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세이드의 세계:
역사와 로맨스, 그리고 여성

배 소 윤

I. 들어가며

용맹한 기사가 숙녀 앞에 무릎 꿇는 궁정식 사랑의 낭만적 세계, 그리고 죽

음과 배신이 난무하며 멸망으로 치닫는 ‘역사적’ 세계는 각각 다른 차원에 놓

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에 편하다. 실상 궁정식 사랑의 기사와 전쟁터에 나서

는 기사가 똑같이 검을 휘두르고 무공을 쌓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렇다. 이
미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비극적 결말이 정해진 ‘역사’의 맥락 안에서 로맨스

의 법칙에 알맞게 돌아가는 세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는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Troilus and Criseyde)에서 트로이 전

쟁의 한복판에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의 사랑 이야기를 써넣으며 로맨스와 

역사를 한 텍스트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 중세 로맨스와 역사의 장르적 차이, 
그리고 이 두 장르가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의 특성

에는 다수의 평자들이 주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서의 여주인공 크리

세이드가 작품 안 세계에서 점하는 위치는 여전히 명료하게 읽어내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글은 초서의 텍스트에서 로맨스와 역사가 만나는 지점

들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크리세이드가 두 장르를 포괄할 수 있는 세계 인식을 

성취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트로일루스가 따르는 로맨스의 세계는 불

완전한 곳으로, 궁정식 사랑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들을 비난하고 배제해야 유

지된다. 로맨스에 갇혀 역사의 흐름을 견뎌내지 못하는 트로일루스와 달리, 크
리세이드는 욕망도 전쟁도 외면하지 않은 채 작품 안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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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다.

II. 로맨스와 역사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에서 역사와 로맨스는 긴장 관계에 놓인다. 중세

에 ‘역사’란 존중받는 과거의 텍스트들에 의해 권위가 입증된 이야기를 의미했

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와는 별개로 전통이 확립한 이야기

는 역사적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에서는 트로이 전

쟁의 서사가 그런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고, 트로이의 멸망이라는 결말이 바꿀 

수 없는 역사적 진리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

면서 역사와 로맨스라는 두 장르 사이에 복합적인 관계가 만들어진다.1) 루이

스(C. S. Lewis)는 초서가 보카치오의 원전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시인”(an ‘Historical’ poet; 453)으로서의 역할과 “궁정식 사랑의 시인”(poet 

of courtly love; 457)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초서는 

한편으로는 궁정식 사랑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보카치오의 이야기를 수정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들이 두 연인이 “사적인 드라마”(personal drama)뿐 

아니라 “이야기의 전체 세계관”(whole world of story; 453)을 알고 싶어 할 

것을 전제하고 트로이 전쟁의 역사를 다룬다. 그러나 로맨스와 역사의 공존은 

평화롭지만은 않다. 루이스가 지적했다시피 초서는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

의 연애를 궁정식 사랑의 법칙에 따라 재해석해 그들의 이야기를 중세 로맨

스라는 장르에 포섭하지만, 트로이 전쟁의 전개는 이 장르적 법칙이 구현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패터슨(Lee Patterson)은 두 장르가 부딪히는 지점

들에 집중하며, 로맨스가 역사를 배제하려 하는 양상에 주목한다. 텍스트가 궁

정식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패터슨에 따르면 이 

충돌은 “사적인 것”(the private)과 “공적인 것”(the public; 567)의 갈등으로 

   1) 스트롬(Paul Strohm)의 중세 장르 구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역사 또는 “스토리”

(storie, 348)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what happened; 352)를 중요시하고 “역사 서

술의 기교”(historiographical flourishes; 356)를 입히는 데 중점을 두는 이야기이고, 
“로맨스”(romaunce; 354)는 그런 현학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인공/영웅의 행적을 따

라가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스트롬은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는 “로맨스와 역사의 

요소들”(elements of romance and history; 357)을 모두 가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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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로맨스로서의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는 “역사적 의식”(histori-
cal consciousness; 567)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면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텍
스트는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의 연애담과 심리 묘사에 집중하며 성벽 밖

의 전쟁과 피할 수 없는 비극적 결말을 무시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한다. 
역사로부터 로맨스를 지키려는 이런 노력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트로

이의 성벽은 “전쟁과 전쟁에 대한 의식”(the war and the consciousness of 

war; 261)을 배제함으로써 “이성애적 연인의 피난처”(a heterosexual lovers’ 

refuge; Steinberg 265)가 될 수 있는 궁정식 사랑의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2) 

이런 로맨스의 공간은 웨더비(Winthrop Wetherbee)의 말마따나 “시간과 전

쟁의 실제 상황을 배제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세계”(a world that can exist 

only by excluding the realities of time and war; 91)다. 하지만 트로일루스

와 크리세이드의 사랑은 성벽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언제까지나 회피할 수

는 없으며, 로맨스에 대한 집착은 도사리는 폭력의 위협에 무너진다. 트로일

루스의 구애(와 그의 친구 판다루스의 계략) 끝에 두 주인공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머지않아 크리세이드가 전쟁 포로 교환을 위해 그리스 진영에 넘

겨지면서 로맨스는 위기를 맞는다. 훌륭한 기사가 자신의 기량과 충실함을 증

명해 숙녀의 사랑을 쟁취했으니 그가 명예를 잃지 않는 이상 두 사람은 행복

하게 살아야 마땅하나, 멸망이 정해져 있는 트로이 역사의 맥락에서 로맨스의 

법칙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크리세이드는 적진에 넘겨져 그리스 장군 디

오메드의 연인이 되고 트로일루스는 허무하게 전사할 운명이다. 
그러나 로맨스의 공간이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반드시 비극이란 

법은 없다. 지금껏 다수의 평자는 이 실패를 슬프고 안타까운 것으로 이해했

   2) 스타인버그(Diane Vanner Steinberg)는 트로이의 폐쇄적인 공간성에 집중해 전쟁

을 배제한 로맨스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양상을 살핀다. 특히 3권의 첫날밤 장면에 집

중하며, 사랑이 결실을 맺으며 초월적인 가치를 획득하는 순간에 두 연인이 작중 가

장 많은 수의 벽들에 둘러싸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로맨스의 중요한 사건이 전개되

는 작중 공간이 전쟁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263). 패터슨 역시 

이 첫날밤 장면, 그리고 데이포부스의 집에서 두 연인이 마주하는 장면을 로맨스로

서의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가 가지는 “내향성”(inwardness; 567)이 극화되는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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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궁정식 사랑에 집착하는 인물이나 독자에게 역사의 침범은 곧 좌절이다. 
하지만 로맨스를 정답으로 설정하는 사고를 걷어냈을 때 텍스트는 더 복합적

이고 흥미로운 독해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여성 인물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

을 제시한다. 로맨스의 실패가 비극이라면 크리세이드는 악역이고 배신자다. 
하지만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에서 로맨스는 절대적이지 않고, 크리세이

드는 로맨스와 역사가 갈등하고 공존하는 텍스트 안에서 평면적인 악역이 아

닌 복합적인 읽기를 요하는 인물이 된다. 초서는 5권에서 사랑이 완전히 끝나

기 직전, 잠시 이야기의 진행에서 벗어나 40여 행에 걸쳐서 중심인물들—크리

세이드와 트로일루스, 그리고 디오메드—의 외모와 성향을 묘사하며 결말을 

지연시킨다. 이때 크리세이드는 “다정다감하고 마음이 미끄러진다”(tendre-
herted, slydyng of corage; 5.825)는 특성을 부여받는다. 이 ‘미끄러짐’은 로

맨스에 대한 배신의 증거이자 비극의 원인으로 꼽히며 트로일루스를 떠난 크

리세이드를 부정적인 인물로 규정하는 데 활용되었다. 하지만 크리세이드가 

트로일루스에게서 디오메드로 이동하는 과정을 단순히 사랑의 배신, 악녀의 

변심으로 읽는 것은 그들을 둘러싼 전쟁, 그리고 역사와 로맨스의 긴장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해석이다.

III. ‘미끄러짐’의 의미

여성의 ‘미끄러짐’을 악덕으로 규정하는 것은 로맨스의 법칙이다. 크리세

이드는 디오메드의 연인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후대의 독자들, 특히 여성들

로부터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을 우려한다. 크리세이드는 자신을 비난할 “책

들”(bokes; 5.1060)을 상상하고, 그중에서도 “여자들이 나를 가장 미워할 것”

   3) 예컨대 도날드슨(E. Talbot Donaldson)은 “정말로 좋은 것들이 결국은 허사

가 되는 세상”(a world in which . . . what really is good . . . comes to nothing 

in the end, 485)을 향한 화자의 애틋한 감정을 읽으며, 바스웰(Christopher C. 
Baswell)과 테일러(Paul Beekman Taylor)는 이 서사를 “로맨스의 목가에서 나

와 비극적인, 타락한, 그리고 마침내 짓누르는 역사의 세계로 들어가”(drawn out of 
their idyll of romance and into the tragic, corrupt, and finally crushing world 

of history; 294)는 움직임, 즉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역사의 폭력 앞에 

무너지는 비극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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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ommen moost wol haten me of alle; 5.1063)이라고 확신한다.4) 딘

쇼(Carolyn Dinshaw)의 말마따나, 크리세이드는 스스로 “남성적 읽기의 피해

자”(victim of masculine reading; 53)가 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책들”을 쓰는 남성 저자들과 그들을 믿을 “여자들”에 의

해 단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해석될 것을 알고 있다. ... 문학 전통은 크리세이

드를 외면해야 할 배신자로 재현하고, “여자들”은 이 권위적인 렌즈를 통하

지 않고는 그녀에게 접근할 방도가 없다.
[S]he knows . . . that she'll be interpreted only one way, by male 
auctores who write “thise bokes” and by “wommen” who will believe 
them. . . . [L]iterary tradition represents Criseyde as a traitor to be 
turned away from and "wommen" have no access to her other than 

through this authoritative lens. (54)

크리세이드는 “남성 저자들”의 “권위적인 렌즈”, 즉 남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맨스의 문법에 따를 때 자신이 배신자로만 그려질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미끄러짐’은 사랑과 배신의 프레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트로이의 왕비 엘레인의 행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파리스의 아내인 엘

레인, 즉 헬렌은 로맨스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며 그 안에서 

‘미끄러짐’을 시연한다. 트로이 전쟁사의 전통에 따르면 헬렌은 전쟁의 전개에 

따라 메넬라오스와 파리스, 그리고 데이포보스 사이를 오가는 인물이다.5) 바

   4) 이 우려는 상당 부분 실현된다. 크리세이드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한 작가들과 비평가

들은 물론이고, 그녀를 평면적인 악역으로 읽는 것을 지양하는 비평가들조차 그녀의 

능력과 가능성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 코스터(Josephine Koster)는 그녀를 자

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성들에게 휘둘려야 했던 수동적인 인물로 읽고, 패터슨은 그

녀를 스스로의 욕망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물로 파악한다. 패터슨은 한편으로 역사적 

세계로 인해 구성되는 작중 인물들의 주체성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크

리세이드를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녀의 욕망

이 “죄책감과 수치심”(guilt and shame; 579)에 얽매여 있는 상태라고 말하며 (본인

이 여성혐오적이라고 지적한) 보카치오의 논리와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5) 초서의 텍스트에서 엘레인이 데이포보스의 집에 “기꺼이”([in] pleyne entente; 
2.1560) 식사하러 오는 것에 대해 화자가 “신과 판다루스는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알

았다”(God and Pandare wist al what this mente; 2.1561)는 애매한 말을 덧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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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Christopher C. Baswell)과 테일러(Paul Beekman Taylor)는 중세 신

화 및 미술 속의 헬렌을 화학반응을 일으키되 스스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 “화

학적 촉매”(a chemical catalyst; 301)에 비유하고, 초서의 엘레인 역시 역사

적 사건을 발생시키면서도 본인은 그 흐름에 휘말리지 않은 채 평정을 유지하

는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엘레인은 사실 역사에서 괴리되어 있지 않으

며, 그녀의 표면적 평정은 매우 위태롭다. 2권에 나오는 데이포보스의 만찬 장

면에서 그녀는 트로이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는 궁정의 숙녀다운 모습으

로 등장한다. 그러나 4권에서 크리세이드는 소문에 근거해 “사람들이 엘레인 

왕비를 [메넬라오스에게] 돌려줄 것이고 / 그리스인들이 우리에게 잃은 것을 

돌려줄 것”(men the queen Eleyne shal restore, / And Grekis us restoren 

that is mys; 4.1347-48)이라고 전한다. 역사적 맥락 안에서 엘레인은 숙녀다

운 품위와 상관없이 남성 간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며 순식간에 왕비에서 상

품이 된다.6) 엘레인은 여러 차례 남성 파트너를 교체하지만, 이는 로맨스의 문

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트로의 전쟁의 역사와 얽혀 있다. 
카산드라는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인지한 상태로 크리세이드의 ‘미끄러

짐’을 이해한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그녀의 청자인 트로일루스는 크리세이드

의 행동을 로맨스의 법칙에 따라서만 평가한다. 크리세이드가 다른 남자에게 

떠날 것을 암시하는 꿈을 꾼 트로일루스는 카산드라에게 해몽을 부탁한다. 카
산드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트로일루스에게 『테바이드』(Thebaid)의 내용을 

요약해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네 숙녀가 어디에 있든, 진실로,
그녀 마음은 이 디오메드의 것, 그의 마음은 그녀 것이다.
울고 싶다면 울어라, 아니면 그쳐라,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디오메드가 들어왔고, 넌 내쫓겼으니.

는 것이나, 트로일루스가 건넨 문서를 읽기 위해 두 사람이 “정원”(herber; 2.1705)에
서 한 시간을 보냈다는 언급 등은 그들의 불륜을 암시한다. 트로이 전쟁사 전승에서 

그녀는 파리스 사후에 데이포부스의 아내가 된다.

   6) 딘쇼가 지적한 대로 여성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통해 남성 간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

되는 문화에서 여성의 ‘미끄러짐’은 오히려 남성중심적 사회를 지탱하는 요소다(5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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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y lady, wherso she be, ywis,
This Diomede hire herte hath, and she his.
Wep if thow wolt, or lef, for out of doute, 
This Diomede is inne, and thow art oute. (5.1516-19)

이 말을 들은 트로일루스는 카산드라가 “숙녀들을 거짓되게 비방하려 애쓴다”

(Peyneth hire on ladys for to lye; 5.1524)며 비난한다. 그러나 정작 카산드

라의 발화는 건조하다. 카산드라는 로맨스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는 인물로, 
궁정식 사랑보다는 『테바이드』라는 권위있는 역사적 텍스트에 대한 독해를 기

반으로 삼고 말한다.7) 그녀에게 크리세이드의 변심은 역사의 흐름 끝에 놓이

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며 도덕적 평가의 대상의 아니다. 카산드라의 발화에 

비난의 어조가 담겨있지 않았음에도 트로일루스가 그것을 “비방”으로 듣는 것

은 트로일루스가 맹목적으로 따르는 로맨스의 법칙이 변심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로일루스는 궁정식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로 인해 움직이는 크리

세이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크리세이드가 로맨스의 제약에서 벗어나 역사에 진입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면적인 배신자가 아니라 복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된다. 
패터슨은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의 인물들이 “역사적 세계를 만드는, 그
리고 그 세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체성”(the subjectivity that at once pro-
duces and is produced by the historical world; 574)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인물에게 “본질화하는 해석적 도식”(essentializing interpretive 

scheme; 574)은 무용하고, “자아의 일관성”(constancy of selfhood; 578)도 환

상에 불과하다. 크리세이드의 내면세계는 균일한 해석과 (로맨스가 요구하는 

숙녀의 역할과 같은) 정돈된 장르적 법칙의 적용을 거부한다. “역사적 세계”

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미끄러짐’을 수행하는 크리세이드는 로맨스와 역사

를 가로지르는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의 흐름과 전쟁의 폭력을 예민하게 인식

한다. 크리세이드는 로맨스에 침잠한 트로일루스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다.

   7) 바인스(Amy Vines)는 초서의 카산드라가 역사적 지식에 근거해 권위를 획득한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을 칼카스의 미신적 예언, 그리고 보카치오 원전에 등장하는 카산

드라와 대비시킨다(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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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두 개의 세계관 

트로이 성벽은 크리세이드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녀는 작

품이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전쟁으로 인해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

다. 트로이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스 진영으로 넘어간 아버지 칼카스 탓에, 
그녀는 트로이의 시민들로부터 “그[칼카스]와 그의 혈육은 모두 한 번에 / 살
과 뼈를 불태워야 마땅하다”(he and all his kyn at-ones / Ben worthi for to 

brennen, fel and bones; 1.90-91)는 비난을 듣는다. “슬픔과 두려움 탓에 거

의 미쳐버린”(wel neigh out fo hir wit for sorwe and fere; 1.108) 그녀는 헥

토르 앞에 무릎을 꿇고 보호를 청해야 한다. 헥토르는 연민을 품고 기꺼이 보

호를 제공하지만, 그의 기사도는 크리세이드가 포로 교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판다루스와 트로일루스가 궁정식 사랑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리 뛰고, 헥토르가 기사도를 외치며 저리 뛰어도, 그들이 추구하는 로맨스는 

전쟁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크리세이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트로이는 여성의 거래를 통해서 지탱되는 공간이다. 그리스 진영은 

포로로 잡은 트로이 장군을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크리세이드를 넘길 것을 요

구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의회에서 헥토르는 “이곳[트로이]에
서 우리는 여성을 거래하지 않는다”(We usen here no wommen for to selle; 

4.181)고 외치지만 대중은 그에 동조하지 않는다. 결국 크리세이드는 트로이

와 그리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상품이 되어 거래된다. 스타인버그가 보

기에, 이 의회 장면에서 헥토르의 외침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궁정식 사

랑의 공간인 트로이가 “그리스의 관념과 문화의 힘에 굴복”(succumbing to 

the force of Greek ideas and culture; 272)하는 사건이며 트로이의 멸망을 

암시한다. 그러나 여성 거래는 포로 교환 이전부터 트로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 기사도에 있어 헥토르에 버금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트로일루스는 판다

루스에게 크리세이드와의 대화를 성사시켜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어떤 여성

이든 제공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

나의 아름다운 누이 폴릭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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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산드라, 엘레인, 또는 그 무리의 누구든 

제아무리 예쁘고 몸매가 좋아도, 
그들 중에 누구를 당신 것으로 하고 싶은지 

내게 말만 하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I have my faire suster Polixene, 
Cassandre, Eleyne, or any of the frape—
Be she nevere so fair or wel yshape, 
Tel me which thow wilt of everychone,
to han for thyn, and lat me thanne allone. (3.409-13)

이 대목에서 트로일루스의 누이들은 자아는 고사하고 외양—또는 상품 가

치—의 개별성조차 갖지 못하며, 트로일루스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상

호 대체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된다. 그들은 판다루스와 트로일루스라는 두 남

성 간의 관계를 다지는 교환 상품으로서만 기능한다. 트로일루스는 크리세이

드 앞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그녀를 숭배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크리세이

드와의 만남에 대한 보답으로 다른 여성들을 답례품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녀 

역시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남성 간에 여성이 거래되는 사회 구조 안

에서 크리세이드는 대상화를 피할 수 없다. 궁정식 사랑을 표방하는 트로이는 

처음부터 그녀의 가치를 상품화하며 그로 인해 그녀는 전쟁의 폭력에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 
크리세이드는 트로일루스의 사랑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트로일루스의 연심을 알게 된 그의 친구 판다루스가 그녀를 찾아

가 “너를 기쁘게 할 소식”(a thyng to doon yow pleye; 2.121)을 가지고 왔

다고 하자 크리세이드는 전쟁이 끝났느냐며, “나는 그리스인들이 너무 두려

워 죽을 것 같다”(I am of Grekes so fered that I deye; 2.124)고 말한다. 판
다루스가 “그것보다 다섯 배는 좋은 일”(It is a thing wel bet than swyche 

fyve; 2.126)이라고 대꾸하자 크리세이드는 그럴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그녀

의 세계관 안에서 사랑은 전쟁을 해결하지도 숨기지도 못한다. 남성 중심적인 

로맨스의 법칙은 오히려 그녀를 거래 가능한 객체로 만들고, 크리세이드는 판

다루스와 트로일루스 사이에서 거래되었듯이 트로이와 그리스 사이에 거래될 

수 있다. 그녀는 전쟁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구조가 없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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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스스로 자신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덕분에 그녀는 

로맨스의 언어로 미화되지 않은 역사적 세계를 직시할 수 있다.
하지만 트로일루스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애써 역사를 외면한다. 그는 전

쟁의 폭력을 무시하고 자신과 크리세이드의 삶을 로맨스의 장르적 법칙을 따

르는 서사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트로일루스의 몸에는 

폭력의 흔적이 새겨져 있지만, 그 상처들은 로맨스의 세계에서는 다른 의미

를 띤다. 전투 끝에 트로이로 돌아오는 “그의 등 뒤에 끈으로 매달린 / 그의 투

구는 스무 군데가 베어나가 있었고 / 방패는 검과 철퇴로 조각나 있다”(His 

helm tohewen was in twenty places, / That by a tyssew heng his bak 

byhynde; / His sheeld todasshed was with swerdes and maces; 2.638-
40). 하지만 이 모습은 트로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면 고통스러운 상흔이 아

니라 “고고한 무용”(heigh prowesse; 2.632)의 증거이자 “기사다운 광경”

(knyghtly sighte; 2.628)으로 전시되고 소비된다. 전쟁터는 기사가 자신의 무

용을 증명해 숙녀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로 거듭나는 기사도의 경연장으로 변

모하며, 전투는 궁정식 사랑에 종속된다. 트로일루스의 세계에서는 심지어 사

랑이 전쟁보다 더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는 시름시름 앓는 자신을 걱정하는 

판다루스에게, 자신은 절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닐뿐더

러 만약에 죽는다면 “그리스인들이 일으킨 어떤 일보다 더”(wel more than 

aught the Grekes han yet wrought; 1.578) 신경 쓰이는 것, 즉 사랑 때문

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게는 전쟁보다 사랑이, 전투에서 입은 상처보다 사랑

으로 인한 슬픔과 고뇌가 더 위협적이다. 트로일루스는 전쟁의 위협을 사랑의 

언어로 대체 혹은 은폐한다.
트로일루스는 결국 역사적 세계를 직시하지 못하고 죽어서야 로맨스를 부

정하는 초월적 세계관에 도달한다. 그는 그리스 진영으로 넘겨진 크리세이드

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연락조차 뜸해질 때도 그녀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다가, 자신이 크리세이드에게 준 브로치를 디오메드가 찬 것

을 보았을 때 비로소 사랑이 끝났음을 인정한다. 그러고 나서 디오메드와 맞

서 싸우려 전쟁터를 누비지만 마지막 결투조차 성사시키지 못한 채 아킬레스

의 손에 목숨을 잃는다. 사후에 “가벼운 영혼”(lighte goost; 5.1808)이 되어 

“여덟 번째 천구”(eighthe spere; 5.1809)에 다다른 트로일루스는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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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을 내려다보고 “눈먼 욕망”(blynde lust; 5.1824)을 좇는 모든 것을 저주

한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이 금세 지나간다”(This world ... passeth 

soone as floures faire; 5.1841)는, 작품을 끝맺는 화자의 한탄에서 덧없는 “아

름다운 꽃”은 트로일루스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인 크리세이드를 가

리킨다. 크리세이드와 그녀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 결말은 트로일

루스가 죽지 직전까지 벗어나지 못한 로맨스에 대한 집착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패터슨은 이를 트로일루스가 “자신의 역사성에서 탈주”(escape 

from his own historicity; 586)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트로일루스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로맨스의 세계로 규정하다가 그 허무함 또는 허구성을 깨닫

는 변화를 거치는데, 두 가지 태도 모두 역사를 무시할 것을 전제한다. 로맨스

와 역사의 충돌을 견뎌내지 못한 트로일루스는 역사적 세계에 합류하지도, 로
맨스를 지켜내지도 못한 채 지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여덟 번째 천구”로 도

피하는 수밖에 없다. 역사를 제거한 로맨스가 성립 불가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도 그는 역사를 거부하고 초월하면서 이야기에서 퇴장한다. 
반면에 크리세이드는 로맨스와 역사를 포괄하는 세계관을 성취한다. 크리

세이드가 역사적 맥락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녀가 테베 이야기를 읽는 

장면에 잘 드러난다. 

그녀와 두 명의 다른 숙녀는 벽돌이 깔린

거실 안에 앉아 있었고, 이 세 명은 

한 아가씨가 테베 공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을 원하는 만큼 들었다.
Two othere ladys sete and she,
Withinne a paved parlour, and they thre
Herden a mayden reden hem the geste
Of the siege of Thebes, while hem leste. (2.81-84)

스타인버그는 여러 겹의 벽으로 둘러싸인 크리세이드의 거실에서는 전쟁이 

성공적으로 무력화되어 “그저 읽고 즐길 로맨스”(merely a romance to be 

read and enjoyed; 262)의 소재로 바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트로이가 전쟁

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여파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 이미 명백한

데, 전쟁을 두려워하는 크리세이드가 테베 공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저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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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즐기”고 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트로이의 성벽도 거실을 둘러싼 벽

도 역사를 막아내지는 못한다. 크리세이드의 거실은 밀폐된 로맨스의 공간이 

아니며, 그녀는 자신이 테베에서 시작된 전쟁과 폭력의 역사적 흐름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다.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에서 테베 이야기는 트로이 전

쟁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테베를 둘러싼 전쟁과 도시의 몰락은 트로이에서 반

복되는데, 트로일루스의 로맨스를 위해서는 테베 이야기가 예고하는 운명이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크리세이드의 독해 현장을 목격하는 판다루스는 그녀

가 읽고 있는 이야기가 사랑에 대한 것이냐”(Is it of love; 2.97)는 질문을 던

지며 관심을 보이다가, 그녀가 “우리가 읽는 것은 테베에 대한 이야기”(This 

romaunce is of Thebes that we rede; 2.100)라고 대답하자 화제를 돌려 “네 

책을 치우고, 일어나서 함께 춤추자”(Do wey youre book, rys up, and lat us 

daunce; 2.111)고 말한다.8) 판다루스는 크리세이드가 로맨스의 여주인공이 되

어 트로일루스와 궁정식 사랑을 하는 것을 바라기에 크리세이드의 독서를 방

해한다. 하지만 판다루스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크리세이드는 전쟁의 위협으

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않으며 결국은 테베의 후손 디오메드를 만나면서 이 로

맨스에서 퇴장한다. 크리세이드는 본래 로맨스의 세계에 속해 있다가 폭력적

인 역사의 세계로 끌려나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테베 이야기를 통해 전쟁

과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 맥락을 인지하고 있었다. 크리세이드가 작품 서두

에서부터 역사적 세계와 접촉하며 만들어간 복합적인 세계관은 로맨스의 법

칙에 맞추어 납작해지기를 거부한다.
크리세이드 못지않게 역사를 중시하는 인물은 트로일루스의 누이 카산드라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로일루스는 그리스 진영으로 넘어간 크리세이드

로부터 연락이 없자 카산드라를 찾아와 해몽을 부탁한다. 카산드라는 “진실”

(soth; 5.1458)을 알기 위해서는 “옛 이야기”(olde stories; 5.1459)를 알아야 

한다며, 수십 행에 걸쳐 연애사와 무관해 보이는 테베의 역사를 되짚는다. 그

   8) 이 때 크리세이드가 지칭하는 작품이 프랑스어로 쓰인 『테베 이야기』(Roman 

de Thebès)라고 해석되곤 하는데, 사녹(Sanok)은 스트롬을 인용해 (6번 각주) 
“romaunce”라는 어휘가 텍스트의 언어나 장르를 확정지을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크리세이드가 『테바이드』를 읽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4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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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마침내 크리세이드의 마음이 트로일루스에게서 디오메드에게로 옮겨갔

음을 읽어낸다. 트로일루스는 카산드라의 말을 믿지 못해 그녀를 “거짓된 예

언의 영”(false goost of prophecye; 5.1521)을 가진 “환상의 어릿광대”(fool of 

fantasie; 5.1523)라고 비난하지만, 『테바이드』의 라틴어 요약본까지 인용하며 

“옛 책들”에 꼼꼼한 근거를 두고 있는 카산드라의 해석은 거짓된 환상과는 거

리가 멀다. 트로이 전쟁사에 익숙한 독자에게 카산드라는 언제나 진실을 이야

기하는 인물이므로,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무지한 것은 오히려 크리세이드에 

대한 미련 탓에 진실을 듣고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트로일루스다. 트로일

루스는 역사를 외면해왔기에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카산드라는 과

거의 권위에 근거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한다. 역사적 지

식을 기반으로 로맨스의 영역, 트로일루스의 인식론적 한계를 넘어서는 통찰

을 성취하는 것이다.
크리세이드의 세계관은 역사를 인식하며 더 포괄적인 시각을 확보한다. 딘

쇼에 따르면 트로일루스의 초월적 세계관은 “여성적인 것을 파괴적인 타자로 

구성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에 등을 돌리며”(by constituting the femi-
nine as disruptive Other, constraining, and finally turning away from 

it, 51) 성취되는 종류의 안정이다. 트로일루스는 무의미한 폭력, 정해진 멸망, 
사랑의 실패와 같은 것을 두려워하여 배제한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여성을 믿지 못하고, 로맨스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다. 반면에 크리세이드는 역사의 흐름을 두려워하면서도 역사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그녀가 남성들과 달리 전쟁의 폭력성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여성으로서 폭력에 필연적으로 노출되는 약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트로일루스보다 더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트로일루스

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세계를 위해 그에 어긋나는 것들

을 제거하다가 결국 실패한다면, 크리세이드는 자신이 속한 세계를 있는 그대

로 직시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방도를 모색한다.

V. 지상에 남은 세계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가 재현하는 세계는 균일하지 않다. 트로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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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궁정식 사랑의 법칙에 걸맞은 로맨스의 세계가 펼쳐지는 듯하지만, 성벽 

밖에서 휘몰아치는 전쟁은 어느새 도시 안으로 들어와 있다.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은 두 남녀의 연애를 짚어가는 로맨스 서사가 이어지는 중에도 불쑥불쑥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모든 것의 종착점이 트로이의 멸망임을 끊임없이 환기

한다.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를 로맨스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의 대립 구

도로 읽는 오랜 비평적 공식은 여전히 상당 부분 유효하지만, 이 세계에서 역

사와 로맨스는 배타적으로 구성되기보다 서로 얽히고 겹쳐져서 공존한다. 로
맨스와 역사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서사는 어느 한쪽의 의미로 완

결될 수 없다.
따라서 로맨스의 종식을 애도하고 크리세이드의 변심을 비난하는 독법은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작품 속의 트로일루스와 화자, 작품 밖의 남성 평자들

에 의해 대변되는 이 독법은 딘쇼가 지적했듯이 대단히 남성적인 것이다. 크
리세이드의 ‘미끄러짐’은 로맨스와 역사, 연애와 전쟁이 얽힌 세계에서 불가피

한 일이지만, 트로일루스는 이 포괄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로맨스에 갇

힌 그에게는 오로지 궁정식 사랑의 세계만이 의미를 지니며, 사랑에 실패하고 

그 세계에서 이탈하는 순간 그는 초월적인 의미를 찾아 지상을 떠나버린다. 
요컨대, 트로일루스는 영영 역사를 직시할 수 없다.

크리세이드는 트로일루스의 독법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을 본다. 트로이라

는 공간에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변절자의 딸로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녀

는 사랑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손에 검을 든 트로일루스는 용맹

하게 자신의 무용을 증명하고 숙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랑을 좇을 수 있

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세계관을 편집하고 원하는 서사가 이루어질 것

을 요구한다. 그러나 크리세이드에게는 그런 능력도 여유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언제든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아니 언젠가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현실을 예민하게 인지한다. 이 현실 안에서는 아름다운 왕비 엘레인도, 
현명한 예언자 카산드라도 남성들에 의해 대상화되고 오해받으며 힘겹게 살

아남아야 한다. 크리세이드는 이 위태로움 안에서 역사적 독해를 통해 인식의 

지평을 확장한다. 자신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외면한 채 죽음과 

초월로 안식을 얻는 트로일루스와 달리, 크리세이드는 로맨스가 종결된 이후

의 지상에 남는다. 그녀는 어느 한 장르로 귀결될 수 없는 서사, 깔끔한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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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부하는 세계 안에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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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seyde’s World:
History, Romance, and Woman

Soyoon Bae

History and romance coexist in Geoffrey Chaucer’s Troilus and Cri-

seyde. The story is centered on courtly love, but the Trojan War impinges 
on the couple’s love affair. Troilus, unable to cope with Criseyde’s depar-
ture to the Grecian camp, dies in battle lamenting the futility of earthly 
romance. Criseyde, on the other hand, survives amidst the conflicting 
rules of courtly love and war.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romance and history in Troilus and Criseyde to argue that Criseyde 
achieves an inclusive understanding of the world she inhabits, recogniz-
ing both genres without negating the other. I begin with an overview of 
preceding criticism on the cross-generic qualities of Troilus and Criseyde. 
While most critics agree on the co-existence of romance and history in 
the text, many see the ending as a tragic fall of idealistic romance in the 
face of violent and corrupt history. This easily leads to condemning Cri-
seyde, with her “slydyng” heart, as the fickle traitor and enemy of virtu-
ous romance. I counter this judgement by arguing that Criseyde’s “sly-
dyng” is a complex production of a historical context that relies heavily 
on the traffic of women. 

Historical events do not adhere to the rules of courtly love. The 
knight’s romantic world is only valid when it ignores deviations. Troilus, 
first absorbed in courtly romance and then negating the world where 
romance cannot endure, fails to comprehend the historical context 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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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in. It is Criseyde who has an acute awareness of her position 
as a vulnerable woman in a beseiged city. By reading into Criseyde’s 
understanding of both the romance and history she is a part of, we can 
recognize the world of Chaucer’s narrative that is not easily incorpo-
rated into a single genre. This is a world that refuses to comply with the 
refined rules of a genre, a world in which Criseyde continues to negoti-
ate her survival.

Key Words      Geoffrey Chaucer, Troilus and Criseyde, medieval ro-
mance, female subjectivity, his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