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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초서의 작품 중 초기와 중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명예의 전당』
(House of Fame)과 『선녀열전』(The Legend of Good Women)에 공통적으
로 등장하는 ‘디도’(Dido)는 중세 남성들이 정욕의 화신으로 규정하는 여성으
로, 중세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이다. 또한 
‘디도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초서가 처음에는 여성에 대한 당대의 전통적 
견해를 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예의 전당』과 『선녀열전』을 거
치면서 이점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두 작품 모두 초서가 고
전작가들을 모방, 발전시키며 자신의 작가적 권위와 시인으로서의 기교를 고
뇌하고 모색하는 중에 집필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서의 중요한 시적 소
재 중에 하나 던 여성관의 태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또한 
두 작품에서 등장하는 디도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미흡하게 연구되었던 디도
의 여성성을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향후 전개될 초서의 여성인물들에 대한 방
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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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디도에 대한 전통적 견해와 그녀의 문학적 입지를 살피는 것은 초서의 
디도에 대한 견해와 본 논문의 논지를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디
도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디도는 중세시대 서사시의 대표적인 웅
적 인물이며 그 이름만으로도 ‘오래된 책들’(old bokes)의 전통과 여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마틴(Priscilla Martin)은 초서가 『명예의 
전당』을 가장 유명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여성으로 시작하고 있다(195)고 지
적하고 있는데, 이는 문학전통에서 디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디도를 통해 
고전작가들을 따르고자 하는 초서의 작가적 포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문
학적 전통에서 디도가 차지하는 입지를 보자면, 우선 버질(Virgil)은 『아이네
아드』(Aeneid)에서 디도의 열정을 불멸화시켰고 오비드(Ovid)는 『여인들의 
편지』(Heroides)에서 그녀를 사랑의 희생자로 동정적으로 묘사했다. 디도는 
버질과 오비드뿐 만 아니라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와 단테(Alighieri 
Dante)에 의해서도 다루어졌으며, 성 오거스틴(St. Augustine)도 디도의 이름
을 직접 자신의 『고백록』(St. Augustine’s Confessions)에서 언급하 다. 또
한 현대 비평에서도 디도는 여성의 문제가 쟁점화 될 수 있는 지점이다. 여성
주의 학자 식수(Helene Cixous)는『아이네아드』3권과 4권에서 도시를 건설
할 운명인 아이네아스(Aeneas)가 신들의 도움으로 디도를 떠나는 대목이 자
신이 여성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76-77). 만(Jill 
Mann) 또한 『명예의 전당』의 디도를 시작으로 글쓰기를 전개한 이유를 디
도가 여성에 대한 시인의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예리한 감수성을 제시하고 있기 
1) 사실 『명예의 전당』과 『선녀열전』의 디도는 개별적 이야기와 인물보다는 작가

적 권위에 대한 탐구 혹은 실험적 작품의 관점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명
예의 전당』은 오랜 세월 거의 집중적으로 작가적 권위에 대한 탐구로 읽혀졌고(강
지수 34) 1385-6년에 집필 된 것으로 추정된『선녀열전』은 『트로일루스와 크리
세이다』와『캔터베리 이야기』사이에 전환기적 문학적 성취의 관점에서 논의되었
다. ‘열전의 이야기’는 ‘서문’보다 주목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여주인공들이 고전에 
등장하는 이교도들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부각
되는 각각의 이야기와 화자를 연결하여 초점을 맞추는 통합 장치가 부재했기 때문이
다. ‘열전’의 유일한 통합장치라고는 ‘여성의 정절과 남성의 배신’인데 이는 오히려 
초서의 작가적 역량을 축소시키며 심리적인 민감성, 네러티브의 복잡성과 긴장감 모
두에서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런 과정에서 디도의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다른 주제에 편승하여 부수적으로 다루어졌다(Brian Stone 
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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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1991: 7-8) 밝힌 바 있다. 
중세 시대에 ‘디도’의 이야기가 이렇듯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이유는 여러 개

의 출처가 공존했기 때문인데 우선 버질의『아이네아드』는 중세 학교의 중요
한 라틴어 텍스트 고 12세기 후반부터는 오비드의 『여인들의 편지』가 널리 
회자 되었다. 사실 디도를 정욕의 인물로 해석하는 것은 『아이네아드』의 견
해를 따른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디도를 다시 결혼하기보다 죽기를 택한 정절
을 지킨 과부로 나타내기도 한다. 14세기의 몇몇 학자들은 초기의 전설이나 
역사적 인물로 등장하는 디도가 버질의 디도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
다. 보카치오는 버질이 창조한 디도의 허구성을 인식하고 버질이 고귀한 인격
의 소유자이자 정절의 여인인 디도를 무시하는 결론을 내린 이유를 버질의 목
적이 아우구스투스와 로마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보카치오가 지적한 것처럼, 버질은 로마와 아우구스투스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디도를 유혹과 열정의 화신으로 제시한다(1956: 68-9). 웅
적인 망명자인 디도는 욕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림받은 여성으로 변화되었
다. 또한 터툴리안(Tertulian)과 제롬과 같은 중세 교부들도 정절을 지키기 위
해 목숨을 끊은 디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Schmitz 17-19). 그러나 무엇
보다 중세 문학전통에서 디도는 ‘리비도’(Libido)의 화신, 성적 유혹에 저항하
지 못하고 욕망에 굴복한 여인이다(Desmond 57-58). 여러 가지 출처가 있었
던 디도는 중세 시대의 독신성직자들의 시선을 통해 단순화된다. 중세 작품에
서 디도는 여성의 과도한 성적 욕망의 예로 제시되며, 사랑의 어리석음 때문에 
죽은 여인으로 등장한다(Mann 8). 또한 성 오거스틴(St. Augustine)은 고대 
카르타고(Carthage)의 여왕 디도를 여성성과 이교도 문학의 상징으로 동일시
한다. 오거스틴이 청년의 시기에 『아이네아드』를 읽고 디도를 동정해서 흘
린 눈물의 의미는 간음이었다(39). 오거스틴은 디도의 도시 카르타고를 혐오
스런 애정(Amor)이 가득한 정욕이 난무하는 도시로 규정하 다.2) 이러한 오

2) 나는 카르타고로 왔다. 그 곳에서는 프라이팬에 가득한 혐오스런 애정들이 내 주변
에서, 그리고 사방에서 탁탁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To Carthage I came, where a 
whole frying-pan full abominable loves crackled round about me, and on 
everyside./ Veni Karthaginem, et circumstrepebat me undique sartago 
flagitiosorum amorum  Augustine 99) 한국어 번역은 필자가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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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틴의 정의는 중세시대의 디도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며 
초서가 디도를 바라본 정욕과 어리석은 욕망의 관점에 대한 배경이 된다. 초서
는 이러한 중세 남성들의 시선을 『명예의 전당』과 『선녀 열전』에 반 하
고 있고 두 작품에 나타난 차이를 통해 초서의 변화된 면모를 볼 수 있다.

                    

Ⅱ. 디도에게 투 된 정욕의 이미지 

우선 『명예의 전당』에서 중세남성들이 정욕의 화신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너스 사원과 비너스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쿤스(B. G. Koonce)는 
초서가 비너스와 비너스 사원의 의미를 적절히 변형하여서 디도의 역할을 확
장했다고 말하고 있다(111). 이러한 지적은 비너스와 비너스 사원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이 디도의 여성성에 대한 지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각
적 이미지, 비너스, 비너스의 의복, 디도로 이어지는 화자의 묘사는 초서의 생
각의 추이를 반 한다. 특히 시각적 이미지와 비너스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러한 순서로 초서가 그린 디도의 여성성을 추적해 가며, 초서가 
당대 남성들의 시선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또한 당대의 남성과 자신이 어
떻게 다른지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격적인 디도의 이야기에 앞서 비너스 사원의 벽화묘사는 감각적이고 성적
인 이미지들과 비너스에 대한 묘사로 가득하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전통적으
로 남성들이 지향하고 꿈꾸는 여성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조합되지 않은 이러
한 이미지들은 초서가 전통적인 견해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반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화자 ‘제프리’(Geoffrey)의 꿈에 등장하는 비너스 사원의 벽
에는 버질의 『아이네아드』에 대한 동판이 그려져 있었다(HF 141-42). 유
리로 지어진 비너스 사원은 조상, 첨탑, 용기와 초상화와 같은 다양한 이미지
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 “정교한 그림들”과 “오래된 작
품의 형상들의 기묘한 방식”은 화자의 관심을 끌게 된다.3) 또한 “기묘한”에 내

3) “정교한”(curiouse)은 시각적인 기술을, “기묘한”(queynte)은 기술적이고 성적인 암
시를 중첩시키는 어휘들이다. curiouse 1. skilful, ingenious 2. finely wr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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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된 성적인 암시는 시각적 이미지와 정욕과의 관계에 대해 유추하게 한다. 데
스몬드(Desmond 135)나 미니스(A. J. Minnis 191)와 같은 비평가들은 화려
하고 풍성한 이미지들 때문에 화자가 주의깊은 시각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 비평가들의 목적은 시적 화자와 시인의 주체성에 대한 초서의 인
식과 화자의 시각이 차지하는 주체적 위치를 부각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들
의 지적에서 작품에서의 시각적 반응과 이미지가 전달하는 중요성이 드러난
다. 화자의 주체적 위치는 이미 그려진 이미지들을 화자가 읽어낸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이는 전통적 견해를 그대로 읽어내는 초서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잠이 들었을 때, 나는
    유리로 지어진 사원 안에 있는 꿈을 꾸었다. 
    그 사원 내부에는 수없이 많은 금으로 된 조상들이
    몇 겹으로 된 대좌 위에 서 있었고,
    보석으로 세공된 첨탑이 있는
    더욱 화려하게 장식된 성체용기들,
    수많은 정교한 초상들,
    그리고 여태까지 보아온 그 어떤 것보다도 고풍스런 스타일로
    더욱 기교 있게 조각된 형상들이 있었다.4) 
    
    But as I slepte, me mette I was
    Withyn a temple ymad of glas,
    In which ther were moo ymages
    Of gold, stondynge in sondry stages,
    And moo ryche tabernacles,
    And with perre moo pynacles,
    And moo curiouse portreytures,
elaborate; queynte (a)1. strange, curious 2. elaborate, skilful (n). 
genitals(female) 의 의미가 있다(Davis 30, 115). 

4) 본 논문에 수록된 『공작부인의 서』,『명예의 전당』,『선녀 열전』,『새들의 의
회』는 필자가 번역을 시도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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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queynte maner of figures
    Of olde werk, then I saugh ever.(119-27 필자강조) 

파일러(John M. Fyler)가 지적한 화자의 수동성이라는 것은(37) 수많은 시
각적 이미지들에 의해 둘러싸인 채, 벽화를 보고 있는 수동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화자를 의미한다. 파일러는 화자가 계속 이미지들을 읽어냄으로써 수동
적 상태에서 주체적 입장으로 바뀐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바로 데스몬드가 디
도, 비너스, 명예의 이미지를 읽어내는 화자의 모습을 남성적 주체의 모습이라
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134). 읽어내는 행위를 통해서 화자의 주체적 
입장을 강조하는 이러한 비평가들의 지적은 중세 남성이 여성을 규정하고 정
의하는 관계로 확대할 수 있다. 디도의 이야기에 앞선 수많은 비너스 사원의 
이미지들은 바로 디도에 대한 당대 남성의 견해의 발현이며 남성들이 디도에
게 부여한 일방적인 정욕의 이미지인 것이다. 벽화의 이미지를 따라가는 화자
의 눈길은 이러한 이미지들을 당대의 전통적 시선 그대로 읽어내고 있다. 화자
의 시선은 풍성한 시각적 이미지들을 거쳐 비너스 초상화에 머물고 비너스의 
초상화에서 이러한 이미지들은 응축된다. 

            초상화에서
   나는 바로 비너스가 바다에 
   나체로 서있는 모습과 
   분명히 머리에 
   희고 붉은 장미 화관과 
   머리에 빗을 꽂은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비둘기들과 눈 먼 아들
   큐피드, 그리고 얼굴이 검게 탄 
   남편 불칸도 보았다. 

             for in portreyture
   I saugh anoon-ryght hir figure
   Naked fletynge in a see,



『명예의 전당』과 『선녀열전』의 디도에게 투영된 정욕의 이미지와 여성적 전략의 문제 167        
                  

   And also on hir hed, pardee, 
   Hir rose garlond whit and red,
   And hir comb to kembe hyr hed,
   Hir dowves, and daun Cupido
   Hir blynde sone, and Vulcano,
   That in his face was ful broun. (HF 131-39)  

특히 비너스의 초상화는 화려한 색채와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시각적 이미
지는 어떠한 다른 감각보다 정욕을 강렬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비너스에 대한 
묘사는 디도에 대한 초서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비너스 초상
화에 이어 초서는 비너스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한다.

이러한 비너스의 강조는 버질에게서 볼 수 없는 확연한 차이다(Koonce 
110-11).5) 예를 들면, 비너스가 슬픔에 가득한 눈물을 흘리며 최고의 신 주
피터에게 아이네아스가 탄 함대를 구해달라고 호소하자 주피터가 폭풍을 잠잠
하게 하면서 비너스에게 키스하는 장면이라든지 비너스가 사냥 복장을 하고 
아이네아스 앞에 등장하는 장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HF 212-220). 특히 
『명예의 전당』에서는 화자가 벽화를 보고 그려내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비너
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너스의 외양은 디도보다 자세하게 묘사
되어있다.    

5) 쿤스는 『명예의 전당』을 상징적인 알레고리로, 아이네아스와 디도의 관계를 지상
의 명성과 천상의 명성 사이의 적인 투쟁으로 해석한다. 아이네아스와 디도는 서
로를 만나기 이전에는 각각 미덕과 진정한 명예를 따르는 자들이었다. 아이네아스는 
로마의 광을 이룩하도록 신들이 임명한 지도자, 건설자이고 디도는 책임감 있는 
통치자이며 결혼 서약과 정절의 충실한 이행자이다. 그러나 디도가 아이네아스에 대
한 열정에 굴복하게 되자, 그녀의 명성은 자신의 정열과 격정을 억제하는데 무용지
물이 되고 만다. 주피터는 머큐리를 아이네아스에게 보내서 이전의 고귀한 명예를 
망각했음을 알려준다. 결국 아이네아스가 디도를 떠나는 것은 신들이 예정한 광의 
길로의 돌이킴, 즉 회복인  것이다(107). 중세 주석가들은 아이네아스가 트로이를 
떠나 지금의 이탈리아로 정착한 과정을 세상과 육체의 시험과 유혹으로 둘러싸인 순
례자가 마침내 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혼의 안식처에 도달한 것과 비슷한 여정
으로 해석한다. 목적지인 이탈리아는 혼이 도달하게 되는 ‘완성의 경지’를, 아이네
아스가 떠난 트로이는 혼이 살면서 지배하는 ‘육체’를 상징한다(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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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에 비너스와 만났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비너스
    귀족부인의 사냥하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바람에 그녀의 머리채를 휘날리면서. 

    Mette with Venus that day,
    Goynge in a queynt array,
    As she had ben a hunteresse,
    With wynd blowynge upon hir tress;(HF 227-30, 필자 강조) 

“머리를 흩날리며”, “사냥꾼의 화려한 옷차림”을 한 비너스에 대한 묘사는 
간결하지만 비너스가 제공하는 여성적 매력과 이미지는 강렬하다. 이것은 앞
으로 이어질 디도에 대한 묘사를 짐작하게 한다. 대부분의 초상화에서 비너스
는 물에 부분적으로 가려져 나신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새들의 의회』(The 
Parliament of Fowls)의 비너스는 발랑스의 천으로 가려지더니 『명예의 전
당』에서는 사냥꾼의 옷차림으로 등장한다.6) 비너스의 몸을 가렸던 옷감 산업 
중심지의 천은 마침내 사냥꾼복으로 변화되어 비너스를 덮는다. 옷을 입은 비
너스는 당대의 시대상을 반 하는 것으로 옷감산업의 발달이 여성에게 미친 

향을 사냥꾼복을 입은 비너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너스에 대한 모든 이미지는 정욕을 드러내는 성적인 암시로 귀결된

다. 비너스의 “화려한 옷차림”(a queynt array)의 “queynt”는 명사의 의미로는 
‘여성의 성기‚’ 형용사로는 ‘낯선, 호기심 있는, 정교한, 능숙하게 고안된, 화려
한, 우아한’(Davis 116)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중세어 “queynt”는 성적인 의
미를 암시하는 ‘언어유희’(pun)로 해석될 수 있다(Koonce 111). 비너스가 귀
부인들이 입는 사냥꾼 옷차림을 한 것은 이어서 등장할 디도의 옷차림을 예고
하며 두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관계성을 피력한다. 비너스의 이미지를 본 화자
는 즉시 디도의 이야기와 맞닥뜨리게 된다. 비너스의 “화려한 옷차림”은 초서

6) 남자들은 비너스가 가슴에서 머리에 이르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그 나머지는 만족스럽게/ 아주 섬세하게 짠 발랑스의 스카프로 덮혀 있었다(PF 
2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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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도하는 의복과 정욕의 관계를 함의한다. 
『명예의 전당』에서 디도의 의복과 외양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

다. 비너스의 의복과 외양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초서가 디도의 의복을 언급하
지 않은 것은 더욱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디도의 의복이 묘사되지 않은 이
유는 호지스의 “의복 수사학”(costume rhetoric) 중 세 번째 유형, ‘생략된 의
복’(Omitted Clothing)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략된 의복’은 작가가 독자에게 
관습적인 의복을 가정하도록 하고 어떠한 옷도 묘사하지 않거나 작가가 예상
된 의복을 생략하는 경우인데 그 인물이 비유적으로 그 사람이 대표하는 행동
이나 미덕으로 옷 입고 또는 그에 따라 판단되는 문학적 표시이다(2000: 
1-21).7) 호지스의 의견대로 예를 들자면, 그리셀다나 교구목사는 각각 인내
심과 참된 목자의 전형이기 때문에 의복이 따로 묘사되지 않는 경우이다. 말하
자면 디도는 정욕 그 자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복이 상세하게 묘사되지 않은 
7) 호지스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의복시스템’(garment system)에 착안하

여 의복의 비유가 “일시적이지만 의미화 연상”(a temporary but signifying 
association)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초서의 “의복 수사학”(costume rhetoric)이라
고 명명하고 의복에 의한 성격유형을 편의상 7개의 모델로 정리한다(2000: 1-21).

   1. 적인 거울(Spiritual Mirror)-입는 자의 적인 조건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의
복 또는 악세서리

   2. 거짓된 예복(False Vestment)-인물의 내적 본성이나 지위를 부정확하게 말하는 
확립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의복이나 악세서리; 적 사회적 변장

   3. 생략된 의복(Omitted Clothing)-작가가 독자로 하여금 관습적인 의복을 가정하
도록 하고 어떠한 옷도 묘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작가가 예상된 의복의 아이템을 
제거하는 경우. 그 인물이 비유적으로 그 인물의 행동이나 미덕으로 옷 입고 또는 
그에 따라 판단되는 문학적 표시이다. 

   4. 상징적 의복(Emblematic Dress)-한 종류, 계급, 또는 집단의 기호, 뱃지, 또는 
장치로써 기능하는 문학적인 의복

   5. 실제적 의복 또는 악세서리(Actual Garment or Accessory)-실제적으로 있는 그
대로의 단계에서 묘사되는 의복 아이템, 독자들은 역사적 기록에서 묘사된 또는 
의복사에서 언급된, 또는 공예품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다.  

   6. 사회적 거울(Social Mirror)-정확히 입는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혹은 둘 다
를 반 하는 의복 또는 악세서리

   7. 일반화된 의복(Generalized Costume)-세부사항이 부족한 의복에 대한 전형적인 
문학적인 묘사. 

호지스는 초서가 중세 시대의 의복에 관한 문학관행과  전통적인 의복 비유를 알았음에 
틀림없을 테지만 초서의 서문은 통상적인 진부한 모티프의 반복을 피하고 있다고 말하
며 초서의 의복 수사법이 중세 시대의 많은 문학작품과 날카로운 대조를 보인다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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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점은 초서가 디도를 정욕의 화신으로 간주하는 남성들의 견해
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 견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화자가 디도의 외양과 의복을 묘사하지 않은 채, 바로 디도의 “어리석은 욕
망”(nice lest, HF 287)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디도를 욕망자체로 옷 입은 
여성으로 간주한 “의복 수사학”에 적합하며 또한 당대 남성의 견해를 그대로 
반 한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말하리라. 아이네아스와 
   디도와 너무 빨리 손님을 사랑한 
   디도의 어리석은 욕망을. 

   Al this seye I be Eneas
   And Dido, and hir nyce lest,
   That loved al to sone a gest; (HF 232-34) 
 
중세 남성들은 우선 디도의 욕망이 겉으로 보기에는 결혼에 대한 갈망으로 

표현되지만 그 본질은 성적인 욕망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네아스와 사랑에 
빠진 디도가 “결혼이 바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HF 243-244) 했다는 
것은 디도가 아이네아스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했다는 것과 전 남편의 재를 두
고 맹세한 신성한 언약과 정절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Koonce 115). 이 때문에 단테(Aligheri Dante)는 디도를 호색의 무리로, 그
리고 동시에 아이네아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은 남편에 대한 맹세를 배신하
고 자살한 여자로 묘사한다.8) 디도는 육체적 사랑을 상징하고 그래서 비너스
와 긴 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9) 
8) 단테는 디도를 “사랑 때문에 시카이오스의 재와 맺은 신의를 저버리고 자살한 여

인”(The other is she who killed herself for love, / And broke faith with the 
ashes of Sichaeus; Inferno,Ⅴ,61-63)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보카치오는 디도가 
침대에 누린 기쁨을 갈망했다고 언급한다(Amorosa visione, ⅩⅩⅤⅢ-ⅩⅩⅨ). 쿤
스 재인용(115).

9) 로벗슨(D. W. Robertson, Jr.)에 따르면, 비너스는 전통적으로 색욕으로 뒤얽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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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의 불행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결과이다. 디도의 문제를 ‘명
예’와 ‘불명예’(infamy)의 문제로 파악한 쿤스에게 디도의 운명은 자신의 고귀
한 의무를 망각하고 지상의 사랑과 명성을 신뢰한 자의 치욕스런 결말이다
(123). 이러한 해석은 버질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버질과 중세 주석가들
은 디도의 운명이 지상에 속한 운명 그리고 불명예에 해당한 것이라면 디도와 
비너스 신전을 떠난 아이네아스의 운명은 천상의 명예를 얻고 미덕의 길로 돌
아선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버질의 디도가 욕망에 사로잡혀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될지라도 여전히 비극의 여주인공인 웅적 인물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
는 반면에 초서의 디도는 여왕의 면모가 아닌 일반적인 여성으로 끌어내려진
다. 그는 우선적으로 디도의 욕망이 왜 어리석은지에 대하여 화자를 통해서 설
명한다.

   그리고 동판에 그려져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단지 한 마디 말로 그를 
   그녀의 인생, 사랑, 기쁨, 주인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경의를 다 표하고
   그에게 어떠한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쏟아 부었는지
    
   And after grave was, how shee
   Made of hym shortly at oo word
   Hyr lyf, hir love, hir lust, hir lord,
   And dide hym al the reverence,
   And leyde on hym al the dispence,
   That any woman myghte do, (HF 256-61 필자강조)

디도의 어리석음은 “너무도 빨리”(shortly), “한 마디 말로”로 잘 알지 못하
는 남자 아이네아스를 자신의 생명, 사랑, 기쁨, 주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는 덫과 연결되는데 비너스의 종이 된 자들 즉 육체적 사랑의 포로가 된 자들은 스
스로를 ‘덫’(snare)과 ‘사슬’(cheyne)로 얽어매는 방법 외에는 어떠한 다른 것도 생
각지 못한다. 그들은 정욕의 열기만을 키울 뿐이다(1962: 394,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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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는 어리석게도 겉모습에 속아서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아이네아스를 믿어
버린다. 화자는 “겉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Hyt is 
not al gold that glareth 272)와 같은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외모와 외양에 속
기 쉬운 여성의 어리석음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화자는 계속해서 “남자는 욕
망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Tyl he have caught that what him leste 282) 그
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남자의 외모, 말솜씨, 친절함에 속지 말라고 여성들에
게 경고한다. 또한 화자는 디도가 아이네아스에게 “모든 경비를 다 쏟아 부었
다”는 점도 어리석음의 한 요인으로 지적한다. 디도가 아이네아스를 위해서 
“경비”를 지불한 것은 군주가 갖추어야할 덕목 중 하나인 관대함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리석은 요인이 된 것은 디도가 여왕이라기보다는 
보통의 여인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초서는 『명예의 전당』에서 디도를 이전의 문학 전통에서 보여지는 최고의 
미, 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여왕과는 거리가 먼 매우 평범한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 화자는 디도의 경험을 “여성”(wymmen) 대 “남성”(men), “우리”(we) 대 
“너희”(ye)라는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대결의 경험으로 확장시킨다. 여성은 남
성의 감언이설에 속는 기교 없는 희생자이다. 초서는 군주이며 고전의 여주인
공인 디도를 문학의 소재에서 떼어내 살아있는 일반적인 여성으로 독자적인 
생명을 얻게 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러한 시도는 『선녀열전』에서 더욱 구체
화된다.  

『선녀 열전』은 시인으로써 초서 자신의 시작과 판단력과 정체성의 고민을 
드러내며 변화의 징조를 암시하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10) 초서는 
10) 프랭크(Robert Worth Frank)는 『선녀 열전』이 1386년에 착수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1386년이 초서가 새로운 시적 기교와 주제와 재료에 대한 문제로 고민했
던 시점임을 밝힌다. 프랭크는 초서의 시적 단계를 프랑스, 이탈리아, 국의 3단
계로 나눈다면 『선녀 열전』을 착수한 1386년은 이탈리아 문학의 향에서 국
적인 단계로 발전하는 시작의 종을 울리는 때라고 말한다. 『선녀 열전』의 서문을 
착수할 때 이미 그는 『공작부인의 서』, 『명예의 전당』,『새들의 의회』, 『트
로일루스와 크리세이다』, 「기사 이야기」, 그리고 「성녀 세실리아의 생애」(the 
lyf also of Seynt Cecile)를 완성한 상태 다. 초서는 작품을 쓸 때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다. 프랭크는 이러한 점을 초서의 지칠 줄 모르는 다양성이라고 지적
한다. 초서는 몽시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새들의 의회』에서 이 형식
을 탁월하게 완성했고 『새들의 의회』를 완성한 후에 몽시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
다. 또한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다』, 「기사 이야기」의 이상화된 사랑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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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에 대한 인정과 전통의 압력과 권위를 온전히 느끼면서도 자신의 내부에
서 용출하는 창조성을 풀어놓을 기회를 엿볼 시도를 한다. 그래서 가장 진부한 
듯 보일 수 있는 충실한 여인들이라는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초서는 오비드와 
다른 작가들과 달리 자유롭게 소재들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이야기들을 시작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틀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의미에서『선녀 열전』은 시
적 기교의 발달을 보이는 작품이다. 프랭크는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다』에
서 『캔터베리 이야기』로 가는 과정보다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다』에서 
『선녀 열전』을 거쳐 『캔터베리 이야기』로 가는 과정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단계라고 말한다. 초서는 『선녀 열전』을 통해 권위, 이상화, 코드의 세
계에서 현실과 경험의 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35). 이런 과도기에 다시 등
장한 ‘디도의 이야기’는 의미가 깊다.

『선녀 열전』에서도『명예의 전당』처럼 디도에 앞서 비너스가 등장한다. 
그러나 『명예의 전당』에서 비너스 사원의 벽화를 보는 화자를 통해서 비너
스 사원의 여러 이미지들과 비너스의 초상화가 먼저 자세히 묘사되었다면 
『선녀 열전』에서는 사냥꾼 옷차림을 한 비너스가 바로 등장하는 것이 차이
점이다. 

   
   마침내 아이네아스가 사냥꾼 옷차림을 한 여인을 만날 때까지.
   비너스는 손에 활과 화살을 들고 있었고
   무릎까지 오는 짧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태까지 자연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다.  

에 지친 초서에게 이제 무엇을 써야 하는 가의 문제가 1386년 가장 절실했음에 틀
림없다(Frank 1-6). 초서는 이상화되고 코드화된 사랑의 주제를 다루는 몽시에서 
벗어나 네러티브 시로 전환한다. 자살, 버림, 절망, 냉담한 학대, 냉소적인 납치가 
‘열전’의 재료이다. 귀부인의 자비와 동정심과 위험은 초서가 펼치려는 세계와 아
무런 관계가 없다(26) 『명예의 전당』에서는 제우스에게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들
만을 재료로 쓴다고 질타를 받은 화자가 새로운 삶의 경험을 체험할 요량으로 ‘명
예의 전당’과 ‘소문의 집’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새들의 의회』에서는 사
랑에 대한 새로운 제시와 책을 계속 읽겠노라는 화자의 의지가 등장한다. 『선녀 
열전』에서도 고전의 주인공을 재료로 이용하면서 초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전개하
는 초서의 과도기적인 작가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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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l at the laste he mette an hunteresse.
   A bowe in hande and arwes hadde she;
   Hire clothes cutted were unto the kne.
   But she was yit the fayreste creature
   That evere was yformed by Nature; (LGW 971-75)

비너스는 『명예의 전당』에서도 사냥하는 옷차림으로 등장하지만 『선녀
열전』에서 의복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비너스는 무릎까지 오는 짧
은 옷을 입고 손에 활과 화살을 쥐었다. 무릎까지 오는 짧은 옷과 손에 쥔 활
과 화살은 사냥꾼에게 어울리는 활동성을 드러낸다. 사냥꾼은 적극적이고 공
격적인 자세로 활과 화살로 사냥감을 포획해야 한다. 비너스가 두 차례나 사냥
꾼의 옷차림으로 등장한 것은 사냥꾼의 특징을 강조하고자하는 초서의 의도이
다. 

『선녀 열전』이『명예의 전당』과 확연히 달라진 면이라면 비너스의 묘사
가 축소되고 디도의 외양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 것이다. 디도는 다소 추상적
이고 관습적으로 그려진다. 예를 들면, “시카이오스의 아내 던 고귀한 여왕 
디도의 아름다움은 햇빛보다 더욱 빛났다”(1004-6). “디도는 고귀한 우아함, 
아낌없는 베품과 기품 있는 태도로 여왕다움의 꽃으로 일컬어졌
다”(1009-10)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는 묘사라기보다는 햇빛과 꽃
에 비유되는 궁정식 사랑의 귀부인과 같은 묘사이다. 보덴(Muriel Bowden)의 
의견대로, 초서가 의복묘사를 자세하게 하는 경우는 인물을 생생하게 표현하
고 그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117). 앞서 언급한 호지스의 “의복 수사학”
에 따르면, 이상화되고 전형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
한 목적의 의복묘사가 필요 없다. 예를 들면「기사이야기」의 에 리(Emily), 
「변호사이야기」의 콘스탄스(Constance), 「향반의 이야기」의 도리겐
(Dorigen)의 의복묘사가 드문 이유는, 에 리는 궁정식 사랑이야기의 연인이 
바라보는 이상적 처녀이고, 콘스탄스도 인내(Fortitude)를 나타내는 우화적 인
물이며, 도리겐의 경우도 남편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14세기의 새로운 아내를 
대표하기 때문이다(Bowden 117). 이런 맥락에서 디도의 경우도 외양묘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특성이 부여되지 않은 전형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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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러있기 때문에 의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비
너스와 디도의 의복과 외양묘사에서 초서가 여전히 중세 남성들의 일반적 시
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디도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데스몬드의 주장처럼 우리에게 아이네아스가 바
라보는 디도의 이미지를 확인시켜준다(157). 이러한 주장은 초서의 묘사가 당
대 남성들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초서는 디도에 
대해서 외모 묘사뿐 만 아니라 상태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디도가 자기 인생에 
들어온 새로운 남자에 대한 동정과 욕망으로 인해(1075-81, 1150-8) 유혹
당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것을 그린다. 

   
   행복한 디도는 새로운 방문객인 아이네아스와 
   함께 자고 싶은 열망으로 너무나 가득해서
   그녀의 얼굴색과 건강 또한 잃어버렸다. 

   That sely11) Dido hath now swich desyr
   With Eneas, hire newe gest, to dele
   That she hath lost hire hewe and ek hire hele.(LGW 1157-59) 

화자는 ‘행복한’ 디도가 아이네아스와 더 같이 있고 싶은 욕망의 불길에 휩
싸여 얼굴색도 잃고 심지어 건강도 해치게 되었다고 묘사한다. 어휘적 측면에
서도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의 의미12)의 “dele”를 사용함으로써, 디도가 새로
운 손님인 아이네아스에 대한 성적 욕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적으로 묘사한다. 

또한 사냥을 준비하는 장면에서 디도의 아이네아스에 대한 적극성은 구체화
된다.『명예의 전당』에서는 사냥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녀열전』에서 초서는 버질의 사냥 장면(1189-1211)을 조각조각 차용해
11) 디도를 묘사하기에 전적으로 적절한 용어인 “sely”는 ‘행복한, 축복받은’ 이외에도 

‘단순한, 가식 없는, 순진한, 속기 쉬운, 불행한’(simple, guileless, naive, gullible) 
의 이중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Davis 128). 이는 디도의 불행한 결말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12) Riverside Chaucer에서 “dele”는 “have sexual intercourse” 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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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4세기 중세 현실에 속한 세부적인 장면과 소리로 채워놓았다(Frank 
66-67). 이처럼 프랭크가 사냥 장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장면이 중세의 궁
정식 분위기와 디도의 제왕적인 화려함을 가장 잘 제시하고, 두 주요 인물의 
성격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요염한 여왕은 부하들에게
   사냥하는 그물과 넓고 예리한 창을 준비하도록 명했다.
   이 생기발랄하고 활기 있는 여왕은 사냥을 시작할텐데,
   새롭고 기쁜 근심이 너무나 예리하게 그녀를 찔렀다. 
   
    This amorous queene chargeth hire meyne
   The nettes dresse, and speres brode and kene;
   An huntyng wol this lusty freshe queene,
   So priketh hire this newe joly wo.(LGW 1189-92).   

사랑의 욕망에 불타는 “요염한”, “생기발랄한”, “활기 있는” 디도는 사냥을 
위해 “그물”과 “창”을 준비한다. 이 대목에서 프랭크는 디도와 아이네아스의 관
계를 ‘쫓는 자’와 ‘사냥감’으로 제시함으로써(69) 디도의 감정이 적극적인 행동
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새롭고 기쁜 근심이 너무나 예리하게 
그녀를 찔렀다”에서 드러나듯이, 사냥의 도구인 “그물”과 “창”은 사냥감인 아이
네아스를 찌르는 것이 아닌 디도를 자신을 “찌른다”(priketh). 역설적으로, ‘쫓
는 자’인 디도가 공격적인 주도권을 상실한 ‘사냥감’이 되는 것이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냥에 임하는 디도는 화자가 보기에도 그리고  아이네아스의 눈에
도 너무도 아름다운 ‘대상’인 것이다.      

   디도는 큰 황금덩어리가 기다란 막대모양으로 장식으로 박혀서
   화려하게 장식된 빨간 안장 위에 앉아,
   백짓장처럼 하얀 튼튼한 말을 타고
   온통 금과 진주로 장식한 채 앉아있었다. 
   그녀는 슬픔의 밤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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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하는 찬란한 아침처럼 아름다웠다.
   사람들이 작은 끈으로도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불처럼 날뛰는 군마(軍馬)를 탄 
   아이네아스는 묘사하자면 태양의 신처럼
   그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멋지게 차려입었다.
   땀으로 범벅된 금이 박혀있는 고삐를
   그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처럼 잘 다루었다.  
    
   Upon a thikke palfrey, paper-whit,
   With sadel red, enbrouded with delyt,
   Of gold the barres up enbosede hye,
   Sit Dido, al in gold and perre wrye; 
   And she as fair as is the bryghte morwe,
   That heleth syke folk of nyghtes sorwe. 
   Upon a courser stertlynge as the fyr-
   Men myghte turne hym with a litel wyr-
   Sit Eneas, lik Phebus to devyse,
   So was he fressh arayed in his wyse. 
   The fomy brydel with the bit of gold
   Governeth he, ryght as hymself hath wold. (LGW 1198-1209)
   
디도와 아이네아스의 묘사 장면은 매우 시각적이면서도 두 주인공의 성향과 

관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고통의 밤을 보내는 자들에게 찬란한 아침처럼 
디도는 베풀고 치유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반면, 날뛰는 군마(軍馬)를 통제
하는 고삐를 쥔 아이네아스는 프랭크의 말대로 ‘절대적 통제권’을 장악한 남성
이다(69). 흰 색과 붉은 색의 화려한 색상과 금과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장식
된 디도는 아이네아스에게 보내진 최고의 선물이다. 반면 햇빛처럼 사랑을 쏟
아 붓고 있는 디도와는 아랑곳없이 고삐를 잘 다루고 있는 아이네아스의 모습
은 그의 선택을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프랭크의 지적처럼 절대적 주도권
을 행사하는 자이다. 고삐를 쥔 자에게 선택권이 있다. 이러한 아이네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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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적 자제와 결의 그리고 디도의 불안정한 여성성에 근거한 넘치는 감정으
로 인해 퍼시발은 초서의 ‘디도의 이야기’가 버질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250-51). 그러나 퍼시발의 이러한 주장은 『명예의 전당』과『선녀
열전』의 디도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초서가『명예의 전당』에서 디도를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혀 아이네아스의 겉모습에 속는 격렬한 감정을 분출하
는 여성으로 설명했다면 『선녀열전』에서는 디도의 감정과 그 변화 양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과정을 세 하게 묘사한다. 

Ⅲ. 디도의 략의 부재와 서의 략

그렇다면 『명예의 전당』과 달리 『선녀열전』에서 초서는 왜 디도의 감정 
흐름에 주목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감정 흐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시적 기법의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여성의 감정을 묘사하
는 과정에서 시인의 기법을 고민하던 초서는 여성 전략의 문제를 생각해낸다. 
프랭크는 『선녀열전』과 『명예의 전당』의 차이로 서술 기법을 꼽으면서 초
서가 『선녀열전』에서 생략과 선택의 기술을 통해서 서술 기법의 시인으로의 
발전을 보 다고 주장했다(58-59). 사실, 프랭크뿐 아니라, 초서가 여성에게 
동정적이냐 동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서 갑론을박을 벌인 카이저(Lisa 
Kiser), 딘쇼, 한센, 퍼시발과 같은 비평가들도 초서의 서술 기법의 문제를 언
급하 다.13)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다』를 통해서 모든 기술의 완성을 증명
13) 카이저(Kiser)에 따르면, 초서가 곤경에 처한 여성들에게 충분하고 진심어린 동정

심을 보이고 있으며, ‘열전(legends)’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오비드와 같이 동정적 
어조로 반복하고 자신의 글로 부활시킴으로써 여인들에게 보상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 카이저는 ‘착한 여성들(good women)’ ‘나쁜 남성들(bad men)’의 초점이 아닌 
‘좋은 기술(good art)’ ‘나쁜 기술(bad art)’이라는 서술기법의 문제로『선녀 열
전』을 바라보고 있다(316). 이에 반해, 딘쇼와 한센과 퍼시발은 화자로 대변되는 
남성 시인이 자신의 시적기교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성의 소재와 여성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여성을 동정하기보다 남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남성의 시라고 주장한
다. 딘쇼는 “이교도 여성들의 이야기”(tales of “hethene” women, LGW 299)를 성
인전의 형식으로  편집한 『선녀열전』은 화자의 남성적 욕망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Dinshaw 72). 한센 또한 『선녀 열전』은 여성에 관한 시가 아닌 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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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서가 ‘디도 이야기’에서는 감정을 극대화한 시킨 이유는 시인의 서술기법
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Frank 62). 초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디도의 사
랑이 점진적이고 강력하게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디도의 감정의 흐름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그러나 프랭크를 비롯한 비평가들이 간과한 것은 초서가 
디도를 빌어서 시적기교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여성 전략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녀열전』에서 디도의 감정은 아이네아스와 사랑에 빠질 때와 배신당할 
때를 중심으로 구체화된다. 『선녀열전』에서 구체화되는 디도의 감정은 『명
예의 전당』의 화자 제프리가 보이고 있는 디도와의 강한 감정적 연루와는 차
이가 있다(Hagedorn 4). 『명예의 전당』에서 디도의 생각이나 감정이 직접적
으로 제시되었다면 『선녀열전』에서는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드러난다. 디도
가 사랑에 빠지는 장면(LGW 1061-81)에서 ‘and’는 12번이나 사용된다. 구조
가 매우 단순하지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통일성 있고 강력하다. 
『선녀열전』의 디도는 『명예의 전당』처럼 특별히 외모에 속기 쉬운 여성으
로 묘사되지만(1066-77, 1254-63), 차이점이 있다면 디도의 묘사가 화자 제
프리의 일방적 설명이 아닌 디도의 시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디도는 
아이네아스를 바라보고 있다. 

   디도는 그의 기사다운 용모를 보았다. 
   잘 타고난 골격과 당당한 힘을 가진  
   진정한 기사의 표본과 같은.
   아이네아스는 그에게 어울리는 고귀한 말을 했다. 
   그의 고귀한 용모에 어울리는,
   그는 강한 골격과 아름다운 근육도 지니고 있었다. 
   
   And saw the man, that he was lyk a knyght,
   And suffisaunt of persone and of myght,

관한 시이며 ‘여성화된 남성’의 문제를 탐구하는 시라고 말한다(2-3). 한센에 따르
면 초서는 ‘선한 여성(good women)’이 아닌 ‘거짓된 남성(fals men)’의 문제에 초
점을 맞추고 있고, 여성의 목소리는 여성을 대변하거나 또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여성화된 남성’의 목소리라고 규정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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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lyk to been a verray gentil man;
   And wel his wordes he besette can, 
   And hadde a noble visage for the nones,
   And formed wel of braunes and of bones. (LGW 1066-71)

겉모습만 보고 반하는 점에서 부각되는 판단력과 신중함이 결여된 “어리석
은 욕망(HF 287)”은 『선녀 열전』에서도 부각되지만, 청자가 디도의 시선을 
통해서 아이네아스의 면모들을 보고 관찰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디도의 
시선이 머무르는 지점이 단지 그의 겉모습뿐일지라도 어쨋든 디도는 아이네아
스를 바라보고 있다. 초서는 아이네아스의 남성다운 외모에 눈길을 주고 있는 
디도의 모습을 묘사한다. 디도는 아이네아스가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것과 그
가 기사다운 외모 즉 고귀한 얼굴과 단단하고 강한 근육질의 몸매와 골격을 지
닌 군주처럼 보인다는 것을 관찰한다. 디도의 눈을 통해 관찰하는 초서의 청중
들도 디도와 감정적 공감을 하게 된다(Frank 66-67). 디도는 중세남성이 여
성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아이네아스를 바라보고 있다. 디도의 시선으로 사랑
에 빠지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의미 있다.  디도의 아이네아스에 대한 감정
과 사랑에 빠지는 장면에 대한 자세한 제시는 디도의 실패를 극대화시키고 여
성편에서의 전략의 부재를 상기시킨다. 

디도가 지나치게 공급하는 자로서 묘사된 것은 전략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
적인 장면이다. 처음에 디도가 아이네아스의 배와 부하들을 구해주고(LGW 
1089) 여러 가지 물품을 공급해 준 행위는 군주로써 제공할 수 있는 관대한 
호의이다. 

   디도는 아이네아스에게 수많은 부드러운 말을 건네고
   그녀의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바로 그날 한 시도 지체치 않고 
   그의 배를 찾아서, 식량으로 채웠다.
   디도는 배로 수많은 짐승을 보냈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선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둘러서 왕궁으로 달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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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네아스를 언제나 그녀 옆에 두었다.  

   And many a gentil word she spak hym to,
   And  comnunded hire messageres to go
   The same day, withouten any fayle,    
   His shippes for to seke, and hem vitayle.
   Ful many a beste she to the shippes sente,
   And with the wyn she gan hem to presente,
   And to hire royal paleys she hire spedde,
   And Eneas alwey with hire she ledde.(1090-97) 

그러나 군주의 호의는 사랑에 빠진 여성의 호의로 바뀐다. 고전의 웅적인 
여주인공이 중세시대의 일반여성으로 변모하면서 군주의 덕목인 관대함은 일
반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 된다. 중세시대의 공급자는 남성이다. 8행
에 걸쳐 “And”가 5번이나 반복된 것은 디도가 물건과 함께 자신의 마음도 쌓
아 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도는 너무 관대하게 공급함으로써 스스로를 쉬
운 여자로 만들고 그 결과로 희생자가 된다(Delany 197). 디도가 아이네아스
에게 쏟아 붓는 선물은 부각되었고 이 선물은 그녀의 감정을 가장 잘 대변해주
고 있는 매개체가 된다. 

   훌륭한 장식마구와 고삐를 한 군마,
   쉽게 탈 수 있는 크고 작은 승용마,
   마상창시합을 위해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 종마,
   화려한 원석으로 장식한 보석들,
   묵직하고 빛나는 금으로 가득한 자루들
   밤에 빛나는 심홍색 루비
   진귀한 왜가리 사냥 매
   수퇘지 사냥개, 수사슴 또는 다른 사슴용 사냥개,
   새로 주조한 플로린 은화로 가득한 금잔 등
   리비아 땅에서 디도가 아이네아스에게 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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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것은 없었다. 
   아이네아스가 쓴 모든 경비가 지불되었다.

   There nas courser wel ybrydeled non, 
   Ne stede, for the jousting wel to gon,
   Ne large palfrey, esy for the nones,
   Ne jewel, fretted ful of ryche stones, 
   Ne sakkes ful of gold, of large wyghte, 
   Ne ruby non, that shynede by nyghte,
   Ne gentil hawtein faucoun heroner, 
   Ne hound for hert or wilde bor or der,
   Ne coupe of gold, with floreyns newe ybete
   That in the land of Libie may be gete,
   That Dido ne hath it Eneas ysent;
   And al is payed, what that he hath spent. 
   Thus can this quene honurable hire gestes calle,
   As she that can in fredom passen alle. (1114-27)

“Ne”의 반복은 리비아 땅에서 디도가 아이네아스에게 보내지 않은 것이 없
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고삐를 단 말, 마상창시합용 말, 승용마, 보석, 금이 든 
자루, 밤에 빛나는 루비, 매, 사냥개, 금박으로 된 잔 등은 여왕이 보여주는 관
대함을 넘어서, 그녀의 아이네아스에 대한 넘치는 감정과 부주의하게 자신을 
주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디도는 자신의 역으로 들어온 아
이네아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지불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 블레마이어
즈(Alcuin Blamires)는 디도가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선물을 아
이네아스에게 쏟아 붓고 있다고 말한다(147). 디도는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지불하고 있다(Delany 1994:197). 그러나 돈을 주고 
사랑을 구하는 이러한 ‘성의 경제’(sexual economics)는 디도에게는 역효과
다. 디도는 후하게 주고 자신을 ‘쉬운’ 여자로 보임으로써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든다. 딜라니는 이러한 디도의 태도를 공격적인 공급(aggressive giving)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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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있는 수동성(passivity)라고 지적한다(197). 이는 디도의 상황을 적확하
게 지적하는 것으로 디도가 아무리 공격적으로 퍼주고 있을지라도 주도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이네아스의 선택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상태에 머물
러 있다. 초서가 이러한 디도의 내면을 외형적 상황으로 연결시키는 이유는 디
도의 수동성의 이러한 모든 원인이 아이네아스와의 관계에서 그녀의 어리석음 
즉 전략이 없기 때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버질도 디도와 아이네아스의 애정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만 『아이네아드』에서는 선물을 제공하는 자가 디도가 아닌 아이네아스이다. 
중세에 선물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제공하는 것이었다. 『아이네아드』에서 아
이네아스가 디도에게 하는 선물은 존경, 경이에 근거한 웅의 장대함과 관대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선녀 열전』에서 아이네아스의 선물의 효과는 그 
반대이다. 디도가 선물을 한 후에야 하는 아이네아스의 선물은 아무런 묘사 없
이 한 줄로 짤막하게 열거되었다(LGW 1131). 그 선물은 단지 디도의 환대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보다 적합하지 않은 반응이었다. 그 둘 사이에 불균형은 상
당한데, 왜냐하면 디도는 아낌없이 주는 자이고 아이네아스는 인색하게 돌려
주는 자이기 때문이다(Frank 68-69). 초서가 중세 남성의 공급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알면서도 디도를 지나치게 공급하는 자로서 묘사하는 것은 디도의 ‘전
략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하는 자로서의 디도의 모습은 아이네아스의 웅답지 못한 태도
와 대비되면서 그녀의 어리석음은 더욱 강조된다. 아이네아스는 사원에서 트로
이의 멸망을 자세히 그린 벽화를 보고 “슬프도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온 세상
이 우리의 수치를 알았구나. 한때 높은 번 을 누리던 우리가 이제 수치를 당하
는구나.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탄식한다. 이 말을 하면
서 그가 슬프게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은 『아이네아드』에서 신전에 묘사된 그
림들을 보고 동료들에게 트로이의 웅주의를 회상시키며 여행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는 웅적 모습과는 대비되는 수치심을 느끼는 평범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LGW 334-37). 벽화의 내용을 바꿈으로써, 버질의 아이네아
스가 웅이 겪는 고난에 대해 동정심을 유발시킨 것과는 달리, 초서는 아이네
아스가 디도에게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상기시키며 버질과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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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Frank 74).14) 버질의 아이네아스가 『명예의 전당』에서 흠 없는 웅으
로서의 명성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선녀 열전』의 아이네아스는 웅
적 인물이 아닌 완전 치졸한 사기꾼에 가깝게 묘사되고 있다(Kiser 337). 아이
네아스의 “속임수”는 그의 “거짓 눈물”(his false teres 1301)과 어울리는 것이
다. 그의 계획을 눈치 챈 디도에게 아이네아스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이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고 머큐리가 나타나 이태리를 점령하기 
위해 떠나라고 했다는 핑계를 댄다. 한 밤중에 아이네아스는 디도를 잠들게 하
고는 몰래 도망치고 만다(For on a nyght, slepynge he let hire lye/ And stal 
awey unto his companye 1327). 이러한 아이네아스의 모습은 디도의 사랑만
을 애원하는 순진무구함과 대조된다. 초서는 아이네아스의 치졸한 모습을 강조
함으로써 디도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 불운한 여성들이여, 순진함으로 가득한
   연민, 진실함, 양심으로 가득한
   무엇이 그대들로 하여금 그렇게 남성들을 신뢰하게 만들었는가?
   그대들은 그들의 위장한 슬픔에 그렇게도 많은 동정을 보이는가?
   그대들 눈앞에 거짓말을 하는 남성들의 예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대들은 남성들이 어떻게 거짓 맹세하는지 보지 못하는가?

   O sely wemen, ful of innocence,
   Ful of pite, of trouthe and conscience,    
   What makethe yow to men to truste so?
   Have ye swych routhe upon hyre feyned  wo,
   And han swic olde ensaumples yow beforn?
   Se ye nat how they ben forsworn? (LGW 1254- 59)

14) 초서는 『선녀 열전』에서 『아이네아드』에서 강조된 초자연적인 간섭을 배제한
다. 『아이네아드』에서 아이네아스와 디도는 주노와 비너스의 음모 때문에 함께 
동굴에 있게 되었지만『선녀 열전』에서는 폭풍과 같은 자연현상이 원인이 되었
다. 또한 머큐리(Mercury)의 등장에 많은 부분을 할당한 버질과 달리 초서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한다. 초서는 초자연적인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아이네아스에
게 도덕적 판단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Frank 74). 이로써 초서는 아이네아스를 
비난하고 디도를 동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것이 초서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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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은 초서가 여성들을 향해 토해내는 진정한 한탄이자 안타까움이다. 
이 대목을 읽으면 초서가 남성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고 여성에게 보이는 관심
은 속임수라는 주장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막시스트 성향을 보인다
고 일컬어지는 비평가 딜라니는 초서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애매모호’하고, 중
세 여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와 양립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적’이기까지 하다
고 주장하지만, 초서가 끼친 두 가지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240). 하나
는 초서가 그의 수많은 여성인물에게 부여한 창조적 힘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
을 국의 경제적, 사회적 삶과 실제적인 통합을 시켰다는 것이다(187-88). 
이러한 주장은 초서가 고전의 웅적 인물인 디도를 중세 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여성으로 육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한다. 초서의 여성에 대한 보
수적 태도를 주장한 퍼시발 또한 디도가 여성의 비애를 궁극적으로 육화시킨 
인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딜라니의 견해와 함께한다(256). 이와 같이 초서는 
디도를 버질의 디도, 오비드에 머무르는 고전의 인물이 아닌 현실 여성으로 변
화시키며 책 안에 머무르는 인물이 아닌 현실 삶의 전략을 갖춘 인물로 거듭나
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명예의 전당』에서 디도는 아이네아스가 배신을 하고 떠난 후에야 비로소 
그의 거짓됨을 깨닫는다. 초서는 중세에 ‘리비도의 화신’으로 규정화된 고전의 
여주인공을 현실의 여성의 지위로 끌어내리고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으로 복원
한다. 

   슬프다! 여성은 언제나 남성에게 
   연민을 보이는 것인지. 
   나는 지금 잘 안다. 그리고 잘 알 수 있다. 
   우리 불쌍한 여자들이 기교가 부족하다는 것을. 

   Allas, that ever hadde routhe
   Any woman on any man
   Now see I wel, and telle kan,
   We wrechched wymmen konne noon art;(HF 332-35; 필자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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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교”(art)는 ‘재주, 기술, 수단’ 등을 의미하는 어휘로 초서가 여성
전략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전조한다. 초서는 버질과 오비드에서 반복
되었던 구체적인 모든 상황 을 기술하는 대신에, 아이네아스의 거짓을 일반화
된 남성 변덕의 한 예로써 보고 있는 디도를 제시한다(Mann 11). 초서가 남성 

웅의 서사시에서 여성의 시각을 재발견했다는 만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디도가 자신과 일반 여성들의 어리석음과 기교가 없음을 깨닫는 이 대목
에서 진정한 초서의 시적권위는 포착되는 것이다. 초서가 디도에게 동정심을 
보이고 여성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 요지가 아니라 초서가 여성의 시각을 채택
하고 극화한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아가 초서는 이러한 여성의 시각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서 “기교”의 문제 즉 전략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Ⅳ. 결론 

아이네아스가 남기고 간 옷을 디도는 어떻게 보았을까? 초서는 아이네아스
가 도망친 후 잠에서 깨어난 디도가 아이네아스가 남긴 옷과 칼을 바라보는 장
면으로 디도의 이야기를 맺는다(LGW 1332-40). 중세 남성들이 디도를 정욕
의 옷을 입은 여자로 본 것과는 반대상황이 죽기 직전 디도에게 일어난다. 디
도는 아이네아스가 남긴 옷을 바라보고 해석한다. 그녀가 입혀준 옷을 아이네
아스는 남기고 떠나갔다. 아이네아스가 남긴 옷이 의미하는 것은 그녀가 그렇
게도 원했던 결혼의 좌절과 아이네아스에 대한 깨달음이다. 디도는 이미 희망 
없는 자신의 모습과 아이네아스와 그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 마지막 
칼로 자신의 몸을 찌르는 장면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객관적 요약이다. 데스
몬드는 『명예의 전당』과 『선녀열전』에서 부각되지 못한 디도의 주체성이 
디도가 칼에 몸을 던지는 장면에서야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필자는 디
도의 주체성의 발현과 초서의 시적기교의 모색은 디도가 옷을 바라보는 시선
에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남성 시선의 산물인 정욕이 투 된  
의복을 입은 디도는 초서의 작가적 고뇌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이네
아스가 남긴 옷을 바라보는 것으로 생을 마친다. 무엇보다도 초서의 작가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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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작가적 단계의 과정, 전략적 과정의 산물이 이 『선녀 열전』에 투 되어
있다.  초서는 자신의 작가적 전략을 환기시키면서 여성의 전략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그가 디도의 전략의 실패를 제기한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시적 전략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버질이나 오비드가 다룬 여
인들이 아닌 현실적인 여인들을 다루고 고전작가들과 거리를 두려는 초서 자
신의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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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do’s Images of Lust and Feminine Strategy in House of 

Fame and Legend of Good Women

Choi, Jiyeon

Dido in House of Fame and Legend of Good Women shows both the 
medieval general male dominated view toward women and how Chaucer 
reflected it in his works. In Chaucer’s times, almost all of the medieval 
women did not or could not express their voice and thoughts. They were 
represented by the clergymen or unmarried clerks, who did not recognize 
the real women’s position and their opinions on women were absolutely 
limited. House of Fame, one of Chaucer’s early works, reflected such 
general male view toward women, which was expressed by sexual images 
in Venus’ temple and Venus herself. Various images in the temple of Venus 
represented Lust which was described as women’s images by Clergy. 
Descriptions about Dido and Dido’s clothing were not fully developed in 
House of Fame. In those days, Dido was a heroine in classical texts by 
writers such as Vigil or Ovid. Chaucer also wanted to use Dido as his 
heroine and imitate the classical writers. Apparently, he seemed to have 
failed since he could not describe Dido characteristically and exert his 
creative abilities to be shown in his later works such as The Canterbury 
Tales or Troilus and Criseyde. However, Dido’s images represented as 
Venus in House of Fame, though fragmental and limited, show that Chaucer 
was actually considering his poetic skills and strategies. Dido in Legend of 
Good Women seemed similar to Dido in House of Fame, but her emotions 
and how she became to love Aeneas were described in detail. This shows 



192  영미연구 제28집

Chaucer’s poetic development. In Legend of Good Women, Chaucer 
stressed her foolish lust and aggressive giving. She didn’t show any 
feminine strategies in her relationship with Aeneas. As a result, we are led 
to think that she failed due to her non-strategy. In fact, her non-strategy 
is Chaucer’s strategy to obtain his poetic fulfillment. By showing her 
foolishness, Chaucer reminds women that they need their strategies to win 
men. This also means he needs poetic strategie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past classical writers.

Key words: Dido, images of Lust, clothing, strategy, medieval women 
            디도, 정욕의 이미지, 의복, 전략, 중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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