작가들의 도시/

시민희극의 상인 시민에 대한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근

대적 자본과 경제의 문제가 영국을, 영국 시민을 어떻게 구현해나가는지

그 역사를 살피는데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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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studies the theme of usury in Elizabethan drama to investigate how 

mercantilism in tandem with nationalism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English 

nationhood during the economic transitional period of the late sixteenth century. 

In doing so, this thesis understands mercantilism neither as a system nor a policy 

of a nation but as a discourse of state-formation. The commercial reality in 

sixteenth century England, characterized by the rapid economic growth through 

active international trades, inevitably invites the foreign others involved in global 

economy. However, it is the paradox of mercantilism that the foreign is 

prerequisite yet threatening to the national economy. This thesis asks how England 

manages this ambivalent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 and raises itself as the

economic nation by examining literary representations of usurers in the 

Elizabethan theater. The theme of usury in this period shows the salient features of 

the sixteenth century economy and the sociocultural changes it involves as it 

colligates with economic issues such as international luxury trades, debasement of 

money, and venture ideology.

Chapter 2 and 3 trace how the themes of usury change from morality plays to 

citizen comedy. In morality plays, the conflict between the nation and the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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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deployed in xenophobic treatment of usury, whereas usury in citizen comedies 

comes to reveal domestic economic problems. In Wilson’s The Three Ladies of 

London, usury was associated with anti-alien luxury trades that threatens 

England’s economy. But in The Three Lords and Three Ladies of London, the 

allegorical character Usury is incorporated in England carrying a mark of the Act 

against Usury in 1571 that regulated taking interests more than 10%. Pisaro, the 

English denizen usurer in Haughton’s Englishmen For My Money succeeds 

Wilson’s Usury. Usury here is not itself problematic but the value of the usury is 

decided upon whether Pisaro’s wealth stays in England or flows out of the country 

by the foreign merchants. As Pisaro embraces the English gentry gallants, his 

debtors, as his sons-in-law, their debt is paid off. Englishmen accepts usury into 

the English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union of English landed gentry and the 

usurer. If Pisaro’s wealth contributes to the English wealth, rather than flows out of 

the nation, his usury is accepted in England without any punishment. Usury is no 

longer a moral vice but enters the realm of political economy where the logic of 

practical necessity in terms of enriching the national wealth prevails. 

Beginning with Pisaro, the foreign usurers in the theater are tamed in England 

and develop to be English merchant-usurers in citizen comedies. The issue of usury 

in citizen comedy lies not in its moral corruption, but in seeking the place of 

English citizen as a new subject of this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Usury in 

morality plays were dealt in the conflict between the domestic and the foreign, 

whereas citizen comedy treats the issue of usury within the domestic field, through 

the class conflict between the merchant and the gentry.    

Shakespeare shares the critical task of citizen comedy which seeks to 

understand the place of citizens in the new era, but approaches the topic with 

different angle. Citizen comedies treat the issue of usury via class conflict between 

gentry and merchant, but The Merchant of Venice separates usurer and merchant 

to marry off the merchant with the gentry as economic ‘prodigals’. It is this gentry 

and merchant prodigals that represents the venture ideology which supports the 

mechanism of economic nationalism. Usury in The Merchant of Venice works as to 

revisit the economic nationalism based on venture ideology. The play separates the 

usurer with the merchant but at the same time destructs the dichotomy of just 

commerce and unlawful usury by blearing the boundary between Antonio’s 

charitable loan and Shylocks debt bond. However, Shylock’s usury is repelled as 

‘mental usury’ by Portia who represents the aspect of ‘lawful usury’ that reflec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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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reality where usury is accepted as a kind of commerce. Portia’s ‘lawful 

usury’ translates the economic matter of venture to issues of sexual infidelity and 

works as to hedge against possible dangers of the Venetian ventures. New Belmont, 

as the future for London is constructed upon the union of Portia’s lawful usury and 

Bassanio and Antonio’s Venetian venture ideology.

The theme of usury in Elizabethan drama shows the gradual transition of how 

the former alien usurers develops into citizen merchants. However,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merchants and gentries in citizen comedies can be see 

through multiple angles, this thesis needs to be expanded to include citizen 

comedies after Haughton, such as Marston, Jonson and Middleton.

Keywords : usury, mercantilism, economic nationalism, moral 

economy, political economy. morality play, citizen co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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