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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핵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르네상스 연극: 

반(反)스페인주의， Shakespear、e ， 그러고 Calderón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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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글은 16, 17세기 영국의 연극에 대한 두 가지 

‘정셜’ 에 대한 반응이다. 그 하나는 계몽주의 시대가 생산해 낸 것으로 16 , 

17세기의 영국과 스페인에서 비슷한 경향의 연극이 발홍했다는 설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 시대가 생산해 낸 것으로 16, 17세기의 영국 연극은 당대 역사 

에 대한 갚은 관심의 산물로서， 당대 역사를 절대 왕정의 궁정 정치 세력과 

신홍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반대 세력간의 권력 투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설이다 2) 영국 므네상스기의 연극을 영국뿐 아니라 유럽이라는 커다 

1 ) 이 였꾸는 1997년 한국 학숲 진흥 재단의 학제갔 였꾸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완 
성한 것임 

2) 계몽주의 시대의 ‘정셜’은 Shakespeare 연극의 “원시성”이 스페인 “황금시대”의 연 
특히 Calderôn과 Lope de Vega의 연극 탓이라고 지적하면서， 스페인 연극과 

Shakespeare 사이의 관계를 “영향” 관계로 정의한 Voltaire에 의해 대변된다. 우리 
대의 ‘정설’은 맑스주의틀 비롯한 여러 감래의 역사주의적 논의의 산불이다. 예컨대 

Perry Anderson이 엮어 내는 유럽의 대서사(grand narrative)--봉건제에서 자본주의 

로의 전이와 국민 국가 형성의 대서사-에 의지하여 영국과 스페인의 j르네상스 연 

극을 비교 분석하는 Wal ter Cohen. Dr.떠la of a Sation: Public Theatre in Renaiss 

England and sj뼈in (Ithaca, NY: Cornell UP , 1987) 이나， 절대 왕정과 신흥 자본주 

세력 사이의 ‘권력 투쟁’을 영국사의 절대적 통기로 규정하는 Jonathan Doll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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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지도(전자가 유럽의 문화 양식적 ‘지도’에 주목한다면， 후자는 유럽의 정 

치， 경제적 ‘지도’에 초점쓸 맞춘다 할 수 있잘 터인데) 속에 그려 넣으려 

시도하는 이들 ‘정셜’은 둘 다， 홍미롭게도， 당대 유럽의 ‘지도’를 재편성한 

사건인 종교 개혁을 누락하거나 간과 혹은 축소하고 있는데， 종교 개혁은 사 

실 16, 17세기에 영국과 스페인에서 발달한 연극의 전유럽적 위치를 결정한 

요소라는 게 이 글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영국 르네상스기의 연극쓸 당대 

유럽의 지도 속에 그려 넣으려 할 때 정말 중요한 지표는 종교 개혁이라는 

대사건이고， 그게 시발점이 되어 적어도 200년 동안을 영국인의 의식과 무의 

식을 지배한 반천주교주의 (Anticatholicism) ， 반스페인주의 (Anti-Hispanism) 

라는 집단 정서다. 

Shakespeare , Calderon , Lope de Vega가 모두 고전주의적 원칙을 무시하고 

희극과 비극을 한데 섞어 역사극을 만들어 냈다면， 이들의 유사성은 

(Voltaire가 지적하는 대로) 이들 문학이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단계에 있 

었거나， 그 원시성을 어느 한 편이 다른 한 편으로부터 (Shakespeare가 스페 

인 황금시대의 작가들로부터) 배워 왔기 때문이라는 식의 설명은 역사극이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이 두 국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의 문학 

사적， 문화사적 의의를 제대로 설명해 좋 수 없다. 그 유사성의 원인은 오히 

려 영국과 스페인이 공동으로 체험했던 현실， 즉， 이뜰 나라가 이 기간 동안 

Radical Tragedy: Religion, Jdeology and Power in the Drama of 5hakespeare an 

Contemporaries, 2nd ed. (\ew York; London: Harvester IIheatsheaf , 1989)흘 보라 

뜰의 논의플 따른다면 영국은 당대 유랩의 위기활 가장 첨예하게 경험한 나라기- 아 

니라 유럽 대륙을 사로잡고 변화시켰던 구체적인 사건이나 문제틀에 별로 영향받지 

않은 나라， 문자 그대로 섬나라가 되고 만다. 예컨대 신세계의 발견과 경영이라는 

당대 최대의 사건은 탈/식민주의 담론 연꾸라는 득정 공간으로 추뱅당하고， 딩-대 유 

렵의 모든 면포활 지배한 지배 동기였던 종교의 문제는 이상주의적， 본질주의적 휴 

머니즘과(이들의 해석을 따르면， 천주교를 끝내 버리지 않고 몰래 믿은 당대 영국 

작가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전복적， 진보적， 회의적， 과학적， 경험주의’ 의 갈등 

로 추상， 번역， 왜곡되어 형해만 냥아 있는 형국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마치 당대 유 

랩파 영국의 역사기- 절대 왕정， 국민 국가 형성， 국가주의의 발생， 자본주의의 발흥 

등 몇 마디 안 되는 판에 빡힌 설명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J르네상스 연극 69 

(1 585-1604 ) 종교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에 

서 발견필 수 있다 3) 요컨대 영국의 종교 개혁과 함께 시작된 이 두 국가 

사이의 적대 관계가 이들로 하여끔 당대의 역사적 진행에 대해 강한 관심잘 

갖게 하고 그 관심을 표현하는 매체로서 역사극을 만들어 내게 했다면， 그들 

이 만들어 낸 역사극은 또한 문학을 통하여 영국과 스페인의 충돌에 가담하 

는 국가적 문화 제도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사실 16, 17세기 영국의 역사극 

은 당대 유럽의 “위기"(종교적 변혁과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정신적 

“위기")에 대해 스페인의 역사극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Calder 

on은 Shakespeare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종교 개혁에서 소재활 벌어 오지만， 

Shakespeare의 개신교적 해석과는 달리 전형적인 천주교적 해석을 제공한다. 

Lope의 극작품들은 스페인의 제국주의적 전통과 스페인의 숙명적 세계 지배 

라는 신화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는 반면， Shakespeare를 비롯한 영국 르네 

상스기의 연극은 그 신화에 대한 영국적 거부 반응을 강하게 표출한다. 스페 

인 연극이 스페인의 유럽 제패에 대해 긍정적이라면， 영국 쪽은 스페인 중심 

의 유럽 질서에 대한 전복적 상싱 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서로 적대 

적인 이 두 나라의 작가들은 같은 시대적 문제에 반응하되 서로 적대적인 대 

답윤 마련했으며， 그 대답을 통해 충똘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형식적 유사성이 사실은 이들 국가의 충똘 과정에서 생산되어 그 

충똘쓸 증거한다면， 그리고 그 충똘의 연유가 종교적 갚등에 었다면， 르네상 

스 시대의 영국 연극에 대한 우리 시대의 정설， 혹은 우리 시대가 이들 연극 

3) John C1yde Loftis 같은 학자들은 이 유사성이 영국과 스페인의 상호 교류로 인해 

생긴 게 아니라 중세 연팍의 민중적 전통과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고전적 경향이 결 

합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고 설벙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문화 양식적 설병만으로는 

유사성의 의의플 제대로 짚어 낼 수 없디. 그 설멍은 직접적 영향 관계나 문회 양 

식의 전승 또는 결함에서보다는 오히려 이뜰 연팍을 생산케 한 역사적 토양， 즉 이 

두 국가의 역사적 관계와 당대 유럽이 전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혁명적인 변회 

뜰， 특히 종교 혁명， 신세계 발견， 국가주의의 발흥파 같은 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 

이다. Loftis익 책 R태'aissance Drama in 티갱~land aJ펴 Spain: Tropical Allusio 

History Plays (Princeton , NJ ’ Princeton LP, 1985)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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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한 맑스주의적 공식， 즉 르네상스 시대의 역사는 절대주의와 신흥 

자본주의의 대립이라는 공식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 자병해진다 16세 

기 유럽에서는 종피l야만로 국가주의블 닷히는 단。]라는 Sir Lewis Narnier의 

면을 새삼 음미해야 할 훨요가 있다는 면이다 4) 시사 16. 17세기 영국의 연 

낙。1 누렸던 대중적 인기는 이 깨체가 Henr ;:l 8세의 종교 개혁 이후 거의 모 

든 영국인들의 마음을 지매하였던 걱정 y 즉 종교와 마가라는 문세틀 표현하 

고 분석하는 힘을 가지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었을 현상 증의 하나다‘ 

[μther의 종교 혁명 이후 유란인들에서] 종교의 문세는 그 어느 때보다 미 의 

식적인 관심의 대상이 윌 수밖에 없었나 전주 괴회와 개신 괴회 충 어느 쪽 

이 진정한 교회인가의 문제는 자신의 사후 영혼의 행방에 대한 문제였기 때 

문이마 특히 종교 개혁 이후 깨신고( 국가로 남게 된 영국의 경우 종교(의 문 

제는 개인적 영혼의 문제였을 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였으며， 

당대 영국인는에거1 개인적 영흔의 문제는 국가의 운냉괴 불가분으로 암힌 문 

제일 수밖에 없었다. 그늘에게는 스페인과 같은 천주교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일이 곤 자신들이 진정한 종교요 유일한 영흔 구원의 길이라 

고 믿는 개선 교회듬 지키는 일이었디 요컨대 1 당내 영팍에서는 종교적 정 

처1성과 국가직 정제성의 문제는 동일한 문제였으며， 정치뿐 아니라 연극을 

포합한 딩대의 모든 문화， 언술 행위를 지배한 관심사였다 실로 팅대 연극 

은 종교가 곧 국가업을 대중에게 선전하기 위한 국가적 문화 제도로서 발달 

하였던 것이마 요컨대 16. 17세기 영국에서 발달한 연극은 한 마디토 총교 

기1 핵에 1매한 빈 응이이 합 수 였다， 

。1 글에서는 영국과 스페인의 적대적 관계의 시발점얀 영국의 종교 개혁으 

로부터 시작히여 Calderon의 La cÍsma de Inglaterra외 Shakespe닝['e 익 Henry 

4) 죄끈에 그 십 을 설득녁 있깨 지 석한 Oebora Shuger의 딸애로， 종 w_야일로 니th 

mas ler-code of pre-capi tal i st society ’며， “ the ω1 tural matrix for expl이 atio 

e、 ery topic" 이라고 힐 수 있니 (Shuger. H,‘!3bits of η씨떼ìt in the fì영j ish Ren떠j 

Relígíα1 ， POlítíC5, and the DomÍnant Culture [Berkeley: U of California P, 

5-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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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스페 인과 영국의 문학적 충똘， 문학잘 통한 충똘， 혹은 문학윤 통 

해 표현된 문화적 충돌을 상세하게 추적해 볼 생각이다. 이 글의 초점은 그 

래서 스페인보다는 영국에 맞춰져 있고 영국 작품들의 연대를 기본적으로 따 

활 것이다. 

2. 종쿄 개혁과 역사 다시 쓰기 

Bale과 반스페인주의의 시작 

16, 17세기 영국과 스페인의 “충돌”은 Henry 8세가 Anne Boleyn과 결혼하 

기 위해 스페인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Char1 es 5세의 이모 

Catherine과의 이혼을 결심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사건은 그게 사랑 

때문이었건， 후사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건， 아니면 Henry 자신이 내 

세운 것처럼 형수와 결혼한 게 못내 마음에 걸려서였건 간에 Henry 개인이 

나 Tudor 왕가라는 당초의 맥락을 훨씬 넘어서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의의 

릎 갖는 사건이었다 Henry의 이혼 결심은 교황의 주권을 부인하고 국왕의 

지상권을 주장하는 1534년의 선언(the Act of Supremacy)으로 이어져서， 영 

국 종교 개혁의 실마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스페인과의 관계를 협조에서 충 

똘로 바꿔 놓은 사건이었으며， 영국의 국민 국가 형성의 시작을 기록하고， 

영국에 근대를 불러들인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5) 

Henry의 국왕 지상권 주장은 다른 무엇보다 영국이 로마 교회휠 중심으로 

하는 중세 세계 제국의 이념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쓸 의미했다. 그러나 

Henry는 그런 주장을 통해 교황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가치와 권위에 대한 거 

부를 공식적으로 표현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황뿐 아니라 다른 모뜬 기 

존 권위에 대한 불신과 도전이 가능함쓸 보여 주었으며， 그리하여 결과적으 

로는 종교 혁명에 이은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길쓸 활짝 열어 놓은 

5) Documents of the English Reformation, ed. Gerald Bray (Cambridge: James Cla 

Co .. Ltd. , 1994) , pp. 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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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이었다 Henry의 이혼은 자신의 의도나 희벙과는 별 상관 없이 영국에 지 

급까지9니균 나른 새로운 시대룹 붉러듣인 것이다 따라서 Henry의 종교 재혁 

은 한편으로는 교황재로부터의 분리를 추+히-고， 다갚 한편으로는 국왕의 원 

위를 강화하고 신성화하는 이중의 작업으로 이루어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이중의 작엽은 싼괴 창이 아니2.] 펜괴 허활 시용-한 전쟁 율 통히-여 이루이 

졌다. 

이 선전전익 우선직 옥표는 영국의 대증에게 종교 개헥의 당위 성을 설명하 

고 설닥하는 일， 즉- 교황 줍심의 이데올로기될 때처l하는 새로운 이네올료기 

룹 만틀고 대중화하여 J갓-응 새로운 정실로 굳히는 작업이었다. 딩대에 발 

달한 인쇄술과 괴회의 강단을 퉁한 이 대규모 대중 조작 사업의 제 1단계는 

고1황과 교-황 제도에 대한 적개심 불러일으키기였다. Tholllas Crolllwe 11 의 주도 

로 이루이진 이 선전 시-엽은 피횡제적 입장에서 해석되고 기록된 이제까지의 

영국 교회의 역시틀 ‘거꾸로’ 써서 교형제의 흘락과 종.:ll!. 개핵의 펠연성윷 증 

명히는 데 주력히 였다. 기존의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하여 0]늘이 차용-한 이념 

적 필터는 계시록 해석의 전통이었다. 이 전통에 의하면， 계시독은 인듀의 역 

사틀 선과 악의 지속식 싸움-으호 파악하는 한편， 그 싸움이 신의 개입으로 

언젠가 잠달 것이라는 민음과 한께 그 날의 도래에 대한 간철한 소망파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확산올 표현하는 문서였다. 영국 개션쿄의 이론가틀은 

이 계시록이 표헌하는 말세론에 역사 의식닫 결합하고， 신의 역사의 연대표 

가 영국 역사의 연대표와 얼치한다는 것올 증명하려 하였다. 이 작업올 위해 

그늘이 특히 의지한 계시록 해석법은 중세의 。]1간늘이 사용한 해석법이었다. 

중세의 성서 주해지뜰은 요한 계시록에서 영원한 피벨의 이미치로 시정-된 1:1] 

받펀(ßaby1on)과， 요한 l서 2 ‘ 18과 요한 2서 1:7에깐 엔납된 적그리스 

(i\nt i chr‘ ist) 에 관싣윷 집증하고， 적그리스도가 발세플 얄리는 집조보서 악 

세녁의 화신이라고 해석하였다. 증세의 이딘자들은 이 해석을 차용하여 교황 

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였다. 이들 이딘은 용이 지옥에 갇혀 있었던 

기간인 예수 탄생R로부터 교황 Sy1vester 2셰에 이묘는 천년올 제외하면(요한 

계시록 20:1-3 ), 인류의 역사란 션파 악의 대결의 역사였고， 뜩히 괴-황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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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는 적그리스도의 화신틀이 소수의 참된 신도블훈 박해하늠 역사였지만? 

이것은 예수 재덤과 새로운 예루살렘 (Jerαsalem) 의 도래와 합께 끝날 것이 

며? 그 남아 오면 초기 .ill.회의 순수한 신앙이 다시 부활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1 처램 적 τ리스도흘 .ill.황으로 불이히는 전1통은 또한 중세 득인의 

The Play of ，4 디 tichrist(l 160년경)， Ches ter Cycl e 기적극(miracle play) , 

Langland의 PÍers Plowman 등 14애기 유란의 대증 문핵을 풍해 밀리 알려진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계사록직 이미지들 이용하여 교황쩨 교회를 거짓된 

교회라 공격하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박해당하는 자신들을 참된 교회라 내세 

우는 전략은 Luther를 비롯학 대륙의 종교 개혁파들도 사용한 것이었다 

영국의 개혁따틀은 중세의 이단자틀이나 대륙의 응;쿄 개혁과틀의 적그리스 

도 해석은 차용합P→로써 이듬과 자신관 통일시하는 한편， 정통 기독] 전통 

을 새해석히고 공격할 수 았는 도덕적， 01념적 끈거를 확보할 수 았었다， 중 

세의 서주 .ill.회와 그것을 계승한 당대의 로끼 젠주 .ill.회는 。1 풍의 세력이고， 

지신들은 단순히 그들만을 상대로 투쟁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둠의 세력과 

그 근원인 사탄과 대결하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로마 천주교 

도들은 직그리스도의 무리요 바빌론 정니의 예새끼들이며 1 자신들은 이들파 

싸우는 하나넘의 잠된 성도(5aint)라고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이디 이렇시) 

자신의 위치를 실정한 영국 개혁li}을이 자신틀의 개혁 투생이야말로 로마 쿄 

회라는 ‘마신’옹 발본색원하고 그 자리에 진정한 복음을 심는 일로서 우주적 

중요생을 갓는다고 생각한 것은 따라서 팅연한 일이었다 61 

。1 우주적 투쟁의 최선선에서 싸웠고 Henry 시다1 격고의 종jll 개혁 。1폰가 

였던 John Bale은 영국의 jJL회와 시회사의 중요 사건들에서 계시록적 의미를 

찾아 내는 작업을 통해 계시록적 역사관을 영국 종교 개혁기의 이념적 필터 

61 적 l리스도 논의는 1536년에 시직원 Thomas Cranmer의 반교황 선전전에 본격적으 

로 이용되였다 Christopher Hill은 이 시대의 적그려스도 논의의 용도를 다읍과 같 

요약한다 “1꺼ro얘 :::mt the period 1530-1640. theo, except for a challenge in 

feι years , the identification of Pope and Anti대r 1St won very 양neral supp 

Church of Fngl iì.nd" (An tíchrist in Seνenteenth-Century E;명land [Oxford αd 

1971 ], p.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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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딴든 장본인이라고 헬 수 였다 Henry 말기에 CrOIDì\'e II 의 몬릭과 二L애 이 

은 Henry의 반통적 탄압옹 피해 대륙으로 피신한 Bale은 그곳에서 The image 

of bothe churches(1541 47) 륜 썼다 71 아 책에서 Bale은 예수의 탄생에서 

세상의 종민이] 이르는 교회시를 겨)시록의 7개의 상인으로 상정되는 7만계의 

역사 진행으로 풀이했다‘ Bale은 이 책지에서 교횡은 적그리스도。1 며， 적그 

리스도와 그의 바빌론이 멸망하고 용이 다시 천년 동인 묶이게 될 제 7봉인 

개봉의 날이 임박했는네，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얄려 주는 가장 확실한 전 

조는 자신과 같은 진정한 선도들이 박해당하고 유배당하는 당대의 현실이라 

고 주장했나- 이 주장흘 흥하여 ßale은 인류 역사의 흐름， 특히 기독 교회의 

역사릎 관류하[셔 서로 대립해 온 참 고1회와 거짓 교회릎 구별하고 로마 교회 

를 거짓 고(회로 규정하는 한편 1 개혁 교회릎 참 교회라 선언한 뿐 아니라 교 

황의 필연적 변망과 개혁 i>l.회의 궁낙적 승려를→ 여]언한 것이다. 01 주장이 
겨냥하고 있고 또 효과적으로 달생히고 있는 것은 개혁 교회에 전통과 역시 

성을 부여히는 띤이다잠 피l회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존새했다고 주장함 

으로써 Bale은 전통직 권위에 도전하는 따라서 전풍직 권위를 실펌한 개혁 

교회에 인듀 역사 전체라는 전통의 무게를 부여할 수 있었고1 이제까지의 교 

회 역사틀 ‘거꾸로1 쓸 수 있는 이론직 기틀을 딴등을 수 있었다 8ale의 j 거 

꾸로’ 쓴 역사를 통해 로마 교회의 역사는 신이 선택학 순수하고 참된 교회 

를 박해한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되고， 박해팅하는 개혁 교회는 참 교회의 유 

구한 역사에 편입되어 순식간에 로마 교회만큼이나 유구한 전똥을 지닌 것。 

로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이디 로마 i>l.회 역사틀 개혁 피l회가 송두리째 선유 

한것이다， 

영국 괴회플 로마 천주 교회로부미 분리히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Bale은 

기독교의 영국 전래에 대한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냈다‘ 속설과는 달리 에수 

의 복음은 아리마대의 요셈 (J05e미h of Arimathea)와 사도 빌립보(Phi 1 ip)의 

들이 영카에 앤 처음 전파했고! Lucius 왕이 영듀 방방곡곡에 교회플 세웠다 

7) 원래 서1적은 ηhe jJIJ;_킥ge of bothe churches after the moste wonderful1 and he 

Revelacion of Sa inct JOM the Evan，g.elist도 R. Iugge에 의해 London에서 츰판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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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Saxon족 침략자들에 의해 탄압옹 팅하였고， Augustin 

이후에는 로마 교황의 앞잡이들에 의해 노략질을 팅했으며， Norman족 침입 

후에는 수사와 예수회 수사늘의 행패를 견뎌야 했다. τ이니 영국의 왕들은 

그늠의 앙지)에 서항히고 그늠의 부패와 싸웠으며， Wycli f, α씨er ， Chaucer , 

Tyndale , Frith, Bilney 등과 같은 위대한 스숭늘이 춤현히여 진정한 신앙을 

_til_존할 수 있었디는 것이 cl 

。1 렇개 영팍 교회사에 대한 체계화된 해삭을 펴내기 전에 8ale은 이미 ‘거 

꾸보’ 바라본 역사플 연극의 형태로 표현한 직이 있었다 어지서도 1m적용e 에 

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모습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 원래 Carrnel 회 수사 

였던 Bale은 Wi 11 iam Tyndale의 영향을 받아 1530년대 중반에 개신교로 개종 

하고 Thornas Cromwell 의 후원 야래 몇 편의 희곡을 썼다 교황이 영국 왕에 

게 가한 변전， 에빈의 사례를 골랴 뽑아 도덕낙(moralily play)으로 만는 。1

작품들은 영국 최초의 역사극늘이다. 이 중 kïI핑 Johaη은 Tyndale이 1528년 

에 쓴 Obedience of a Christen 뻐1에 나오는 John 쟁 에 "11 한 91 납을 153어년 

극화한 것으로 Thornas Cranmer펙 저택에서 초연되었는터1， Richard 끼orinson 

의 개혁을 선전하는 새로운 종뉴의 놈이가 필요하디는 주문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였다 81 왜 8ale이 John 왕의 사례를 선택했는지 짐작하 

는 갓은 어이운 일이 아니니 Obe이 ence에서 Tyndale은 이미 John의 이야기 

를 교황제에 대학 공격의 근거로 삼고 었다 그는 John 왕의 사례야말로 교 

황에 대한 충생심이 국가에 대한 충생심과 근본적으로 상치됨을 잘 보여 주 

는 예라고 지적한다 “Did not the legate of Rome assoyle all the lord녕s 

of the realme of their due obedience which they oughte to the kyng by 

the ordinance of God?" (fo l, 157r-v) , 교횡의 도배는 영국아 몽땅 망할지 

라도 자기네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반란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뿐 

8) Tyndale의 텍스트로는 The Ob<에ence of a Chrísten man and hoι αríste rolers 0 

to goι'erne 이라는 제목으토 i'lnt l'.'erp에시 뜰파뭔 초파관을 사용하였고 Bal 

작품의 띤대 판본?로는 Barry B. Adams , ed. , Jl깨η 떠le 's King ,Ioh<'1n (S<'1n ~，hri 

The Huntington Library, 1969)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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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교황파 역사가틀은 역사조차도 괴황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왜곡했는 

데. John 왕에 대화 이제까지의 평가가 나쨌던 것은 모두 그 때문이라는 것 

이다， Tyndale의 。l 런 주장은 그 지-체로서 개혁피-의 눈으로 역시를 다시 쓰 

는 작업이었거니와 Bale이 앞으로 취할 방향올 제시해 준 섹이다. 

과연 Bale은 κ11쟁 Johan에서 “국가”바는 키워드로 교횡 재가 의미하는 비휠

풀어낸다， Bale븐 극의 중섬을 Tnnocent 3세가 John 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tePìen Langton을 대주교로 입 명 한 사건에 모으고， 교황이 왕권을 짓 밟은 

이 사컨의 의의달 선학석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영국 사회의 일처l 낌-파 정치적 

인 안정플 파피한냐늠 점에서 비판한다， John과 Innocent 3세의 대결이 

Henry 8세의 총괴 개혁에 대한 선구적 예로서 져시되고 John은 영국-원 위해 

싸우다 죽은 순교자로 봉해지는 것이다. 사실 John과 고T，황의 투쟁은 이 작품 

이 초연된 1538년 당시 Henry 8세기- 처한 입장활 가장 션감니케 섣벙해 주는 

시화였다. 잔은 해 12월에는 Henry를 파문허는 .iJ1.횡령이 내려지고 Henry와 

교횡의 깎팡은 영낙 전체의 문지l로 커지 71 때문이다. 이처럼 Kir핑 Johan은 

도덕극(moral ity play) 의 양식을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도덕극과는 

달리 인간 영흔의 구원과 같은 문제를 다부거나 기독교적인 진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운제를 다부고 있다. 에를 들어 증세 도덕 

콕의 대표작인 Everyman의 보편척이고. 1:11 역사적이며， 가독과적인 세계와 삐 

괴한 때 f;.'ù핑 Johan이 보여 주는 세계는 득정적이며， 역사적이~î74 ‘ 세속적이 

며 정치적이다. 이 도덕극에서는 알레고리로 퉁장한 인물-들이 끝까지 알레끄 

랴의 묘숨을 유지하지 뭇히고， 역사적이고 특정적인 :정치적 인불로 변한다. 

안헤고리의 보편적 세계가 Bale에 의해 새해석되고 다시 씌어져서 문지 그대 

로 역사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Sedition은 극 한가운데서 이느애 Stephen 

Langton으로 변하고. Private ‘,Veal th는 Card i na 1 Pandu 1 Pìus로. Lsurped 

Power는 교황 Innocent 3세로 바뀐다. 그런가 하면 역사적 인물은 현재에 대 

해 발해 주는 역사치 알레고리임이 도러 1산다， Engl and는 1538년 당때의 영곡 

과 대뜨지 않옴이 드러나고， 고1황에껴1 패배하고 끝내늪 수사에 의해 독살딩 

하뉴 John의 순교‘자적 모습은 Henry 8세플 나타내는 Irnperyall Méljesty의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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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만하고 위엄에 가득 친 목소리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마 중서]의 허구적 

알레고러처럼 보이던 것이 역사적 사실업이 밝혀지고， 중세의 역사가 가지는 

당대적 의미기 드머니는 순간， 01 도덕극의 당대적。1고 정치적인 엮합은 더 

할 니우| 없이 명백해진다 Bale은 John의 예를 교파서로 삼아 Henry 8세에게 

피황과 。1떻게 싸워야 할지 가르치는 한편 Henry 8세가 주도한 종피 개혁이 

영파의 국가식 복지틀 위한 정당한 선텍이었음을 선전하는 것이마 9) 

영국 역사에 대힌 이런 애삭、본 영국 종교 개혁기의 또 다른 승요한 테마플 

탄생시키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제까지의 영국 역사를 박해받고 학대받은 참 

된 꾀회의 역사의 편에 놓음」디 로써 영국 국민이야말로 세상완 진주교라는든 미 

신?로부터 구플하여 새로운 예루살램。로 。1끌어야 할 운병욕 타고 태어난 

“선택받은 국민"( the Elect Kation) 이라는 산화가 탄생된 것이다 10) 신과 영 

국의 관계는 신과 이스라엘(Israel )의 관계가 되고 Henry 8세는 다윗 

(David) 혹은 솔로온(Solomon) 아 되며， London은 예루살램이 된다. 다시 민 

해? 영놔 종피l 개역의 이콘가늘은 게시록적 인류 역사와 영놔의 운멍을 한데 

묶음으로써 옹교 개혁의 혁명식 에너지가 듀가 권픽파의 푸쟁으로 흐르는 것 

을 막고， 그것을 국가 권픽의 옹호， 국가주의， 외국 혐오로 바꿔 낳을 수 있 

었다 종교 새혁은 이제 교황제에 매한 강한 반감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영국 종교 개혁의 이념이 보여 주논 이와 같은 국가주의적 경사는 

로마 천주 교회에 대한 반갇이 주로 걱링한 반스퍼1인 정서라는 통로릎 통해 

분출되도록 만틀였다 영국의 국가주의는 유립 최대의 제국이자 천주 교회의 

맹주로서 중세적 세게 제국의 。1념 을 E방<>1 고 세계의 주인 (duminus mundi) 

9) 이 심에 대해서는 Andre\\" Hadfield, Li terature, Politícs and .Vational 1 

ReI，αwation to Ren닝íssance [Cambridge: Cambridge UP , 1994], p. 73 참조 “Bal 

conflated the whole of national history • nto the • deal • sed self of the mona 

implicatinn lS that just as the devil's history can be written as a series n 

popes 0 1' Engl ish votaries , so can God ’ s history be I'.'ri tten as a se1'ies 0 

Prηtestant saints and 앙)od n• 1 e1'5 " 

10) 에 lliam Haller, Foxe's T100k of 써rtyrs and the Flect \ation (London: .JnnA.th(l 

196:’!, pp, 224 , 50 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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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자처하는 스페인과의 충돌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반스페 

인주의는 특히 Mary 여왕 시대에 스페인 종교재판(lnquisi tion) 방식의 탄압 

잘 거치는 동안 굳어졌고， 그후 El izabeth 여왕 재위 동안 싱-존했던 개신교 

분쇄 위협이 스페인이라는 실체를 통하여 현상했기 때문에 더욱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1588년의 스페인 함대의 영국 침공과 그 격퇴는 영국의 반스페 

인주의와 국가주의를 동시에 정당화해 주는 사건이었다. 요컨대 스페인이라는 

존재는 천주 교회가 종교뿐 아니라 국가도 위협하는 것임쓸 증명해 주는 구체 

적인 적이었던 것이다. 

3. 종쿄 개혁과 국가주의 : 

Geneva 성경， Foxe의 Book of Martyrs, 그러고 반스페인주의의 전개 

Bale과 John Foxe를 비롯해서 Richard Cox , Edmund Sandys , John Ponet , 

Edmund Gr i nda 1 등 Mary 여왕의 탄압을 피해 Strasbourg, Zurich, 

Frankfurt- am-Main , Basel , 또는 Geneva에 집결한 망명객들은 주로 출판사 

에서 교정을 봐 생계를 유지하며 성경의 영어 번역과 교회사 집필에 열중하 

였다 11) 이 때 대륙에서는 마침 Matthias Flacius Illyricus가 Magdeburg에 

서 새로운 Luther교 역사룹 집펼하고 있는 중이었다. 역사 다시 쓰기가 유럽 

대륙에서도 한창이었던 것이다. 영국 망명객들이 쓴 역사는 Henry 8세 말기 

의 망명객들 (Tyndale , Frith , Barnes , Bale) 이 세운 전범을 따랐다. 그러나 

Henry 시대의 망명객들과는 달리 이들이 염두에 둔 독자는 영국의 국왕이 아 

니라 영국의 대중이었다 Mary가 갑작스레 회개하여 개신교로 개종하는 기적 

이 일어나리라 희망할 수 없었던 이들은 영국 대중의 마음 속에 Edward 시대 

의 모습이 살아 남아 있도록 그들의 기억윤 환기시키는 데 정력을 기울였다. 

11) Strasbourg는 Slei없n ， Peter Martyr의 친구가 많이 있었던 곳이었고 Zur 

Bull inger의 큰거지였으며， Frankfurt-am-Main에는 Melanchton이 있었고， Basel 

Oporinus의 출판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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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중의 기역으로부터 개선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국에 개산 교회 

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신등도 그곳으로 월아 갈 수 았늠 희밍이 남아 았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l늠。1 쓴 역사는 영국의 국왕을 향한 훈계 

나 간연아닌]71 보다는 영국의 대중에거1 개산 jll회를 선선히는 채지였던 것이 

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1늠에게 역사서 집필과 성경의 영이 번역 작 

업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작업이었다‘ 성경 영역이 영국 대중으로 하여금 성 

정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역사서 집필은 영국 대증에 

게 개선 교회의 정당성과 궁극직 승리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기 위한 작업이 

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른 면에서 보면， 이 시가애 이듣이 대변해야 했던 문제는 종교 

개혁 초창기와 크계 다프지 않았다 뿌리 깊이 박힌 전통의 권위를 뒤엎 U 

새로운 궈위를 심이야 하는 작업， 대중의 신앙 체계 를 갈아치우는 작업， 대 

중의 귀를 선점히는 작업， 즉 선전전의 문제였다， 따라서 이늘이 :그 문제를 

성정의 대중화， 성경 뜩점 반대 투쟁， 대중 문화에 개신교 정착시키기의 투 

쟁으로 이해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뼈ry 시대에 탄생한 순교자들은 그런 

선전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눈 종교의 신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새료운 종교의 새호운 순교자 열전을 그릴 수 있는 기회틀， 그 

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까지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였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 

해 준 셈이다. El iz매Jeth가 왕위에 오른 바로 다응 해인 1559년에 Foxe가 

Grindal 아 보내 준 자료릎 정리하여 Basel 에서 라틴어판 Actes and 

!，fonωIne.η Ls를→ 서룹이 내고 1563년에는 다시 London에서 영어딴을 출판한 것은 

모두 그런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였 

다 lZI 

Mary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El izabeth 여왕이 즉위하자， 이들 모두 망 

12) Julm Day이1 의해 승판된 ~ctes and Monuments uf these lal t잉、 and κríluus d 

touchjng ι18tter5 o[ the Chu/'ch (1 563) 찬조 l러나 인용문은 5. R. Cattley가 1 

에 흔판히1 니중에 Rev. Jnsi ah Pratt이 떤집한 8권 짜리 떤대 판본을 따냈다 (R 

Jusi 와1 Pnt.tl, ed. , The _4ctes and Monuments of John Foxe [London,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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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생활을 끝나고 영국으로 되돌아 가 중요한 워지에서 활통하게 되었다 그 

리고 곧이어 이들이 번역한 영어 생정(물론 the Great Bible, Matthew 

Bible, Geneva Bible 등 변모 과정을 거치지만)은 물론이고 。l늘이 쓴 역시 

서? 특히 Foxe의 ,4ctes élnd AlonUlIlenLs가 이 시내의 산진적 분화 of이펀으로 

지리잡게 된다， 1571년 대주교구 회의 (Convoca t i on)가 “모든 대주교와 주jJL 

는 자기 집에 최근 London에서 출판된 바 있는 제일 븐 r성경책 (the holy 

Bible)，과 『순교자 열전， 0]라는 제옥의 자세하고 완벽한 역사책을 구비하여 

야 한다 - 또한 모든 교회의 주염 사제도 같은 책들을 구입하여 대성당 

의 편퍼한 곳에 비치해서 교구 목사나 국교회의 다른 복사 또는÷ 슨넙이나 이 

방인도 쉽게 접단하여 읽판 수 있도흑 하라”는 결정윤 내리는 것R로 Foxe의 

책은 영어 생경과 합께 병실공히 영국 국교회의 새로운 정전으로 편입된 것 

이다 131 

영이 성정과 Foxe의 책은 Bale의 역시 해석。1 종교와 국가/정치를 얻마니 

밀접한 것으로 파악히고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사섣 영국의 종교 개혁은 애 

초부터 국왕 지상권의 주장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있었고 Tudor 시대에 이 

우어진 선전전의 성공 여부는 j왕권’이라는 딸을 어느 정도나 ‘국가’라는 말 

근접시길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와 왕권의 보호가 」대로 국가의 보호로 ‘번역 1 힐 수 았는지 여부 에 선전진의 

성패가 달려 있었다는 딸이마 그링기 때문에 Tudor 선진진은 대외적일 뿐 아 

니라 대내적인 것이었다 이 대내적 션전전에 완벽하게 들어 맞는 책이 바로 

영이 성경과 Foxe의 객이였다. 영이 성경과 John Foxe의 ,4c tes and MonUlIlen L 

는 Bale~늬 계시록적 역사 해석을 j르네상스 영국의 의식 세계에 깊이 각인히 

13) “ Euery Archbi sh야) and bishop shall haue in hys house η1e holy Bíble in the 

‘ )lume , as 1t was lately ~χinted at London , and also that full and perfe 

\1ini ch i 5 int i tul ed ，Ak꺼l1Inentes nf ,'.fartyres. _ [the same bookes be purch 

euery Deane and J bes t이;ed in his Cathedrall Church , in such conuenient plce, 

V1Cat년s and other 띠inisters of the Church. as also straungers and fo 

easi 1 ie ∞me vnto them , and read theron" (A Booke of certaíne Canons, con 

sιrne parte ()f the di sι ipl íne of the αω'ch of [ng1i:md [London , 1571J , A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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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역?]닫 딩팅하였나 

\Vycl i f는 인간이 진실에 접근헬 수 였는 길은 성경은 J통해서라끄 믿었기 

때문에 산지라면 누구니 성정을 직접 읽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 

했다 Tyndale 역시 “성정이 모국이로 밴익되어 그늠 앞에 놓아지 않으면， 

펌신도능에게 。1 띤 선싣도 가르겔 수 없다”고 선엔한 비 였다 141 이늘에게 

종교 개혁은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거니와， 영어 성경의 광번위한 

배포는 료마 교회의 성정 독점에 매한 항거일 뿐 아니라 로마 교회로부터의 

분리를 성취하는 국가주의직 의의 또한 지니는 것이었다 1560년대에서 1640 

년대에 이므는 기간 통안 영국에서 가장 널리 통용된 생정은 Gene댄 생정이 

었다 이 성 경은 Wi 11 iam Whi ttingham , Mi 1e8 Coverda1e , John Knox 퉁의 공 

통 작업으로 완생된 것으로， 1560년 영국에서 출판되어 1576년경에는 영국 

선엮어1 년랴 유효되었고， El izabeth 시대에만 90번이니 얀쇄되었으며， 1644 

년까지 계속 춤딴되었다 。l 성경은 애초에 광범위한 배포를 염두에 두고 기 

획되었기 때문에 간편한 4전판본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일빈 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해석하는 것쓸 돕기 위힌 상치보시 지도와 용어 색인， 주석이 

점부됐고1 각 장은 내 용 요약으보 시직되고 절로 나뉘어 있었마 개다가 이 

성정은 값이 싸서 1568년에 나온 주교 생경을 불리치고 영되의 “팍만 성정” 

또는 ”영국의 거울(Eng1ands Lo아dng-Glasse)" 이 될 수 였었다 

한 마디로 Geneva 성경은 이 기간 통안 강력한 문화 제도였나 。1 성정의 

대중회는 곤 이 성경이 덤 ~il 였뉴 꼬리와 이념의 대중화를 의미했다 예컨대 

Geneva 성경의 요한 계시록에 붙여진 주석은 Calvin적연 뿐 아니라 Heinrich 

Bull inger와 John Bale의 책지로부터 따 온 것으로， 종교 개혁의 이념을 유 

14) T)"쩌ale의 맘은 H. \\heeler Robinson , ed. I The Bible in Its .4ncient and E 

I'érsiαÎS' (Oxforo: Clarendon, 1940) , p. 156에시 재인용한 것으로1 원문은 다음과 

다 “1 had percei、 ed by experience, ho\\" that it \\'aS impossible to esta 

lay-people in 뻐y truth , exc악lt the scripture I'.'ere plainly laid before their 

mother tor녕ue， that they might sε~ the process. order , and meaning of the te 

엔역과 매i의 역 λl와 그에 얽젠 둔세에 매해서는 이 책꾀 Chri stor:her Hi 11 , T 

English Bible and the 17lh-Century Revulution (Lo끼d，、n: Penguin, 199:{)-S 감î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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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는 데 엄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15) 계시록 13장의 주식은 칫째 짐숭아 

로마 제국이고 등째 짐숭이 첫째의 권위릎 몽땅 삼켜 버렸는데， 그 둘째 짐 

승은 교형을 뜻한다고 물아하고 었다. 또한 Geneva 성경은 오직 사도 요한 

(John)의 서한에만 등장히는 적그리스도를 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과 데살 

로니가 후서 2:3-9에 언납된 “신의 성전에 신으로 앉야 있는’ “죄악의 인간 

(the )Ion of Sin)" , “벌망의 아들”파 동일시하는 해삭을 채택하고， 이 셋 모 

두 교황을 의미하는 것염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네살로니가 후서 2:3-9에 룹 

여진 주석은 Geneva 성정의 반교황제 정서를 질 대변해 준다 “All men know 

v;ho he i s that sai th he can shut up f뻐하len and npen it at his pleasure , 

and tnok upon h i m to be L.ord and 써ste1' aboνe all kings and princes , 

before whom kings and princes fall dowll and worship , honαlring that 

Antichrist as a God. "16) 위에 ~!용 한 연1-_llL횡 재적 반~lol 장 보여 주듯， 01 
성정이야밍로 영국 _llL회가 로마 i"-회로부터 분려되는 것파 놔왕의 지상권 주 

장을 뒷반챔히는 정치적인 엮할을 답당했다고 만할 수도 있→을 것이다 

Chri stopher Hi 11 이 영어 성경 일반에 내해 힌딸은 Geneva 성정의 경우에도 

그대로 직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vernacula1' Bible became an 

institution in Tudo1' England , the foundatÎon of monarchical a냐thority ， 

of England' s protestant independence , the text-book of mm、ality and 

snci .1 1 suhonJinatinn_ "17) 

그러나 영어 성정의 보급은 부엿보냐 신이 영어로 알하고 영국 사림이라는 

15) Paul C~、lristianson ， Reformers Rnd ßahylon: Fnglísh 4pocaJyptíc f.isjons f 

Re{onnatiun to the El- e of the Cívíl Ii'ar (ToronLo: l of To1'onto p, 1978) , p. :1 

깨 e notes on the Re、'elation ‘ then , fit50 5oquare .l y into the mainstrea띠 Eng1is 

interpretation of the reformation. The Reforαation represented that spiritu 

the latter c녀YS pr。야leSled by 5t. Jolm. [t opened the \\.ay for the imminent 

Ch:r ist and his final 뻐ühi lation of popery -- 'The overthl‘에 of the beas 

[supporters] which shall be accomplished at the second coming of Christ ’ (R 

20). " 

16) 에 11 니 ntichrist ， p. 1에서 재민 g 
17) The Engli성l Bíble‘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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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John Aylmer 

가 자신의 책자 4n I꺼rborowe for fa Îthfull Rη미 true subjects의 여액에 써 

넣은 유명한 만 “God is Engl ish , For you fight not only in the q냐arrel 

0 1' your country but also chie f1 y in defence of His true religion and 0 1' 

His dear son Christ"는 그대로 Geneva 성경의 번역지들이 영국 대중에게 전 

파하고자 했던 말이기도 하였다 18) 실제로 신이 영국 사람이거나 영국이 신 

의 사랑과 보살펌의 특별한 내상이라는 이야기는 이 시대 전세흘 통해 수 없 

이 반복되었디 제네바 성경은 번역자들의 의 E내로 영국인들어1 거1 자산은 

“신이 선태한 인민(His people)"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는 데 커다란 역할을 

딘당했던 것이나 19) 

영어 성갱이 만들어 낸 대중 문회의 언어-생정이 제공한 공통의 이미지와 

언이 기 신제 역시에서 이떤 믿을 수행히였는지 장 보여 주는 것이 Foxe의 

,4cLes and ψnumenLs다 써ry 여왕 시대에 게선교를 고수하다 화행당한 개선 

괴의 순.llL자는의 행적。1 중섬윷 。1루는 이 책은 밴꺼주.JJl주의의 jJ!괴서리 해 

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 담긴 반천주교주의는 로마 천주 교 

회에 내한 직개섣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팍 ‘ :if가수의 1 의 맹아릎 보이 준 

다‘ 로마 교회의 악마직인 악에 대한 이야기가 。l 책에서는 그대로 딘일 군 

주제의 생스러운 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빈역’되기 때문이다 Foxe는 반천주교 

적인 이야기를 통해 교황제블 블라치는 데 휠요한 수단P 로서 왕권의 중요성 

옹 강조한다 훌륭한 개산교 군주야말로 모든 구악을 뿌리뽑을 수 였는 유일 

한 방법이라고 생각랬기 때문이었다 Foxe는 그런 균주의 전범을 Cons tantin 

대제의 행적에서 반견했으며， El izabelh 여쟁이 제 2의 Cons tan t i ne 매제가 

기를 s:망했다， Foxe에케는 강한 군주야만로 악의 화신엔 정 을 사슬에 감아 

18) John 벼y에 의 해 1559년 4원 26일 [ρndon에서 출판되 였다 
19) 요한 계사록과 다니엘서가 설게 영국의 의식에 끼친 영향。1 파대 평가되었다고 생 

각하는 연구로는 특히 Patrick Collinson, “Biblical Rhetoriι" in Relig.ion 8JJ 

in Remíssance fj끼19/and， ed. CI Cl lre l:lcF:Flchern and Debora Shuger (Cambr 

Camb,'idge l'P, 1997) , p, 19 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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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세계에 가뜰 수 있눈 용 사냥꾼(dragon-6Iayer) 이자 메사야였던 셈이 

그래서 Foxe의 생자전은 로마 ii7.회와 같은 국제적 조직의 쿄회가 국가를 지 

배히는 것이 얻마니 공포스려운 얻인지 캉조하는 한편， Constantine 대제 아래 

로는 로1J1 피l회까 아니 ιl 국가의 역사 7]. 곧 찬 .llL회의 역시였으며 선의 엮시 

였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참 교회로 규정하고 로마 교회는 이를 탄압히는 적 

그리스노식 거짓 교회라고 파악하는 Foxe익 이 λB _'i.운 교회사는 Bale의 계시 

록직 구도틀 다시 한 먼 확인사켜 주는- 동시에， 영국 개신교도달의 순교의 

고똥이야발보 그골이 침되고 선의 꽉별한 가호뜰 받는 선택띈 자들이라는 것 

-완 증병해 준다j1. 역실한마- 이평께 국가의 역사릎 고1.회의 역사로 ’빈역’ 하 

고 영국 개신교-의 운병을 영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으로 파악활 I째， 영국 역사 

의 정 접은 스페인 합패의 격퇴라고 헐 수 있게 된다. 그4퍼 3I 바로 그렌 의미 

에서 。l 책은 납진적 개신.il2가 어떻거l 국가주의와 견합하여 외국 혐오풍， 더 

니아기 지l놔주의로 변합 수 있는지활 잘 보여 춘다고 하겠다. 

Foxe키 깨신.il2의 순.il2지늪에 대헤 이야끼하면서 기-장 캉조하는 것은 성경 

의 영어 번역과 성경의 만인 소유디‘ 영어보 권 성경읍 읽는다는 것은 곤 로 

마 교회와 로마 교회가 수 세기 동안 누려 온 신의 말씀 독점권에 대한 저항 

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Foxe는 랴틴어 성경이 아니라 영어 성경읍- 인용하면 

서 꽁JJl. 재편에 임하는 숱한 개신쿄 순Jl1.자의 보습윤 동해 누가 신의 말씁윤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진짜’ 산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문제 

임올 보여 준다. 영어 생경의 소유가 참된 고1회와 거짓 쿄회를 가표는 경계 

가 되는 것아다. 영어로 번역된 신의 민씀이 곧 참된 .llL회의 증표리는 논리 

의 다옴 단계는 불론 신은 영이로 먼하는 영국 ‘사람’ 이리는 민연 수밖에 없 

다. 따리서 로마 교회는 영국 국민이 ‘영낙 시-람’인 신을 직접 만나는 것을 방 

해하는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적이 되는 셈이다. 그렇게 볼 때， Foxe 책의 줍 

심필- 이부는 Mary 여왕 시대의 단암기가 또한 이 책 전처l룹 풍해 로마 교회 

의 압제될 가장 직접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키도 하마는 점 

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옴이 늑야 기름o 로 변하고 머리가 뚝 떨어져 

냐가눈가 하면， 하체는 타:i1. 싱치l쓴 二L윤렸으l.-r 그래도 생명이 남아 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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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영국- 깨선교도릎의 수난의 모습을 지나치다 싶윤 정도로 상세 하고 길게 

묘사하늪 것은 요컨대 교황이 인간온 빈제의 희생양、。로 마치는F 잔인 무도하 

고 야띤적인 이ilL도이고， 적그랴스또이며， 영국빈을 탄압히는 폭-균임을 ;승언 

히고자 함인 것이다. 

그이니- Foxe의 이야기가 보여 주는 또 다릎 그림-그렇지만 국가주의를 캉 

조힘-으로써 열성히 까펴고 있는 :1.힘 →은 개선교의 끈원적 개혁 정신 또는

혁명 정신이다. 01에 대해서는 당대의 대증 전체가 아니라 엘리트층이 주로 

혁명직이었고 이들 앨리트가 대중에개 혁명 정선을 불어 넣으려 한 것이랴는 

살영도 가농하지만， Foxe의 이야기는 엘리트들의 저항뿐 아니라 여자를 표합 

한 상팅수의 대중이 ~틀과 합께 행통했음윤 보여 준냐， 기존 권위에 대한 

단호한 거부늪 이될- 대중 순괴자까 어김 없이 보여 주늪 특징적 태도이기도 

히다. 시-션 당대 영국치럽 피l회가 사회 전체를 지배히는 그런 종류의 시-회에 

서는 증ilL휠→ 가l 혁하려는 이떤 시도뚜 그 시회의 구조에 대한 개혁 노력으로 

‘번엮’될 수밖에 없고， 따t_l 서 이주 관본-적인 의띠에서 전복적연 수밖에 없 

다. 요컨대 그런 사회에서의 종교 투쟁은 기존 구조의 억압에 대한 개혁 투 

쟁으로 변할 가능성을 언제나 안고 있다는 말이다 Foxe익 교회사는 참된 교 

회의 억압사지반， 동시에 참된 교회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사회 혁명 노럭에 

관한 역사이지도 하나. 또 」평기 때문에 }‘oxe의 책은 군주에 대한 저향올 

선통하는 책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었다. 종괴와 정 

치가 통일시쉴 때， 종r-JlT.는 정 치룹 1J~라 보늪 눈이 ~il. 정 치에 대해 발언하는 

통로이며， 현산 i!~-주의 권위는 선섹 1~ 을 따르는 한에서민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사회적 변동이 있올 때마다→청교도 핵벙 (the E떼ish 

Civil War) 이 연이난 1641년이라는가 계송 애제안 위기(the Exclusion 

Crisis) 직후인 1684년에 재발행되어 왕(또는 더 흔하깨는 왕을 둘러싼 신 

하들)이 신억 정도를 벗어났음을 간접적으로 꾸짖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 

또한 그런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바이다. Mark Go ldie의 발대로 “usurping 

clerg;，r"가 "usllI'ping crown" 이 되고 ‘’godly king" 이 "royal Antichrist"가 

되쓴 것은 사성 시간 분제였던 셈이다 20) Foxe의 잭이 개혁-닫 주?상하고 중셔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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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권위를 부인하면서도 국내적인 전복과 내란의 가능성윤 봉쇄할 수 있 

었던 것은 계시록적 역사 해석과 국가의 운명이라는 비장의 패를 한데 묶었 

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4. 반스페인주의의 정치적 의의 

Elizabeth 시대의 대중 출판물 

앞서 논의한 대로 영국의 반천주교주의는 엘리트층의 자극과 지휘 없이 대 

중에 의해 자발적으로 표현되기 시작된 정서는 분명히 아니었디. 이 정서는 

적어도 종교 개혁 초창기에는 위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쓸 정당화하고 대중 

을 반천주교 운동에 동원하기 위해 조직된 지극히 정치적인 선전전의 산물일 

뿐이었다. 그러나 반교황 정서 혹은 반천주교주의는 1558년에서 1660년까지 

의 대중 출판물에 가장 빈번히 표현된 지배 정서였다. 게다가 이들 출판물의 

저자들이 어느 한 계층에 한정된 것도 아니었다. 요컨대 Elizabeth 시대에 있 

어 반교황 정서는 일종의 대중적인 제도요， 집단 의식의 중요한 일부였다고 

할수 었다. 

이들 선전 문학이 사용한 교황의 이미지는 Henry 8세 시대로부터 내려 온 

것으로서 교황은 “바빌론의 창녀 (the Whore of Babylon)"요， “적그리스도” 

말로 요약될 수 았다. 교황제 교회란 인간에 불과한 교황이 전통과 권위의 

힘을 빌어 그리스도의 자리를 가로채고 인민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술책이요， 

그 술책쓸 창녀의 치장으로 감춰 타락하고 무지한 인민을 미혹하는 반(反)종 

교라는 것이다. 반천주교적 선전 문학은 득히 성직자들의 남색 탐닉윷 예로 

20) Mark Goldie , “Priestcraft and the Birth of 뻐iggism，" in Political Discours 

Modern Britain, ed. Nicholas Phi 11 ipson and Quentin Skinner (Cambridge: Ca 

LP , 1993) , p. 214 참조: “The 뻐igs steadi ly secularized an eschatologica 

inheri ted from John Foxe. It was a vision in which the temporal sphere , 

embodied in a Godly prince or a Godly people , gradually asserted its rights a 

pretensions of a usurping cl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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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어 전주 괴회의 정신적， 도덕적 타릭용 공걱하였다. 이런 식의 원색적 공격 

이 대중의 심리를 조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했다. 첫째， 반천주쿄적 선전 

문학은 로마 천주 교회에 대한 이런 선정적인 이미지늘을 유포히여(예컨대 

Foxe의 Actes and Monuments가 보여 주는 비와 간은) 천주 교회의 정선적 티 

락과 육체적 려락을 서로 환치 가능한 것으로 만는 다옴， 이렇게 타락한 교 

회의 유혹에 념어가는 사람들은 타락한 하충민이라는 암사를 교묘하깨 덧룹 

임으로써 계급적인 명에심을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다 더 

줍요한 이유는 천주 교회와 개선 교회를 발세론직 대결 구도로 풀이함으로써 

천주 Jï1.회의 유혹에 념어가는5 것은 단순한 개인적 타릭판 넘어서는 선택， 즉 

국가 전체를 파멸로 본아넣고 참된 괴회가 숭리하는 셔l상 종말의 날의 도래 

룹 지연하고 역사룹 녀-시 과꺼로 흘-떠는 어마어마한 선택이라는F 생각윤 주지 

사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맏해， El izabeth 시대의 빈건주.:w.적 선전 

문학은 이런 식으로 개선교도늄의 집단 의식올 만늄이 냈으며， 교횡의 ‘영국 

개신교 분쇄 읍모’를 대중적 단견의 기회로 삽을 수 있었다. 교횡-제가 역선 

적으로 영국의 개신교도들을 함께 웅치게 하고 자신들 스스로를 감독케 하는 

’타자(他者)’ 의 역할을 수행한 셉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황제는 영윤 종교 

개혁의 추동략이었으며， 그깨 없었다띤 영국의 ‘청교도’도 영국이라는 ‘국가 

깨닝’도 발명꾀지 않았윤 갓이라늪 역살 적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반전주괴주의의 정치적 의의 혹은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펼요가 있대 교황체 반대 선전이 갓늪 이념적인 압력의 강도는 그 선전에 

동원된 .:w.횡제의 이띠지가 영놔 게신피도늪이 느끼는 낀장과 불안-블 이느 정 

도니 표현허→고 담아 내며 때로는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딸려 있다. 다시 민해 

서 ， 반피l횡재 선전 문학에서 받견되는 것과 같은 연탈 또는 ‘타자’외 이미지 

그리기， 또는 유형화 작업은 자신의 사회가 변화 좋아거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내는 현상으로， 일종의 마녀 싸냥 혹은 희생양(pharmachos) 사냥의 생 

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교황제는 그런 사냥의 대상이 되기 인성 맞층이었다. 

교황제가 군주 국가에 7~하늠 근본적 인 위 협은 ~~황권이 왕권보다 우위이l 있 

다끄 주장한다운 데 있냐. 교황제의 위협운 괴황이 교황권의 우위릎 주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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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사하려 할 때， 예컨대 괴회가 셰겨l 제국을 지향하 

며 개별 국가의 주권올 인정하려 하지 않올 때， 훨씬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게디-가 .iJL횡-웬 우위 주장은 국니1적으로 블 때 중I매한 퉁-치의 분자l를- 야키할 

수 있었다. 국민이 갖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올 토대로부터 침식할 수도 있었 

기 때문이다. 다시 1김해 John 왕이니- Henry 8세， 또는 [1 izabeιh 여쟁이 경헌 

바와 같이 교황과 국왕이 서로 대걸할 경우， 교황권 우워 주장은 신하가 교 

황 련에 서사 외세달 끌어들이거나 자신의 꾼추딜 펴l위하고 파윤'-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직 근거가 될 수 

도 었였던 갓이다. 그때서 Elizabeth 시대의 개산교도틀이 가지고 있던 외국 

의 침략에 대한 공포는 조그만 자극에도 아주 쉽케 반천주괴적 공황으로 과 

장 빈역되어 대중 폭력과 우상 파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Henry 

8세외 El izabeth의 전대 왕구! 주장은 부분적으로 .iJL형의 황판 무사에 대항히

여 강화되었다고 불 수 있다. 영국의 종교 개혁 지체가 .iJL횡의 새판권 주장 

에 끼|항한 국왕의 지상뭔 주장과 함께 시작했뒷이， 영국의 종교 투쟁은 천국 

국가직 맥락에서 이부어졌던 것이다. 1538년의 Henry 8세 파문과 1570년의 

Elizabeth 파문이나 교황령에 익한 붙복종파 반란의 함법화， 예수회 수사들 

의 EI izabeth 살해 유모나 스페인 한대의 영균 침공 강은 1iLiiL 보마 천쑤 교 

회는 왕올 펴l워하고 살해할 권리를 주장하는 위험한 세력일 뿐 아니라 원천 

적으로 국가라는 개념에 적대적인 세력임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틀이었다. 종 

교의 언어로 부장한 일현의 사건이 영국의 국가적 정 처l성올 만윌어 내늪 데 

기여한 것이다. 교횡제는 섣로 개신교적 영국의 연체성을 해치는 모든 젓에 

대한 총칭이었던 것이다. 

‘종피l 투쟁과 국가주의의 천합을 치낙했을 뿐 이니리 그 견합의 산불。l 리 

할 수 있는 것이 영 팍의 유별나게 맹렬한 반스페인 정서 C'\nti -Hi spani sm) 디 

교황에 때헌 식대간이 스페인이라는 존재에서 그 구체직인 직의 형상올 발견 

하게 권 것이다 아메리카 때륙읍 식민지화하고 유런 대륙의 대부분을 병함 

한 r깅대 스페인이야말로 JV_황의 대ê]로서쁜 아니라 세계 제국올 꿈꾸는 제국 

주의적 세력으로서 영국의 존재릎 위협하는 가장 부서운 외 셔l였기 때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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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 반스페인 정서는 영국과 스페인의 고유한 관계에 의해 생산된 정서 

이기 전에 유립 개산교 전통의 일부였다. 스페인에 대해 가장 지독한 공격을 

피부은 비 있는 Wi 11 iam of Orange니 An ton i ü Pen:\z 등은 스페인。1바는 놔기보 

다는 Phi lip 2세를 기냥겠지만， 스페인은 시산 모는 게산피l 국가의 증오의 적 

。1 였다‘ 그렇지만 영국의 유별난 빈스페인주의는 국가주의라는 맥락에서만 

설맹 I}능하디 

어떤개 jf 면 스페인이야발호 영카어1 근대룹 가져오고 국가식 단실과 균가 

수의의 형성을 가능케 한 팍가직 ‘타자1 라고 할 만하디 스페인이 당대 유검 

캐신교의 마지막 요새인 영국윤 침공하여 상속권윤 주장할 수도 있나는 생각 

은 ’Iary 여왕의 사맹 후， \iary, Queen of Scots가 스코틀랜드로 귀환한 후， 

혹은 교황이 El izabeth릎 파문화 후 영국인들의 마음을 중곧 지배해 온 불안 

。1 였다‘ 이 불안감은 적극적으로 빈스페인 정객을 추쿠하는 지식인 정치가 

집단을 틴생시켰고， 빈스페인 정서를 담은 수 많은 국제적 선전 책자를 생산 

했다 21) 01 책지늘은 이 시대의 빈스페연주의가 무엣으로 。1루이꼈는지 잘 

보여 준다 예컨대 The S떠끼sh !dasquerade (London , 1589)에서 Robert 

Greene은 스페인이 _lIL여 주는 정치식 폭펙생은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정신직 

암흑 상태에 빠져 있다는 증거요， 그런 스페인이 의도하는 것은 영국인의 조 

국과 종교릎 모두 없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Greene이 지적하는 스페인의 

정지적 폭력생과 정신적 암흑은 이 시대 반스페인주의적 선전의 양대 주제릎 

이루는 것으로서，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저지른 만햄을 고발 

히는 형식을 띤 소위 “black legend" 책지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다 22) 

딴떤 J ames Aske ( E1 i zabe than 감'iumphans， 15881니 Geürge Pee 1 e 

(Descensus Astraea, 1591) 에 의히변， 영국은 스페인의 비로 그덴 암혹에 대 

행하고 그것을 불리치는 빛이며， El i zabeth 여왕은 오래 전에 지상을 떠난 

21) 01숭숙，브네상스 영국에서의 Taci tus와 타키투스주의 J ， ET l' t 니↓~[~I_ fiWYE.l 
(1995): 242-70 찬조 

22) William S_ \1altby, The BIRck L탱end ín Englaη d: The [Jeι'elopment of ，~nti-S 

sεntiment. 1558-1660 (Dur떠m， NC: Dke LP, 1971)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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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아스트리아(Astraea)가 재립한 정의의 현신으로서 새로운 황끔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다고 선전한다. 즉 El izabeth 여왕은 낡은 율법윤 숭상 

하는 천주 교회의 미신과 무지의 어둠을 물리치고 벚과 새로운 율법을 세상 

에 가져 오는 메시아적 지도자라는 것이다. 

Peter、 Lake가 근대 초기 유럽 의 문화 고급 분화와 대중 문화 모두 를 특 

정짓는 사고 방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이분법적 논법이야말로 반스페인 

주의 또는 반천주교주의적 선전의 현저한 양태다 23) 교황제 대(對) 참된 종 

교라는 일차적 이분법이 어둡/벚， 불의/정의， 복수/자비， 무지/지식， 위선/ 

진리 등의 또 다른 이분법을 생산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구약의 율법 (Old 

Law)쓸 의미하던 비판적 상징들-암흑， 육체， 형식， 죽음-모두가 이번에는 

천주 교회와 스페인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물론 천주교는 과거의 

것이고 과거에 사로잡혀 았으며， 미래는 오직 새로운 교회에만， 특히 영국에 

반 있다는 논리다. 이 선민 의식이 아주 쉽게 제국주의로 이행될 수 있는 성 

격의 것이었다는 사실은 별다른 설명쓸 요구하지 않는다. 당대의 개선 교회 

는 천주 교회릎 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제로서 왕권잘 찬양하였고， 왕권의 

찬양은 국가주의적 맥락과 결합하였으며， 그것은 다시 아일랜드에서의 잔인 

한 식민주의와 아메리카 등지에서의 해외 자본주의로 표현된 것이다. 결국 

16, 17세기의 반스페인/반천주교주의는 영국의 근대화와 국가주의뿐 아니라 

제국주의를 정당화해 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5. The SpanÍsh Tragedy와 반스페 인주의 

Bale이 종교 개혁의 효과적인 선전 도구이자 자신의 역사관을 표현하는 매 

체로서 연극쓸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다시 말해 중세의 도덕극 

이 역사화되었을 뿐 아니라 역사로서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23) Peter Lake , “Anti -popery: The Structure of a Prejudice ," in Confl ict in E 

타JgJand: Studies in Rel igion 없d Politics 1603-1642, ed, Richard Cust a 

Hughes (Lonφn: LongI없n， 1989) , pp , 7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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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음 논의룹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ll}로 Kir휩 Johan이 역사극이라는 장르를 

시작하←R 있다는 사실이디 이 작품의 관심의 초접인 국가의 문제는 」대로 

1580년대 역사낙늪이 텀뉘허논 문재이기또 허디 이 작퓨-이 보여 주는 종교 

의 국가적 의s.1， 국가주의적 이념의 종교적 틀과 잔은 커다란 푼P객 외에도， 

영국민을 선민으로 파악하고， 외국인이니- 외국의 영향을 반은 사-람을 적그랴 

스도보 규정하며， 왕의 역할윷 종교 지5'_자로 생각한디든지， 복깝한 역사직 

인물을 개신교적 선악의 유형으로 바꿔 놓고， 극의 증심을 영국의 운명을 둘 

러싼 선악의 대결로 만들며， 기사도직 알레고리와 계시독직 이미지를 사용하 

늪 풍의 세부적 뜩칭이 이후의 역사곡， 꽉히 TudOl'기의 역사극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작품이 개척하고 있는 역사로서의 연극의 기능， 문학적 

재구성윤 통해 역사릎 따-시 해석하는 기능이야말로 이후 영국 역사극의 영 역 

01 었던 것α| 다. 

물론 Bale이 연극올 선전전의 매체로 선택한 이유는 이 애체의 대중성이었 

다. 문지-를 해뜩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메시지 전닫아 가능할 뿐 아니라， 연 

극 특유의 활동직 시각 이미 지와 이야기 형식은 선전 메시지의 호소펙을 배 

가하며， 연극의 집딘 연회적 특성은 집단 외식을 만들어 내기에 가장 직함한 

매체였딘 것이다‘ ，\thens의 Dionysus제의 연극 경연이 시민 의식윌- 반뜰어 내 

기 위한 종교/정지적 의석이있던 것치럽. Bale의 연극 또한 집단이 공유하늪 

언어， 신화‘ 의식， 가치를 버펴 내는 용광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총고1. 깨혁 

초창기에 연극이 당당했던 역할은 Foxe가 다옴과 같은 칭송의 말로 잘 묘사 

해 주고 있다: “ [Pllayers. printers. and preachers be set up of God. as 

bulwark against the tr'iple cr'own of the Pope , to bring him down , as , 

praised. they ha、'e done meet1y l'ell alr'eady" (VI , p. 57). 

1530-1540년대에 Bale이 연극-에 부여했던 역할은 그 후에도 쳐1속되었다. 펙

히 개신교와 개선교 곡까가 위기에 처한 순간이야말로 ’‘a triple bulwa 

against the triple crown of the Pope" 로서익 얀극-의 힘이 명확해질 뿐 아 

요구되는5 순간이었다. 띠ry 여장 시대의 개신 ø. 탄맙이 l간천주교-주의와 스페 

인에 대한 뚜펴움과 적대감-을 뀔 이켈 수 없쓴 것으로 만늪있다면 I칸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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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반스페인주의는 괴-황 PiU8 5세의 El izabeth 여왕 파문이 있었고 스페 

합대의 영국 침공실이 싸실로 변해 가던 1580년대에는긍 정 접이l 이튿나 반전 

주~iJl../ 벤-스페~)주-의는 스페인 한대 격펙 후에도 시리지지 않고 남이 았다가 

1600 .. 1603년에는 Elizabeth 여왕의 후시에 대한 둡안고l 힘께 다시 고조되아서 

James 1 세가 스페인과 화약을 맺은 1604년과 몇몇 굉적인 천주교도가 James 

1 세와 의회될 폭파하려 힌 Gunpowder Plot이 있었던 1605년에 이르러서는 디 

시 한 번 격렬하게 폭발하였다. 반천주교/반스페인주의가 폭발할 때마다 극 

장본 표현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 영균의 연극

은 반천주교l!반스페인주의라는 대중적 집단 정 서에 의해 형생되었다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이 중 1588년에 정접에 이드는 소위 ‘스페인 합대’ 위기룹 전후해서 쏟아져 

나옥 밴스퍼연， 빈추!주피L ， 애낙주의적 연극에 대해서는 이미 연뉴까 많이 되 

이 있는 싱태다‘ 그 "1니 이 시기에 씌이진 연극 숭 애국주의를 노잠적으로 

표현히 지도 않커니와 섣제 엮시에 비탕-음 둔 역시극이라고 할 수도 없는 

Thomas Kyd~ The Spanish Tragedy가 담고 있는 강한 반스페인 정서는 스페 

인이 의미하는 바가 영카 얀극사의 전개에 미친 심대한 영향윷 말해 주는 훌 

륭한 에이다. 

Phi 1 ip Edwal、ds는 이 작풍의 제작 연대릎 대략 1580년대 후반 혹은 1590년 

대 초로 잡으면서도 이 작품이 ‘스페인 합대’ 위 기에 대한 반웅입을 부정한 

다: “Kyd is innocent of conte때rary al1usions. . . . Kyd must have 

been trying to avoid verisimi 1 i tude .. , • \\'e must take i t that Kyd was 

I\'ri ting a revenge play , and that he “anted (or his source ga、히 war 

between two countries for i ts set ting , and that he chose Spain and 

Portugal without much thought of the real Spain and the real Portuga1. 

깨1en he came to write Hieronirn。’ 5 pageant , he was prepared for a moment 

to cater for English patriotic feeling , but he placed the needed effect 

of keeping his play at a distance from contemporarγ events and 

preserving the unhistorical flavoUl、 이 h is play" (xxv).24) 그러냐 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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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시사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Revenge의 퉁장 

은 스페인 합대의 영국 침공 팅시 영국의 전합 중 하나였던 Revenge호와 연 

견된다고 할 수 였다， 그런가 하밴 1580년에 았었던 Phi lip 2씨의 포르투갈 

병합에 대한 영국의 빈응을 l막 4장에서 Hieronima가 섣L영하는 무언극에서 

읽는 것도 배양 불까능한 띤이 아닌 뿐 아니라， 4막 4장에서 Hieronimo가 연 

출하는 “여려 말료 원 연극”이 묵시독직 8abylon에 내한 언급이며， 따라서 

스페인의 부쇄와 붕피플 가리킨디고 해석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가 

띠운이다 

그러나 시사생은 딩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묘사안을 

통하여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의 시사성은 오히려 ‘스페인 합대’ 위 

기에 대한 대중적 반웅， 즉 격렬한 반스페인주의릎 잘 포착하고 극화하고 였 

다는 사섣에서 찾아야 할 것아다. 그렇게 블 때 복수극의 효시얀 아 작품이 

복수와 비극을 쿠태여 스페얀이라는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히고 있다는 점 

이니 아 작줍。1 영국 16, 17세기 선체틀 통해 띄대의 바스 오고1스 히트를 기 

독했으며 1 이후 르네상스 비극 전반에 길처 대던한 영향릭을 행사했다는 사 

실이 이 시대 특유의 집단 정서인 반스페인주의와 관련원 것임이 드러나세 

될 것이다 앙)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ηhe ψanish η'agedy라는 제폭 사체가 거의 자통적 

으로 이 작품을 팅대의 반스페인 정서와 연결한다는 점이다 관중을 이 작품 

의 의미로 인도하는 μ、 iadne의 설타래로서 ‘스페인’ 이라는 딸이 제공되었나고 

24) .Edwards 기 떤집한 Re、 'e15 만.fl. ， The Spani sh Tt쟁Bdy (London: “8thllen , 1959 

Introduction, p_ xxv 참조 

25) Philip Henslowe익 후원 아래 1592년과 1597녀 사이에 29번 공연뇌었다 네 곳 

극딘에시 상인되었으L넥， 1633년 전에 적어도 9개익 판본과 증보파이 나왔고 이 직 

품에 대한 수 많은---Cla뼈e 버ndrap의 세산R로는 III번의 언급과 패마다가 이루 

어졌다 가~I 르네상스 최대의 인키작。1 라 할 수 있다 J. R. Mulryne, “k녕tiona 

and Language j n rhoma5 Kyd ’ s ‘The Spanish Tragedy,'" in Traνe i and Ur8J!la 

Snakespefl.re ’ s Tíme, ed. Jean-Pierre Maquerlot and Michele Willems (Cam 

Ca뼈ridge UP , 19961 , pp. 87-88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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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보변 1 반스페인주의의 흔적은 너무 

나 역연하다 작가는 살인과 복수가 법옹 대신하는 나라릎 그려 내고 그것을 

‘스페얀’ 이리고 부든 다음， 얻마니 무시무시한 저주가 그 땅에 내려지는지 보 

여 준다. 작품 안의 스페인의 티락에 대한 작가의 ‘시형 언도’는 ‘스페인’이 

는 이름을 매개로 히여 작룹 밖의 스페인에도 내려진다， 빈스페엔주의가 아 

이상 명백하고 확고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좀 더 살펴 ]i 자 。1 작품에 속속들이 애어 있는 반스페인주의 

의 증요 전달 수딘은 Seneca식 언극 언어디 Seneca의 정치 비극은 지옥을 

뚫고 지상으로 분출한 악령의 말로 시작된다 악령이 만들어 내는 어둡고 절 

맹적인 분위기릎 통해 \lero의 타략과 폭정?로 더럽혀시고 부너셔 가는 로마 

의 모습윤 그리는 것이다 Kyd는 SeneCB적 서믹의 형식유 차용합으로써 

Andrea의 망덩괴 Revenge가 지배히는 이 세계가， Kero 치허의 오염되고 부패 

한 로마를 연상시키는 이 세계가 스페인이라고 선언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 

서막을 본 당대 관중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불문 가지다， ‘Revenge가 지배 

하고 복수로밖에는 정의를 구할 수 없는 나라가 스페인이다 스페인에서는 

복수가 삶의 방식이다 복수는 구약의 융법 1 즉1 천주 교회)이고， 구악의 융 

법은 신약의 융범(즉， 개선교)에 의해 내세되는 기] 신이 정한 역사다 261 타 

럭한 스페인은 신의 저주를 맡았냐 스페인운 부디져 가고 있c+， 퉁퉁 온갖 

반천주교적 정서가 1스페인’이라뉴 꼬투리에 이달려 중풀이 엮이어 나오케 

꾀어 었나 」탱다면 Edη8rds서럼 이 작품이 딩대 정치와 아부 상관 없는든 순 

수 비극아라고 만히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01 작품이 정만 당대 스페인의 현 
싣고l 아무런 과게도 없는 허+에 불과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빈스페인주의가 이 작품의 원전을 아루고 있다고 만해야 할 것이다‘ 그려고 

바로 이탱게 볼 때 이 작품의 역사성은 분맹해진디 스페인의 역사직 현실을 

보고한다는 초보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Kyd라는 작가의 ‘영국성 

261 당대 영국얀들이 복수에 대해 얻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검안한 

다면 더목 더 흥미로운 일이다 ‘1살 영국 복수콕 중 배갱이 영국얀 것은 없다 이 

대라가 가장 많이 웅장하고， 없mlet.? 기녹피 이진의 덴마j에서 일어나는 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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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허mess) ’과 그가 속한 텅대 영국 국민이라논 집단의 정서와 의식플 표 

헌하고 증언한다는 의미에서의 역사생 말이다 

Kyd는 스페인의 정선적 안혹을 낙화히기 위해 스페인 왕지 Lorenz。릉 

El izabeth 시대의 대중적 두려웅의 적이였던 [vlaoιhiavell i 적 인볼로 빈는다 

빈스페인주의가 영국 연극사상 최초의 \iachiavell i 적 악탕을 만늘이 낸 셈이 

다‘ 그러나 홍미롭게도 Kyd의 Lorenzo는 스페인 외 유입의 모든 궁정을 대변 

하도록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Seneca직 연극 언어가 일으키는 반향「부패한 

정치]플 날카롭게 비판하는 반폭운 연극 도 여기서는 유란 전처1 의 꾼주제플 

겨냥하고 었지 않다 반천주교주의와 반스페인주의의 넥서스가 그런 일반화 

를 어쉽게 하고 였기 때문이나 Hieronimo의 “부질없는 분노”는 세상 모든 

장의 속성이 나 부심하기 때문에 부 침없어지늠 게 아니라， 스페인 왕이 특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다시 민해 Dollimore처럼 。1 작 

품을 “급진적얀 비극”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0] 작품이 그리는 세계에서 

스페인 왕산의 이미지뿐 이니라 영놔 왕산의 。|미치를 찾아낸 수 았거니 아 

삭품이 표현하는 반천주교직 정서가 기독교 세계 전반에 대한 회의호 이어지 

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71 그러나 이 극은 그렬 여지를 별로 

남켜 주지 않는다‘ 꼬든 정치식 비관이 스페인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겨냥하 

여 이루어지고 그 ‘그릇’에 딩겨 나오 7] 때문에 영국 사회에 대한 전꽉적 비 

판?로 비회꾀지 않욕 뿐더러， 오히려 단호하게 애국적인 발언이 된냐 기독 

교 전반에 대한 회의적 성찰 역사 이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 중의 하 

니다， 힌주。1 캉조되는 것은 스페인이야는 니리의 。1 피l적 측면이 7] 때푼이 

다. 스페연의 히늘을 지키는 것은 기뜩jJL 이전의 。l교의 신들이기 때문아다. 

이것이 기폭교의 티락을 이야기한다면 그 때의 기뜩.ill.는 천주 .ill.회， 즉 거짓 

된 교회를 의미할 뿐인 것이다 

Eugene D. Hi 11 의 지직처럼 이 극은 Seneca직 복수극의 골격 속에 Vergi 1 

시 내용응 단고 있τ].'81 특히 I\ndrea의 망령이 냐타나 지하 에계의 지헝도플 

27) Radícal Tr젝gedy， 찌'. 139 ,13 삭g→ 

28) Eugene D. Hill , “Senecan and Vergilian Perspective in The Spanísh TrageJ..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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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L라며 자신의 시하 여행윤 이야기하논 서마은 Aeneid VI권에서 Aeneas가 죽 

은 아버지의 혼령을 만나려 지하 세계로 내려간 장변을 모방하고 였다. 그러 

니 Andrea의 지히 여행은 Aeneas의 여행과는 달려 새로운 니라의 건션이 아 

니라 조국과 살아 있는 지들에 대한 복수를 향한 여행이다 다시 만해 

Andrea의 지히 여행은 Aeneas의 영웅적 행위를 모방히면서도 Vergi 1 의 서시 

사직 전망은 거부함으로써 스페인의 Seneca직 현실을 강조하고 풍자하는 기 

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 영국 관중의 입장에서는 Vergi 1 의 전망이 스 

페인의 Seneca적 현실에 의애 란질되는 바보 그 순간이야말로 영듀의 서사시 

적 운병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스페인의 현실이 Aeneas적 꿈으로부 

터 벌어시면 별어칠수록 영국의 찬란한 띠래는 더 정딩하고 확실한 것j디로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운명을 예고하는 Seneca의 세계관과 영 

국의 궁극적 승리틀 확선케 해 주는 νergil 적 세겨)과‘ 。1 두 세계관이 。1 작 

품 안에서 연으키는 충돌은 작품 밖의 세계에서 스페인과 영국이 만늘이 내 

는 충돌의 새현인 것이다‘ 스페인이 지옥으로부터 분춤히여 현새를 오염시키 

고 미래를 집어심키는 과거의 악령이라면， 영국은 황금 가지를 들고 하계로 

내려가 과거의 망령을 달래고 이용하여 영원한 세국융 건설하는 이eneas에 비 

견되고 았는 셉이기 때문이다 

이 접을 더묵 확실히 해 주는 것이 Hieronimo의 부언극이다- 스페인과 포르 

투갈 룹 나 영국에 정적되는 것은 보여 주뉴 아 무언극은 영국이야알로 타략 

한 스페인에 대한 진정한 Revenge업을 보여 준다- 스페인에 대한 저주를 통 

해 영국의 선민 의식이 정당화되는 동시에 :l 선덴 의식에 비탕을 둔 영국의 

제국주의적 꿈이 표현되는 것아다. 시 싣 영국의 제국주의적 꿈아야만로 영국 

의 벤스펴1엔주의틀 션명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히니다 스페안에 대한 영국 

인들의 감정에는 총교직 누려움뿐 아니라 스페인의 제뮤수의식 야삼에 대한 

두려움과 경쟁 의식이 함께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반천주교주의 

가 국가주의와 함께 한 동전의 양띤응 이우는 거라면y 영국의 반스페인주익 

Lí tera.ly Remíssa.nce 15 (1 985): 1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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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페인외 제국주의적 위협에 대한 반웅언 통사에 영국-언틀 자신이 가진 

제국주의적 꿈의 간접적인 표헌이었던 셈이다. 요컨대 반천주고1.주의룹 정딩 

화해 줬던 계시록적 역사관의 언이는 이 작품에서도 종교와 국가를 매끈하게 

이이 주는 도꾸로 이용되고 있다. 스헤인 왕산의 부패와 반그러스도적 속성 

이 만견허에 드~';l 니-고 스페인 왕조외 왕낙。l 한꺼번에 황꾀하는 이 작줍씩 

계시복직 결발이 설 )I~여 주듯이 탈이다. 

결국 극장에 꼬인 관-증이(이 작품이 씌어진 1580년대 후반에서 1590년대 

전반의 스페인 함대 격퇴 전후의 관중이 그러했듯이)， 이 작품을 보면서 “그 

래， 우i'.l 나라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 

국에 대한 자긍심?로 가득 차 있었냐면‘ 二L틀에게 이 작품은 결코 전꽉적언 

텍스트가 될 수 없었윤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헌실이 그런 애국심올 불러일 

으커지 뭇히고 이늘 또한 영국이 아니리 더 궁극적인 의미의 국가， 즉 신의 

놔기틀 조국혹로 생각했올 때， 그리고 이늪이 r:.:디이 선의 뜻에 맞지 않게 

챙동히는 시-람듬이 오직 셔주교 신지-니- 스페민 사-땀늪민은 이니바-는 상삭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이들의 반스페인주의는 조국을 겨냥하여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급진적 개신교가 되었고， 종교 개학의 강화를 요구하는 청교주익로 

변하였으며， 혁명과 균왕 시해도 불사하는 공화주의로 이어졌고， 새로운 나 

랴 야메녁카룹 건설하러 떠나게 딴~. :J. 개척 정신윤 탄생시켰던 젓이다 

I‘:l izabeth 말년과 James 시대에 씌어진 프네상스 비-극과 씨 i 1 ton의 선통적 책 

자 모두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건 모두 스페 

인이라는 존제가 더 이상 생존에 위협을 뜰 수 없었 을 때니 빈스페안주의로 

무마히기에는 영놔의 내적 불안과 결‘등이 너무 섬각할 때니 가능해지는 아야 

기고， 01 작공~ol 씌어진 다옴-에 원이난 민이었다. 이-니， 1588년에서 1590년 

대 초 영-칸의 카기(國技)는 스퍼인 때려 잡기였디. 영파의 반스페인파는 주 

전파였고， Sidney, Drake, Ralei 방1， Essex 모뚜 스페인 잡는 영웅이었마 요 

컨대 기역해야 할 것은 스페인 함대의 격퇴， Cadiz 약탈， 스퍼1 인의 !iL물선 

노략질하기 등은 모뚜 스페인에 대한 “black legend" 퍼뜨버지와 합께 이루 

어겼다는 사살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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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emγ VIII와 1600-1610년대의 반스페 인주의 

Elizabeth 여왕이 사망하고 James 1 세가 등극하기 전의 몇 년은 영국의 내적 

불안이 극도로 고조된 시기였다. 전쟁에 흉년이 겹쳐 경제적인 위기활 가져 

왔을 뿐 아니라， 정권 말기적 현상이 모든 것을 얼룩지게 하고 나라를 혼돈 

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스페인’이라는 주문으로 ‘스페인 함대’ 시대에 화 

하게 분출하였던 반스페인주의와 애국주의를 되살리고 시계를 거꾸로 똘려 

El izabeth 시대 최고의 전성기룹 디-시 한 번 만들어 보려는 Essex의 노력이 결 

국 시대 착오적인 영웅주의로 끝나고 만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Essex 

가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진 1601년 후에도 정치적 불안은 계속되었다. 여왕 

이 후계자룹 지명하지 않은 데서 오는 혼란이 스페인의 공주가 영국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종교와 

국가가 같은 운명체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 어두웠던 시기의 경험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고， El izabeth 여왕은 스페인 함대 격퇴를 전후한 기간인 영국 최대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잡아 갔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Elizabeth 여왕과 스페인 함대 격 

퇴가 상징하는 반스페인주의와 애국주의가 James 1 세의 외교와 종교 양면에 

서의 유화 정책을 비판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에 있었다. 

개신교도인 James 1세의 등극으로 Elizabeth 여왕 말년을 어둡게 했던 후계 

자 위기는 진정되었지만， 영국인들이 James에게 걸었던 희망이 1년이 채 안 

돼 실망으로 변했던 게 문제였다. James는 왕이 되자마자 스페인과 평화 조약 

잘 맺었고， 그의 종교 정책은 친천주교적， 친교황적이라는 의심쓸 샀으며， 그 

의 궁정은 낭비와 성적 타락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고， 그의 정치는 

Tacitus/Machiavelli적 궁정 정치에 비견되었다. James와 의회를 한꺼번에 폭 

하려는 Gunpower Plot이 천주 교회의 국제적 음모라는 설이 유포되는가 하면， 

James의 대신 중에는 스페인 대사 Gondomar에게서 보수를 받으며 천주 교회 



승il!.깨찍이] 내한 바 g 으토서의 드\11 상즈 연극 99 

의 재건을 도모하는 자가 였다는 실도 전해져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기도 했 

다. 개선교 영국의 운명이 다시 한 반 정각에 달린 것저럼 위험하게 느껴지 

는 순간이었던 것이디， 그패서 제 2의 Cons tan t i ne 매재요 불날의 개신 j，f회 

옹호자로서의 El izabeth 여왕의 이미지는 Jame5의 친스페인， 친천주교 평화 

책을 비판하기 위한 도쿠가 되었던 젓이다. El izabeth 여왕의 염숙히고 검소한 

궁정과 전쟁 준비 태서1는 개신교 옹호 정책과 연결되어 James 궁정의 성적， 

도덕직 타락과 친스페인 정책을 평가하는 준거블로 직용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Elizabeth는 James에 내힌 반대 이미지플 제공한 셈이디 

James의 친스페인 정책에 대한 비판과 힘께 분충한 반스페인/반천주교주의 

는 극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시대 최고 인기작 중의 하나였던 

πlOmas Heywood의 If y，이1 Know ιot Me, Y{α1 Know Noboφ. Part 1은 공주 시 

전의 El izabeth를 개신교의 성녀로 그리고 있으며， Thomas Dekker의 The 

iïhore o{ 8aby!on (1606-1607)은 성숙한 여왕 El izabeth를 개신교의 수호지 

로 그리고 있다 291 [농kker가 Webster와 함께 쓴 The FamOU5 Hfstory of 5fT' 

Thomas ffyatt (ca. 1602-1607)도 Elizabeth가 즉위하기까지의 사연을 담은 

극이다 모두 El i zabeth 여왕을 추앙하고， 1588년을 영국 역사의 정점으로 

제시하며， James에개 반스페인 정책을 요구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Drayton , Hathway , Munday , Wilson , 그러고 Oekker의 공저 S'ir John 

Oldcast!e (1 599)이나 Thomas Lord Cromwell (1 절판본 1602-1613) , Samuel 

RO'야ey의 !Ihen YOI1 See Me rou Know Me ‘ or The FaJI/olJs Chronicle Histnry 

of kïng Henry the Eíght, wí th the Ví rtuous Birth and Adνenturous Lí fe 

o f' EdH8T'd, Pr i nce 0 f fl닝 !es (1 6031605) 등은 Henry 8세를 다루변서 중피U 

개혁 초창기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였다는 점에서 앞서 열거한 

El izabeth 여왕에 내한 석움꾼과 초점을 달리하지만1 모두 현재에 대해 발언 

하기 위해 El izabeth 여왕 즉위 초에 문제시되었던 것을 다시 문제 산고 있 

디는 콩봉선응 가지고 있cl 

291 1605년에 간행된 이 작품은 Part 2-를 써야 할 성도로 인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1641년에 극장。1 폐쇄휠 때까지 여닮번 인쇄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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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연한 일이지만， 이틀 작품에 가장 커다란 영향음 끼친 것은 영국 개신 

쿄회의 새로운 정진， 즉 Foxe의 Actes and MonU1l1ents였다. 물론 반천주교-주의 

와 선민 선화는 Foxe가 품이하는 영국 역시의 핵심적 주제려니와， 0]늘 작품 

이 중요시하는 것도 개인의 운멍이 아니야 영국의 운영이다. 예컨대 HeY lI'ood 

의 J작퓨-이 El izabeth ~I 왕위 등닥을 통히-여 확인하고치- 히는 것은 El iι:abeth 

인의 승리라기 보다는 개선교 영카의 승리요， 진리의 승-리인 것이다‘ Dekke 

의 직품에서도 쿄황과 교황파 스페인이 “암살”하려는 것은 EI izabeth라는 개인 

이략기 h’-다는 그녀와 함께 되살아난 “Tr‘uth" 이며， 그녀가 대표하는 영국이라 

는 나라 전체다. 종쿄 개혁윤 재접검하는 작품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컨대 Row ley의 작품에서도 Kather ine Pal、r와 Gardiner. \\'olsey의 대결 징면 

반천주교주의적 입장-완 전달하지만， 이 연극의 일차적 강세는 어디까지나 

왕， 국가， 개신 교회리는 이익 공동체에 놓여 었다. 이 작품이 개신교 왕 

Edl\'ard 6세의 성장에 많은 판심올 할애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늘 작풍의 관심이 이다까지니 영국의 운-벙어l 있는 딴람， 반진주:llL주의와 빈 

스페인주의는 그 자체보서 저l시되는 세 아니라 칸가라는 맥락을 홍하여 제시 

되고 있다. 교황에 대한 증-성이 곽왕에 내힌 충성과 힘께 할 수 없음융 강조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f You Know Not 빼에샤 ~Iary와 Phi 1 ip의 실흔 

이 영국올 스페인므로 만든다는 대사는 영국인틀이 가장 두려워하는 각본이 

었다. 따타서 거가서 발생하끈 우국 충정은 통사이1] James의 친스페인 외교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의 생걱올 띠게 되는 것이다. 

그려니 이는 작퓨이 다갚 한련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촌.iJl 개혁기와 

Elizabeth 여왕 시대의 역사를 쓰는 연이었다. 지니간 중요한 사건늘을 현재의 

눈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Foxe적 역시의 손김을 확인히는 얀이라는 이야 

기이디; 그런 의미에서 이들 식품완 영카익 중-교 개혁으로부터 시작-，션 새효 

운 역사 쓰기억 일부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1613년에 씌어진 Shakespear 

의 The Famous History of the Li fe of King 뻐nry the E범hth는 이권 씨염에 

한다 이 연극은 영국 개신교도들의 회맹이고 반스페인 정책의 옹호자였던 

팡세자 Henry가 급사한 지 1년 후‘ 그러고 E1 i zabeth 공주가 Ca lvin파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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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주(야1e Elector Palatine) F!'ederick과 결혼한 지 몇 개월 후에 씌어졌다 

수회 수사들이 Henry릎 독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시정에 반지고 제 2의 

스페인 함대가 결성되고 있다는 소문아 들리면서 빈천주교/빈스페인주의와 

국수주의적 감정이 한찬 고조된 가운데 았었던 El i경beth 곰주와 선제후 미영 

주의 견흔은 유럽의 개선jJl. 연대의 강화릉 의미히는 신 q으로 반이는여꼈고 헐 

팡직인 지지틀 받았다 。1 직품은 이 한껏 고조원 반천수교/반스페인주의와 

이]카주의틀 Shakespeare가 어떻게 갚무리하였는지 ]년이 준다 

El izabeth 여왕과 James의 찬란한 치세에 대한 Cranmer의 에언으로 끝나는 

이 작품은 마른 작품틀과 마찬가지로 종교 개혁흔 국가라논 팩댁에서 해석하 

고? 그 역사릎 El izabeth와 James라는 결말에 탓춰 놓고 았?며， Foxe적 개신 

옹호에 발을 핫추고 었다 그러나 Shakespeare는 반천주교주의나 반스페인주 

의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니 그런 집단 정서 를 유발히는 데 중점을 두지 않 

는디 오히려 과섬의 초점은 전배 균주제의 탄생 파정과 종jJl. 개혁이 연마니 

밀착된 과정이었는지 보여 주는 얀에 가 있다‘ Shakespeare는 총Ji1. 개혁뿐 

아니라 정치 에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공직인 차원 외에도 언제나 ‘개인 

직’ 인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Shakespeare는 

종교와 국가의 넥서스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관셰의 근원에 있는 개 

인적 통 71 에 차분하 n 윤식적인 시선원 보내1:1. 았는 것이다 

이 작품의 이런 특성은 적어도 부분적P 로늠 Shakespeare가 

Hol inshed( 1587)와 Foxe(l 563) , Hall(1550) , Speed(1611! 퉁의 기록옹 거의 

그대로 사용 했디는기 Rowley 의 When You See 싸， You knoν MeL] α:1rdínaJ 

Wolsey, 또는 Chettle , Hunday , Drayton , Smith 공서의 The Fírst ParL uf 

CardínaJ Wulsey 등 현존하지 않는 작품들을 춤발접으로 사용 한 부분아 많다 

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찌) Shakespea앤가 이들 직품에 의지하띤시도 그듬 

30) Georfrey Bulluugh , ed" \arratíve and Draαatíc 50。ωι，'es of Shllkespeare ( 

Routledge , 1957-75) , ν ，]. 6 , pp. 433-510 과 John 뼈rgesOrl편 New C뻐br 

Shakespeare Series익 사np; 싸nry [, 'rrr ((뼈아idge: Cambridge LP , 1990) , 째 

;;<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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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심사를 좀 더 끌고 나아간 측면이 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작품에서 

Shakespear'8는 Henry가 시상권플 행사하는 절대 균주로서 ‘성장’ 하는 것과 

영국이라는 니라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이 개신교 국가로 ‘성장’하는 것 

을 허니의 과정으로 만들이 놓고 있다 아주 근본에서부터 정치와 종교를 왕 

과 그를 물이싼 사람들의 관계라는 맥락에 위치시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Henry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세계의 특성을 설 알게 되어 ‘나쁜’ 신 

하들의 장안에 넌어가지 않고 자신의 판던에 의해 행동할 수 있시) 되는 시점 

이 곤 영국응 외팍의 간섭으로부터 애방하는 시전이 되는 것이다 이 극의 

초반에서는 Wolsey의 독단이 영국을 프랑스와의 전생 작전으로 볼고 가지만， 

이 극이 끝날 부립에~~ Wolsey는 제거되고 Hem'y의 시상권은 확실해지며 영 

국은 c，연nrneI 의 입판 똥해 친란한 정래릎 보장밑는다 Hemy와 영국의 성장 

。1 히니의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Shakespeare가 강조히고 있는 것은 

Henry의 종교 개역。l 피l리의 문제이기 보다는 Henry의 전대 균주로서의 지상 

권 확보 과정의 얀부라는 사싣이다‘ Shakespeare는 종j，f 기1 혁에 。1르는 

Henry의 갈이 일련의 자기 주장 행위로 이어져 었다는 점을 주옥한다‘ Henry 

는 왕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총선으로부터의 독립을 구하고1 교회의 지배로 

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며， 교황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고， 끝내는 신하들의 

자문으로부터도 독립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0] 과정을 점검하는 작업이 

Henry의 절대 군주로서의 지상권 주장이 결국 Henry의 자기 의 지 주장일 뿐 

아니냐는 의심옹 낳을 수 였다면， Shakespeare는 그것을 Cranmer의 예찬으로 

새빨리 봉쇄해 버려고 만다. Shakespeare는 Henry의 종교 개혁의 ‘개얀적’ 

차원을 보여 주벤서도 τ ‘개인적’ 차원을 전대 군주의 지상권에 포함시컴으 

로써 개인성이 지의성연 가능성은 차난해 버리는 셉아다. 

이 점에 대해 Camile Wells Sli밍1ts는 개인성이라는 말을 “양심”이라는 말 

로 바꾼 다음1 이 작품이 규가직인 종교 해방의 문제캔디도 Henry의 개인식 

양심의 자율성 주장을 더 중점직으로 다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31) Henry의 주 

31) CRmille Wells Slights , “ The Pol itics nf Cnnscience in All Is True (01' Hem 

Shakespeare Su!vey 43 (199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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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신과 개인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틀 결정합에 

있어 외 적 권위가 아니라 캐인의 양심에 의지해야 한다늪 개산교의 고1의와 

기본적으로 연치 한다는 것이다. 사심 이 작퓨은 Henry익 이혼이 종교적 양심 

의 문제리는 Henry의 번에 상당한 무게를 실이 주는 편이다. 그이니 Shake• 

speare는 Henry의 말을 문지- 그대로 반아둡연 수 없케 만드는 장치 또한 마 

련해 놓았디. 무대 위의 인불들이 Henry의 양심 운운설- 판바로 조똥할 뿐 아 

니라 이흔 재판은 Henry가 Anne을 만난 후에 열렸으며. Wolsey에 대한 Henry 

의 태도 역시 속염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보다는 교요한 조종자로서의 띤모를 

강하게 풍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01d Lady와 .애ne Bullen의 대화 장면 

은 ，~nne의 순수생 또한 의심스려운 것_ò_로 딴틀고 있다 게마가 이 작풍에서 

가정 고결한 인둡-로 묘사되는긍 사람은 뜻밖에도 Katherine이다. 마치 

Shakespeare가 Henry를 이떻게 형가해야 할지 마옴을 정할 수 없는 듯한 형 

국이다. 

이런 쇠씌 tf형 잡기는 센주 .ñL회에 대한 Shakespeare의 태도에서도 받견된 

다. 반천주교주의가 곤장 반스페인주의로 번역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프랑스에 

대한 산발직인 풍자 외에는 외세에 대한 두려움이나 껑오로도 발전되지 않는 

다. 오히려 이 작품의 가장 강한 반천주교적 정서는 W이 sey에 대한 묘사에서 

발견된다. Wolsey의 쿄만， 모략， 술수， 축재， 애반。l 열거 됨과 동시에 그가 

극적R로뜬 교황의 대리인이라논 점이 지적된다앙1I1e Bu llen한 의도적으로 

Henry에게 소개하j]_ Kathet、 ine과 이흔한 것윤 권했뜸어l도 분구하:11 정작 

Henry와 Anne의 견혼은 빈대히는데， 그 아유가 Anne의 Luther.ñL적 경향 때문 

이리는 점 또한 지적된다. 요컨대 Shakespeare가 지적히는 Wolsey의 ‘개인적 

부패 사례늘은 Wolsey의 부패가 난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리 국가적 문제이 

며 천주 교회의 타략을 대변하는 상정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해 준다.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극 마지막 장변에서 Cranmer가 발하는 영 

국의 장래에 대한 예언은 Wolsey와 Wolsey가 때변하는 로마 찬쑤 교회에 대 

한 가장 무서운 판정올 담고 있는 셈이다 \\'olsey의 실각과 죽옴은 영국의 

궁극적 숭리릎 예언하는 Cranmer、의 대사틀 통해 천주 교회의 타릭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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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징벌을 예고하는 사건으로서 인류 역사 전개에 대한 계시록적 서사의 일 

부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Cranmer의 예언이 반천주교적 정서를 반어법적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예언이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궁극적으로는 관중의 태도에 달 

려 있는 일이 라 할 수 있다. 그런 예 언을 하는 Cranmer 자신도 Mary 여왕의 

치하에서 처형되며， Anne 또한 3년도 채 못 돼 간통죄로 처형되는 역사의 곡 

절을 당대 관중 모두 구구절절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작품 

이 정말 기대고 있는 것은 관중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었다. 

그 역사적 사실과 이 작품이 보여 주는 ‘사실’의 그 뚜렷한 차이가 

Shakespeare가 관중에게 주목하기를 요구하는 공간인 것이다. 역사를 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자신의 역사 다시 쓰기가 어떤 전제 아래에서 이루어 

지는지를 보여 주는 셈이다. 종교 개혁이 Henry의 개인적 의지의 주장 과정 

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괄 지적하지 않월 수 없듯이 종교 개혁에 대한 역사 

서들 역시 역사가들의 개인적 입장의 주장일 수도 있으며， 자신이 그리는 역 

사 역시 자신만의 개인적인 역사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의활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작품은 종교 개혁의 선전전의 도구였고 그 결과인 

역사서에 주석을 다는 작품， 반스페인주의라는 집단 정서의 근원을 분석하는 

작품， 종교 개혁과 함께 조장된 반천주교/반스페인주의로부터 거리를 유지하 

는 작품， 그런 의미에서 반스페인주의의 산물이자 동시에 그에 대한 반응이 

라고함수있다. 

7. La cisma de lr땅laterra와 ‘스페 인과의 혼탐’ 

스페인의 반영국 정서 

영국의 반스페인주의를 논의의 맥락으로 삼을 때 자연히 떠오르는 의문은 

스페인의 대(對)영국 정서다. ‘스페인과의 혼담(the Spanish Match) ’을 둘러 

싸고 영국인들의 반스페인 정서가 다시 한 번 폭발한 1620년대 초에 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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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ro Cal de이n de J cf HCfl ‘ a의 [.a u"sm!'J de IngJ!'J terra뉴 바로 ~L런 의문에 

대한 대딘의 일〕꽉블 마댄해 준다 321 딩대 영국과 스페인이 서로에게 느끼는 

적대감의 근윈이랴고 할 수 았는 Henry 8세의 。1 흔J:' l. 종il 개혁을 소새로 삼 

아 그 동인과 의의를 분석， 점검히는 작품이기 때문아다. 

。1 작품의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히다. 그이니 최근에는 Calder 

òn의 초기직으로서 Philip 4세 내외를 위해 1627년 왕궁에서 공연한 직품이 

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디 즉 당대 영 :if과 관련펀 일련의 사건에 

대한 Calderôn의 문학직 반응이라는 생각이다 1620년대 초의 영국과 스페인 

관계논 1스페인과의 혼맘’이라는 매우 감정적인 문제로 요약될 수 았마 영 

국의 왕세자 Charles와 스페인 왕 Philip 3세의 딸 Marf Cf 공주릎 결혼사카자 

는 이 흔담은 Philip 3세 때부터 이미 James 1세와의 사이에서 오간 이야기 

였지덴， 당시끼지 멜 성과 없이 계속 진진 긍긍。1 오던 중이었다， 물론 영놔의 

대(對)천주 교회 정책을 수정하라는 스페인의 요구가 반아들여지지 않았다딘 

가 。1들이 견흔히기 위해서는 교횡의 특별 허가가 필요허였다딘가 등 。1 혼 

담의 성사될 방해하는 요소가 없였던 건 아니었다 그러딘 증， 1623년 봄에 

Charles 왕세자가 Buckingharn 공직을 대동하고 갑자기 뻐drid에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딘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Charles가 그곳에서 뼈ria 

공주의 구혼자로서 머울렀던 몇 달 통안 영국과 스페인의 국민적 관심은 온 

똥 이 흔띔의 성사 여부에 집충닐 수바에 없었다 331 이 결혼 문제는 영국에 

서는 을론 스페인어1서도 공포에 가까운 강한 반향윤 불러일R컸마 이 혼닫 

을 빈대하는 입장에서는 Charles와 Mar삶의 경우 가 Henry 8씨에 CatherinE 

of Aragon의 경우와 놀랍게 비슷하다는 접을 지적하고 니섰다 Catherine처 

런 ilJada 공주 역시 특산한 서주교 산지고， Henry 8새처런 Charles도 형이 

32) 이 작푼의 텍스트로는 스페얀어 영어 대조본이며 Kenneth Mu i r와 Ann L Mac 

Kenzie가 공역 한 The Schísm Ín FnglRnd aa GÍsma de JnglRterrR) , Hispanic Cl 

Series (W:잉때inster， Wilts ,: Aris & Phillips , Ltd" 1990)륜 싸용하였다 

33) Calderc\n이 Charles 왕세자를 위한 연회에 찬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심이마 이 

1623년에 ~mor， honor y pxler (Love, honor, and PJwer) 를 지아 Char1 es 왕새자 

칭송한바 았기 때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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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사하는 바람에 왕세자가 된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 혼담은 결 

릴되었고 양국 역사에 쉽사러 사라지지 않는 정지적 여운을 남켰다 1623년 

왕위에 오는 Charles는 프광스의 공주 Henrie L ta t-jaria와 견흔히었고， 1625 

년에는 스페인의 Cadiz를 침략했으며， 1627년에 。1르이서는 영국을 스페인과 

의 시 섣상의 전쟁 상태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스페인의 반영국 정서 

는 영국에 관한 연극， 특히 Henry 8세가 행한 ‘교회 분열’ 행위와 EI i zabeth 

여왕이 스코틀랜두 이왕 Har‘y플 처헝한 사긴을 극화한 연극들에서 실 나타난 

다 이 두 사긴은 스페인 사람들에지1는 영락이 일으킨 듀제직 발썽 증에서도 

가장 ，7약한 것이었기 때푼이나 Calde↑ on의 La cÎsma는 딩대 스페인의 이런 

반응파 꾀닫 같이 한니 

Caldercin이 아 극의 자료로 사용한 역사서는 Philip 4세의 독서 목록에도 

포핵된 비 있는 Padre Pedrü R i badeneyra의 HistorÍa eclesi굶tica del 

cisma deI reíno de lnglaterπâ (1 5881 의 시I1 1 권이었디 쩌) R i badeneyr'a는 

Heof'Y의 이야기에서 이단은 단호히 처벌해야 히며? 난장한 여지는 경계해야 

하고， 못된 총선에게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 군주의 치에와 관련되는 교 

훈을 이팔어 낸다 Calderôn이 그린 Henry두 기본작으힘 R i badeneyra가 지지 

하는 도덕적인 약점을 가진 왕의 모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Calderôn은 

Henη릎 외적인 영헝력에 흔틀라는 유약한 왕으로 그린다기 보다는 심각한 

자기 분열에 빠진 인필로 형상회하고 았다 Henry가 만틀어 넨 ‘]회 분열’ 

은 결국 Henry 자신의 비극적 내적 블엘의 결과라는 해석인 셈이다 

그이니 Calderôn o] !간늠이 내는 Henry의 tll 극은 현대적 의미의 심랴적 분 

열에서 태이니는 비극과는 상당한 거리가 였다 Henry의 내적 분열은 auto 

sacraIIJental적 딸격을 통히여 종il적인 맥락으로 좁혀져 았을 뿐 이니 ι1 처 

음부터 형식화되고 비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35) Calderôn은 Henry의 영흔 

34) Philip 4세가 。1 작품을 직접 주분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등다는 개 

중론이 CJ ， Philip 4세의 공정에뉴 대단히 증교적얀 열정의 바란이 불고 있있고1 

지신도 스스로릎 “Phi 1 ip 대왕(the Great r이니 “진성한 신앙의 슈호지(Defende 

the True Faith) ’ E 자)1L하고 있는 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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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인간(Everyman) "과 같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서로 대결하늠 

장(場)입을 보여 줌으로써 Henry가 경험하는 분열에 autr씌 우의생을 부여학 

다， 그래서 Henry흘 종jJl. 개혁으로 이끄는 Luther , Anne Boleyn, Wolsey에게 

도 역시 Henry 의 영혼을 다락으로 。1끄는 "1귀의 내랴인블이 i냐는 우의적 엮 

함을 할당히는 것이다‘ 다시 만하면 Calderon은 Wolsey와 매ne을 Henry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영향픽으보 해삭한다기 1，.τl는 종교식 힘 y 특히 마뀌의 유 

」휴식 힘으로 해석하고 있는 샘이다 실카 Calder‘ òn은 Henry의 종교 개혁을 

Shakespeare처럼 정치직인 맥락에서 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영흔이 

랴는 초역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종교적이고 도덕작인 문제로 환원하묘 

있는 갓이나 :"'l 점은 칫 장면부터 문병하케 드러난다 이 작품의 칫 장면은 

꿈에서 본 환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Henry를 보여 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꿈 

에서 깨이난 Henry에게 현지 두 장아 전달된다‘ 히니는 Luther에게서， 다둔 

하나는 .llL핑에게서 온 것인데， Henry는 Luther의 펀지플 반로 밟으며다 쇠수 

로 오히려 jJl.형의 변치를 밟게 된다， Henry의 {i 맹에 의허←면， Luther의 분피 

행위플 비난하는 씌사 A T/Índication of seli"Bn sacraments, agaÍnst /dartÍn 

Luther (Assertio 똥'Ptem sacr，때entorum adí- 'ersus /dartÍnum Luthen삐를 쓰 

다가 킴박 잠이 들었는데 !\nne Bo 1 eyn의 환영이 나타나서 그 책자에서 실흔 

의 신성힘닫 옹호하는÷ 대폭흔 지우도록 딴틀었냐는 것이다 이지템 Cal 따피n 

의 역사 해석은 도덕극적 생격을 띠고 인울은 alJ to적 얄?1I.，1.리릎 향한다 이 

정향은 이 연극의 마지믹 장변에서 다시 학 빈 확인된다 마지믹 장면인 

~lary의 왕위 계승궈 확인 서악식에서 Henry는 다시 “신앙의 수호지”의 모습 

으로 플아와 있고， 그 엎어1 지리잡은 [vlary는 프라엔트 공의회 (the Counc i 1 

0 1' Trent)가 표방한 바외 간은 공격적 1-[주 괴의에 대한 지치를 표벙할 뿐 

35) 그의 유명한 논문 “Henry VIII in Shakespeare and Calderôn: An A깨re기 <'I tion 0 

cisma de InglHterTél , '" 때R 43 (1948): 327-52에서 Alexander A Parker 는 Cald 

H잉1ry 8 에의 모습에시 막증힌 채염 아래 후틀러; 너1낙적 연1간의 상갱음 말건했CJ

긴 주장한디 Auto sacr，갱æntal에 대해서는 Melveena 써(endrick ， Theatre ín Sp 

1490-1700 (Cambridge: Qmrbridge lP , 1989) 마'. Z:18-60능 셈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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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二L둡의 발 밑에는 그틀에 의해 자형￥1 개신괴도 Anne의 시체가 놓여 

있다 사실 auto sacl‘rJ/nental은 반종쿄 개혁(Counter-Reformation) 초기 스 

폐인에서 개선..iJl.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도f로 시-용-된 것으로서， 캉한 빈 

개신교주의와 천주교 교의에 대한 공격적인 지지는 이 장르의 특성이었다. 

그렇게 보면 개신교도늘은 악마의 대려인늘이리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iJl.의가 

선맹하71] 드러나 있는 La cÎsma의 시작과 끝은 이 작품을 auto직 전통 속에 

확고히 워지시키는 셈이다. 

위에서 언급한 l뀌호 이 작품익 auto직 면모는 Henry를 둘러싼 인물들을 선 

악의 회신。-로 양갚하눈 데서 특히 두드러진내. 따라서 선악의 대결장인 

Henry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그의 션악 구별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 

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능력올 확고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 

에 생끼는 분제다. 선악은 처씀부테 분뱅히-게 규정된다， 이 작품윷 시작하는 

대시 에서 Henry는 Anne윷 처옵에는 “divine spiri t , beauteous image" 바 고 

지만 꼴이어 “ sun / In ecl ipse , lustreless sιar ， be‘,I'are , / Fo[' you 

offend the sun indeed , in seeking i To blot 。니t such great sp 1 endour" 

(1 -4)라 고쳐 부르고 있다. Anne은 진려의 벚을 가리는 어둠의 환영인 것이 

다. 이 부분은 Henry가 나중에도 거둡-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Calderon은- Catherine파 Hem'y의 결혼이 합업적이라늪 점에 펀한 한 추호의 

의심도 낭기지 않는나 Henry 역시 그 점운 거듭 강조한 뿐 아니라 자신의 

이혼 요구의 변이 사실은 궤변에 지나지 않옴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예 

컨대 \\'olsey에게 Catherine꾀 。l혼합 방법 읍 강구허비고 벙령한 뒤 비로 이 

이지는 폭 백에서도 Henry는 “ 1 must confess that [ am mad and blind. i 

The truth 1 lYorship is the very thing / That 1 deny’ (1623-24) 리 며 지신 

의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할 뿐 아니라 Wolsey가 자선을 “궤변”으로 “속였다" 

(1 630) 는 것윌- 알고 있으며 I\nne에 내한 욕-정이 실국 “The infernal fires 

tha t rage ò\'i th i n rny breas t i has dr‘ iven rne , in a state of bl ind 

confusion. I To misconceive the truth and swalloò\' lies" (1 632-34)라늪 

점도 찬 얄고 있나. Shakespeare의 작품에서는 모호한 상태로 담껴 쳐 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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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여기서눈 영료하고 단호하게 ‘·거짓말”로 규정되고 었논 젓이다. 

Henry의 모든 행동은 오직 Anne올 얻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다 Henry의 독 

백에는 첸주 교회가 려락했다거니 국왕의 지상:r~을 강탈했기 때문에 서항한 

다는 식으로 교리나 국가의 맥락에서 지신의 이혼과 종교 개혁 움직임을 정 

당화히려는 흔적아 전혀 드퍼니-지 않는다. 그에게 종교 개혁이란 국가적인 

문제도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다만 자신의 개인직인 욕정을 달성하는 수단일 

뿐이마. 요컨대 그는 언제나 산약이 무엇인지 확실히 얄면서도 개인작인 욕 

정에 휘말리는 인불호 제시되고 있는 것이디; 죄악인지 알띤서도 죄약을 쩌 

지르고， 영적인 능력윤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체에 항복하며， 결국 그 죄 때 

문에 정맹하논 비극적 인물-인 것이다“‘Unhappy Henry! For you damnation 

'~8 i ts !" ( 2844 ) . 요컨대 영국이 경험한 비극은 인간 Henry의 비극에 기인했 

다는 이야기'?! 것이다. 

Shakespeare가 증피 기l 핵이 좋.1J!.외 별로 꽁].게 없는 기l 인적이고 정치적인 

동기늘이 서로 부딪친 견과 생끼 것연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면， Calderòn은 

역사를 인간의 개인직 영흔을 둘러싼 선악의 대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Shakespeare가 역사를 정치로 풀이한다면 Calderon은 도덕으로 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Calder녕n의 auto직 역사 해서법은 역사널 지극허 

개인적인 도덕의 차원에서 읽는 것 같 o 면서도 그 개인적 도덕의 문제를 개 

인을 넘어션 초월적이고 비역사적이며 우주적인 구도에 집어 넣는다. Calder 

on이 제시하늪 구-도 속에 놓고 볼 1대 Henry늪 자신의 욕정-완 이가지 뭇하고 

죄뜰 서지르는 연간연 뿐 아니녁 그처런 약한 얀깐이기 때fiF어l ’‘묘갚 연간” 

의 운l껑을 우의적으로 예시하는 초월적 얀간이다. 따리서 Henr.yë-l는 개엔이 

또한 영국의 낙쌍아기도 하다는 ‘우연한’ 시-션만이 Henry의 개언적 운멍이 

갖는 역사직이고 정치적인 의의될 보장해 준다 Henry 개인익 비극-읍 천쑤 

교회의 비극식 분열과 영국의 -칸가진 닙1 극으보 ’번역’ 해 주기 때문이다. 결 

국 Calderon의 구도 속에서 종교 개혁이라는 사건은 “모든 인간”의 유약함이 

표헌현 하나의 예가 되는F 것이다 . .\nne의 죄사는긍 바로 이런 식의 auto적 논 

리션상에서 이루어진다 Henry릎 사로잡은 욕정은 단순화 욕정이 아니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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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 유흑인 것이다. Caldercin은 Anne에 관화 한 통정의 여지릎 남겨 두지 

않뉴t:.j 원전에서 정의한 대로 Anne은 “ soberbia , ambición y envidia y 

deshonestidad (pride , ambi tion, and envy and sexual immoral i ty) It의 화신 

이다 Henry를 유혹한 것도 Anne아고， Wolsey와 정치적인 결탁을 히고 그를 

배신하는 것도 매ne아다. 또한 Anne은 성적으로도 난잡한 여지로 그려져서 

Catherine의 결흔을 파괴하고 영국을 배교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물론이고1 

Henry플 만나기 이전에 Char‘ les외 맺었던 실흔 약속을 배반하고 Henry와 실 

흔한 다음， 다시 그와 간통을 시도하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Calderòn은 

때ne에게 Catherine을 독살한 죄까지 뒤집어 씌운다- 요컨대 Caldercin은 

Henry까 j시lnE윤 서형하면서 열거한 죄목훈 보두 그대로 사용하고 았는 셈이 

다. Änne이 프랑스 궁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곳 언어와 예법에 능통했 

으며， 애.iJI. 만점의 야심 딴만한 여지였을 뿐 이니마 야심 내단한 시란늠과 

이울렸다는 것은 사섣이다 36) 그i'-l 디 그녀가 오빠와 지신의 시 증닫 비롯한 

숱한 남지와 교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게 시섣얻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학자들의 일관원 의건이다 그려나 Calderôn븐 Anm:에개 거의 마니(흑은 

Siren) 시인 성격을 부여한디 그리고 그 마디의 증발은 마디닦111 참혹하다 

옥파 판풍이 분리된 i\nne의 시체는 \Iary플 장위 껴1승권자로 봉헌하는 장변에 

서 [vlary가 Henry 옆의 옥좌로 올라갈 때 밟고 올라가늠 발핀?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Mary가 지옥의 힘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다 결국 Anne을 마녀， 음 

녀， 요부1 독부로 그리는 이유는 자병하다 Anne이 창녀고 마녀라면 영국의 

‘분피 행위’ 는 유약한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빔이간 견과ι1는 견콘이 니 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디 

깐은 。1 유로 Wolsey 춘기정 또한 ，，}귀의 대리인으로 그려져 았디， 이중생 

은 그의 또 다른 특정이다‘ Catherine에 대한 태도도 미신과 증오1 원한으 

가까 자 있τ1. Calderòn 은 윈전을 바꾸어 Anne파 Wolsey가 실닥하여 Cathe•‘ i 

을 널→아냈다는 허구를 만들어 낸다 사실 Wolsey는 (Shakespeare가 그런 것커 

36) Anne의 언니 \103ry Boleyn 역사 Henry의 성적 욕망으1 대상이였P 니 에ne과는 달리 

정부로 머뭉렸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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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오히려 Henry와 Anne의 결혼용 반대한 것으로 얄려져 었고， Anne이 왕비 

가 되지 전에 실각했기 때문이다 Wolsey가 Catherine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 

던 이유- 또한 션제로는 Charles 5세가 4ll횡-이 되객는 지신의 꿈을 무산시켰기 

때문이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Wolsey가 본 별점의 정패 때문인 것으로 되어 

있다. 뜻밖에도 \\'olsey의 미신적 태도야맏로 그를 몸락으로 봄아가는 가장 

줍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0] 주장은 개신교도들의 반천주교 

직 공격에 늘 똥장하는 증요한 행폭 증 하냐가 천주 교효l 의 미신적 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척 흥미홉디‘ Calderôn븐 Wolsey가 사이비 천주교 선자 

며 선올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콜 위해 얼하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접관 좀 더 분병히 해 주뜬 것이 Catherine에 대한 묘사다 Catherin 

Henry의 선한 천사의 역할올 딩딩하고 있다. Catherine은 비할 바 없이 착하고 

얻떤단심 맙편만을 시-랑하는 조캉지처， 현모양처연 뿐 아니라 기뜩교의 이상 

인 용-서와 시→랑올 쿠현히는 인물이다. \\'olsey가 제ne에게 박해당했올 때 -~ 

를 위로해 주는 유연한 시람이 비로 그에게 박해반은 Catherine이다. Wolsey가 

사이비 천주 교회를 의미한다면 Catherine은 진정한 천주 교회를 구현하는 것 

이다 디구나 찍사랑에 고민하다 죽어 가는 Catherine의 모습은 순교자적 수 

난의 암시까지 담고 있다. Catherine이 Anne이 독을 발라 놓은 Henry의 편지 

룹 소중히 읽나가 독이 옴에 퍼져 죽늪다는 이야끼는 않ther、 ine에게 Wolsey 

와 Änne의 반대 인블로서의 도덕적인 권위틀 부여할 뿐 아니라， Catherine의 

이야기룹 마귀의 독에 침석되어 파괴펀 진정한 천주 JY.회에 관한 우의적인 

이야기로 비뀌 놓고 있71 때분이마. Calderc\n은 Ribadeneyra의 His toria에서 

는 암시적 언급에 불과히였던 Catherine의 뜩상션쓸 취히여 그 우·의적의 측 

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Calderôn이 만늘이 낸 허묶 중의 히니인 v;o15ey 

의 자살 역사 우의적이다. 마귀가 에수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탑에 

서 뛰어내려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Wolsey의 모습은 그의 정신적 타락파 절 

망의 극을 표현하는 동시에 선한 힘의 승리가 시작되었음을 알련다. 이쯤 되 

면 사이 비 천주교 산자와 마녀 가 합께 작딩하여 Henry를 속여 만든 종교- 개 

혁이 부엇인지 뚜렷해진다. 영국의 ‘분파’는 지옥과 연결되어 였으며‘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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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탄생한 가짜 총괴인 것이다. 

사실 이런 석의 이분법적 사고늪 영국의 반천주괴주의의 특징이기도 하였 

다. 그런 사고로부터 Shakespeare가 비교적 지유로왔다논 것을 Henry [/III 

증언해 준다면， La cisma는 Cal deron~] 빈개신.JJL주의기- 그런 이분법적 사고 

방식에 얻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잘 보여 준다. 그렇지만 이 작품이 보여 주 

는 반개신교주의가 곤 반영국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그 자체로서 당대 스페인에 유포된 여러 소문과 질적으로 크 

게 다르다고 받하기는 어쉽다. 당c셔 스페인에는 Henry 8세는 괴물이고 .~nne 

은 자기 오빠릎 삐롯한 수 많은 남자와 흔전과 혼후에 관계플 맺은- 읍녀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Henry의 서녀라는 소문까지도 퍼져 있었다. 그들의 딸 

Elizabeth 여왕 또한 영국 사땀들이 1갈하듯이 지녀 여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점-란한 여치바는 게 당대 스페인 사-땀눈의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스페 

인에는 영국의 빈스페인주의에 필적할 만한 범국민적 번영국 정서가 존새하 

지 않았다. 영국의 빈스페인주의가 영국외 국가주의와 동전의 양변을 이룬다 

면， 스페인의 반영국 정서는 국가주의 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무엇보다 종교적 

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물론 1537년에 시작뭔 종교 재판이 반개선교직 기구 

로서의 기능반을 수행한 것도 아니었고， 1545년의 트리엔트 꽁의회가 선포한 

공격 적 반종:iil_ 개혁 작업이 언제나 종쿄의 영역에만 국한왼 것도 아니었다

그라나 이 투 작업 다 영국이라는 특정 국-까릎 스페인의 국가적 투생 대상R 

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종쿄 재판은 무어인(Moriscos)과 유태인(Conversos) 

을 다스랴기 위한 대내 정치용으로 빈번히 사용되었고， 빈종교 개혁 작업은 

천주 .JJL회 안에서의 개혁과 선대륙에서의 선il ， 유럽 대륙에서의 종교 전쟁 

등 주쿄 국제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 사-섣 .J_페인은 영놔 공포증에 전런 

감정직 필요도 여유도 별로 없었다. 그들의 관심이 영국보다는 유검 경영에， 

신세셰 경영에， 이슬람 터키와의 전쟁에， 또는- 자국 내의 계급- 문제， 인종 

문세 등에 집증되어 있었던 탓도 있고， 영국이 자선의 듀가직 운영을 길정힐

정도로 강한 적이라고 생끼해 본 적이 없기 때푼이기도 하였다 영국의 국가 

정체성이 스페인이라눈 적이1 7]대어 형성되었다고 한다변‘ 스페인의 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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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정체성에， 재건된 산성 로마라는 

정체성에 매달린 셈이다. 

그렇게 보년 이 극의 의 pl 휠- 즈:페인과 영놔 시아의 관겨1('.]는 맥락에깐 한 

정히여 읽을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다. Henry의 종교 개혁올 Henry의 국왕 

지생권 주장과 \\'olsey의 야심， 영국， 프항스， 스페얀 똥이 한데 묶인 놔제적 

역학 판계익 문맥에 위치시키는 Shakespear、e의 작품과는 딸려， Calderòn의 

품은 그런 국제적인 맥락은커녕 영국과 스페인외 관계조차 직접적으로 언급 

하지 않는다. 이 작품이 언급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Änne과 Charles의 

관계룹 드러내jl >\nne의 부-패릎 증명하늠 배정 이성의 의미릎 깃지 않는다

사설 이 작품은 반영국적 발언이라기 보다는 정치 세계 일반， 특히 팅대 스 

페인과 유럽원 지애하는F 정치 논리에 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측띤도 없 

지 않다. 물론 않lderc\n처 럼 Henr'y 8세 의 종교 새 핵 으로부터 ‘ 왕이 1JI.:서 갚은 

총선괴 요부에게 지배되변 놔가적인 l:l]낙올 기-져윷 수도 있다’는 따위의 .llL훈 

을 끌이 내는 연이 꼭 반영놔주의적 련견으로부터의 해방윤 의미하지는 않는 

다. 그러나 에컨대 Kyd의 비극이 비극 자체의 원인을- 어떤 특정한 사펴의 확 

정한 환경(예컨대 스페인 왕실의 부패)에서 찾Jl 그 원인과 자신이 속한 사 

회플 분리하려는 충똥쓸 강하개 보인마띤， Calderòn의 역사 이해에는 타자와 

아자의 구별이 없다. 다만 정치 세계의 논퍼에 대한 이해가 있판 뿐이다. 왕 

이 좋신이1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그곳이 꼭 영국이기 때문에 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도대처l 그런 주장의 씨앗도 찾아 보기 힘틀다. 오히 

객 이 작룹을 정치적인 연낙으로 읽는디면， 이 작품은 당대 유럽 전체， 특히 

스페인에 대한 Calderc\n의 불안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 왕 Phi 1 ip 

3세의 총신 Ler뼈를 비롯히여 Philip 4세의 01 i vares , 영낙의 Buckingham, 

표량스의 Richelieu 둥 총선(pri’vado 혹은 때Iido) 의 승서l는 유럼 전역에 걸 

쳐 거의 세도화되고 있는 형 편이었다. 총신 체도(ι'a lim iento ) 는 신의 올범에 

어긋나며 폭정윌· 가쳐올 뿐이라는 개 Calderòn의 생각이었고， 이 것은 La 

cisma뿐 아니라 나중에는 J.a 1/ida 션'S suellO에서도 표현된다. 그리고 이에 대 

한 불안은 Calderc\n만이 아니라 Juan de Santa \iaría(1619) , Jerònimo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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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allos(1623)도 합께 나누는 마였으며 . La Estre11a de Sevj 11a나 E1 

bur、 Ié1d()r de Sevi /] /l 뚱 1620년대의 희극(c‘Jnredjas) 에도 총신 이야기가 많이 

뜸장한다， 이 작퓨의 윈전 엮시 Wolsey와 Cromwell쓸 총선으로 지적-히고 있 

디는 접도 눈여꺼 블 만한 씬이다. 

그렇게 보면 Henry 8세의 총신 \\'olsey가 통념적인 의미의 '\lachiavell i 적 

인물효 규정되고 있는 것또 우연한 일이 아니디. 그가 Machiavell i 직 실제 정 

치 논리에 의해 행동하는 인물임을 질 보여 주는 것이 Henry 8세에게 그가 

주는 충고 “속마음을 감추십시오(Dissimulate)" (869)라는 발이다. Machiave 

이 말윤 싸용할 때는 국가의 이‘끽윤 위해서는 속임수릎 사용혈 수도 었다는 

충고지만‘ \\'015ey의 입흘 통해 나올 때눈 ‘그런 척하십시오(simulate) ’， 즉 개 

의 이익올 위해 속엄수를 쏟 때조차도 국가의 이익올 앞세우는 척하라는 말 

로 그 의미가 바뀐다. Wolsey의 이 충고는 이 작품 전번에 속속늘이 스며늘 

이 등장 인물들의 행동 논리를 이루고 있다. Henry의 이혼 요쿠의 변이 그피 

히고. Wolsey외 Anne의 행통이 치읍-부터 같끼치 그피히며， 이 극 까지막 장면 

에서의 \lary의 정치직 속엠수 또한 그런 논리호부터 완전히 자유돕지 않다. 

결카 이 시품이 IA이 쑤는 것은 La l! i da. es sucño가 보여 주는 바와 별로 다 

르지 않다. 여기에서노 국가라는 미명 아례 법윌- 흐l 생하는- 행위는 실곽 사회 

전체를 이기적 계산과 속임수의 파괴적 연속 o 로 몰고 가는 것이다. Ca ldero 

n은 Henry 8세의 이야기에서 좋신 제도의 기반윤 이루는 설제 정치 논려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붉편합윤 정딩-화해 주는 증거룹 발견한 것이다 

결국 Calderon의 작품은 지-신의 세계로 다시 한 번 돌아 온다. Henry 8세의 

종교 개혁에 대한 탐쿠가 Charles 광자와 \!ada 공주의 흔담이리는 당대 스페 

인이 당면한 문재어1 ~l 헤 촉발되었커니와， “olsey와 Henr'y의 판계 또한 

Calderon의 조국 스페인의 총선 제도 운제를 반영하는 거울의 구실을 하고 있 

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Calderòn억 스페인도 영국을 종교직 또 

는 좌가지 타자보 반룹고 있다고 망할 수 있읍 것이디. 물론 그렇게 말할 때 

조차도 그 정도와 성격이 영국에서 ‘스떼인’이 딩딩한 적대적 타자로서의 역 

할과는 매우 다르다는 접음 부언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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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올 마귀에 흉란 나è}로 그런 이 연극에 딩-대 스페인의 관중이 어떤 반 

용올 보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일본과의 축구 시합에서 한국 관중이 느끼 

는 것과 홉시한 알 수 없는 분노와 환회가 .""'1.늑·쓸 시-로집았올지도 모블- 힐이 

다. 그피니 여기서도 역시는 우야에게 다시 한 번 저만츰 물ιl서서 선전적 

이야기끼· 생략히-고 비-꾸이 놓은 산지l 이야기활 기억히-2.1-고 요구한다. 

Shakespeare의 직품에서 I\nne의 처형파 h떠ry의 불행하고 쌀딱한 집권에 대한 

이야71 7} 식-세권 것처링. Calderôn의 식품에시 .'i， El i zabeth의 탄생이나 Mary 

채위 증에 시도했던 천주 교회의 복원 노.픽이 결국 실패호 끝나고 1갈았다는 

이야기는 사라지고 없다_ Shakespeare와 Calderón 둘 다 자신이 속한 쿄회 

필연적 송리를 예고하고 있올 뿐이다. 그러나 Shakespeare가 Henry의 종교 개 

혁에 대한 이야기를 반천주괴주의와 반스페인주의로 끌고 가지 않은 것처럽 ， 

Calderón 역시 Henry 개인의 ‘티략’에 대한 이야기촬 영국인 전체에 대한 비방 

으로 반전시키지 않는다. Ca l der‘òn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대(對)영국 정서가 었 

다면， 그것은 비방보다는 영국의 버극적 운명에 대한 연민에 더 가깝다고 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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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언 

영국과 스페인의 충똘에 대한 이야기는 17세기 후반까지 계속될 수 있다. 

혹은 오늘날까지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점은 영국과 스페인의 정치， 종교， 경제적 충돌로 현상한 

종교 개혁이 역사극이라는 장르를 탄생시켰을 뿐 아니라 역사에 대한 관심과 

자의식쓸 영국 르네상스 연극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사 

실이다. 종교 개혁이야말로 Sidney가 “잡종 비극”이라고 비난한 영국 르네상 

스기의 연극， 그 위대한 잡종 정치와 종교， 경제 등 모든 사회적 요소가 연 

극이라는 문화 형태와 결합한 잡종을 만든 것이다. 그 “잡종”은 한편으로는 

종교 개혁을 정당화하고 선전하고， 정착시키고 완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 개혁의 전제인 국가라는 개념， 영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연극의 종교적 의 

의， 또는 종교라는 말이 당대에 가졌던 다원적 의의를 감안하지 않는 연구는 

지극히 비역사적인 연구， 즉 이 시대가 아닌 다른 어떤 추상에 대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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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terar、y Encounters between England and Spain 

때ti-Hispanism in English Renaissance Drama 

Jongsook Lee 

This study responds to two great orthodoxies about English Renaissanc 

The one , established by Voltaire in the Age of Enli빼tenment ， expl 

apparent similarities between Shakespeare and Calderón and Lo야 de Vega 

Spanish Golden Age in terms of direct literary influence and imitation. 

advanced and devoutly held by historicists of various persuasions in our 

has it that English Renaissance drama as a whole constitutes a narrati 

struggle for hegemony waged between the power él i te based at the ab 

court and the new one emerging from the capitalist society. Both theor‘ 

place English Renaissance drama in the larger context of the liter 

politics of early modern Europe. lnterestingly enough, however , they b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Reformation, more than any other 

event of the time , changed the configμration of the cultural and politi 

Europe. This study, then , seeks to engage scholar1 y attention in exam 

ways in which the Reformation dictated the form and content of E 

Renaissance drama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story of the Reformation as the shapi 

of English Renaissance drama is also the story of religious and 

encounters and conflicts between England and Spain. Out of the enc 

between these two nations grew the new genre of historical drama , 

Vol taire seized upon as evidence of Spanish in f1 uence on English Ren 

drama. lndeed, Engl ish drama of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 

whole can be characterised as a response to the Reformation , and the 

and religious issues these events generated. The first Engl ish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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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le ’ s Kit꿈 Joh없7， was also the first dramatic en행gement in a 

propaganda war a용ainst the Roman Catholic Church. Bale reads the 

Reformation as an English triumph over the evil and corrupt Rome , an 

event inscribed in the .~pccalyptic vision of a universal history , and 

I\'hich I\'as prefigured in King John ’ s struggle to protect English 

independen∞ frorn papal control and invasion in the thirteenth century. 

Ba le ’ s reading goes a long lVay toward the creation of the myth of the 

Protestant England as the elect nation 야rsecuted by an army of 

Antichrists. Catholic Spain and its threats to En응land were interpreted 

\\"ithin the frarnework of this narrative of the elect nation. Spain 

became the chief target of the English Anticatholic carn어ign ， and 

AnticatholicislD interchangeable with Anti-Hispanism. rhe twin themes of 

the elect nation and Anticathol icislD/Anti -His며nism， bom in response 

to the Re f orma t i on, proved to be the maj or i ID야tus in the inception of 

Engl ish Renaissance drama and its development after kïr핑 Johan. 

The project of re\\"riting the history of the Protestant England as G 

nation initiated by Bale continued in the harrowing years of the reign 

뼈ry. The Geneva Bible and Foxe’ s Book of the Martyrs, both begun , and 

completed, in exile on the continent , are the culminating expressions 0 

thernes of the eJ ect nation and Anti cathol icisrniAnt i -Hi spani srn. And, as 5 

set the ideological context of the plays staged in England aι every cr 

in the Anglo .. Hispanic relationship during the period between 1558 an 

Thomas Kyd's 작셨nish η쟁edy， the work that opened a long and bri 11 iant 

of the revenge play in the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 for example , c 

as a response to the threat of an imminent invasion by the Spanish Ar 

the 1580’ s. Shakespeare’ s Henry vr r r c때 also be read as a response t。

explosion of Anti -Hi s뻐nisrn triggered by the sudden death of Prince 

charnpion of the international Protestant alliance against Spain, and th 



승iL캐혁애 대한 언}웅으호서의 브네상ζ: 연극 119 

a second i nvasion of the Spanish Arrnaæ. ln th i S wOl'k, Shakespeare 

di l'ectly to the originary momems of the English Hefomation , pro 

remarkably balanced analysis 01‘ the forces , both pol i tical and 

personal , that impelled Henry Vlll to I\'hat amαmted ω a radical 

reformation of the church , Henry VIII, as such, affords an i 11uminating 

commen tary on the Ant i ca thc 1 i c i srnl 씨nti-Hispanism that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shaping of En밍 ish national identity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Calderón’ s l.a cisma de !nglaterra, wri tten in the ear、 ly year5 of t 

when the projected match be디veen Prince Charles and Infanta I때na 

England into yet anothel' bout of Anti -Hispanic hysteria, pl'ovides an 

gl impse at Spani sh reactions to the Engl ish Reformation. Calderón t 

national drama of the English Reformation into the personal tragedy 

VIII , placing his attention squarely on ιhe personal motives behind He 

divorce frorn Catherine, and his eventual rebell ion against the Roman 

Church and papa 1 authori ty. T n hi s hand , Henry VTT T becomes an Everyman 

from the grace of God, seduced by the devi 1 i n the beaut i ful shape 

Bo leyn , and England a victim led astray by such a king: England is an 0 

pi ty rather than of hate. Calderón ’ s play ShO\'6 in 1 i t tle the chie 

between Catholic Spain and Protestant England in regarding the English 

tion , \Vhatever the Spanish fel t about England , very 1 i t tle of i t seem 

added up to anythi ng comparable to the Anti -.Hi spani SID 01’ the Engl ish 

νirulence and i t5 significance in the shaping of national identi ty. 

continued to dream their irnperial drearn of the dominus mL1ndí , little per 

the real power of the island country’ s Ant i -Hi spani sm 50 unrni stakab 1 y 

strated in the defeat of their‘ Armada in 1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