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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람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추구하는 문학 작품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다룬다. 그러나 작가가 문학을 매개로 전달하는 역사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
과 사건이 작품의 중심을 이룰 때조차 굴절된 형상으로 나타난다. 즉, 문학에 
깔려있는 역사란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객관적이며 정확한 개별 사실에 집
중하기보다 포괄적인 역사의식, 철학, 시대정신에 주목한다. 때로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때로는 상상력으로 맥락을 풍부히 하면서, 문학 특유의 상징 및 모호
성을 활용하여 당대의 관심과 문제의식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따라서 문학은 
개별적인 사실에 비추면 허구일지 모르나, 좀 더 큰 맥락에서는 진정성 있는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통일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역사가 아니라 시대와 공간, 역사가의 해석에 따라 공명하는 역사는 
미시적인 사건의 진술자보다 포괄적인 시대상을 읽어내는 능동적 해석 주체를 
상정한다. 역사학과 문학은 중요한 공통분모를 갖는데, 그것은 양자 모두 당대
의 현실을 반영하는 특정 사건에 선택적으로 주목하며, 사회와 시대를 읽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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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구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문학은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사실에 입각해 객관적으로 조명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진
실을 추구할 수 있다. 문학은 상징과 은유 등의 장치를 활용하여 독자로 하여
금 복잡한 현실을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며, 그를 적극적인 해석의 주
체로 위치시킨다. 다양한 인물을 창조하고 그들의 비중을 조절하여 현상을 비
추고, 해답을 주기보다 의문을 제기하며, 그 특유의 모호성으로 위험한 사안에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도 교묘하게 지배층의 핍박을 피해간다. 이점을 
상기한다면, 문학의 장르, 문체(figurative language),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를 
읽어내는 능력이 문학 작품을 예술로서 감상하고 향유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그것이 다루고 있는 시대정신, 역사적 진실에 육박하도록 하는 데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문학적 특수성에 뿌리
를 두고 작품을 읽어가는 과정은 그 작품에 굴절되어 있는 역사를 발굴해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대중적 문학 양식인 희곡을 중심으로 그 장르가 가장 
성행했던 시기에 문학 작품의 장르적 특성, 인물 묘사, 상징체계 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시대의 역사를 담아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7세기는 서구의 해
외 진출이 본격화된 시기이며, 희곡이란 장르로써 당대의 시대를 해석하고 있
기에 이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 본 연구는 희곡의 예술성과 대중성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17세기에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바탕으로 집필된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희곡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Anthony 
and Cleopatra), 아프라 벤(Aphra Behn)의『미망인 랜터』(The Widdow 
Ranter)를 중심으로 문학 안에서 역사를 담아내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특정 역사가 당대에 왜 중요한 소재가 되었으며 작품 안에 나타난 현실 인식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역사학과 다른, 역사의 문학적 형상
화가 지니는 의미와 그 통시적 가치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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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역사의 재평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미망인 랜터』를 함께 분석함에 있어 먼저 주
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모두 희비극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프라이
(Northrop Frye)가 『비평의 해부』(Anatomy of Criticism)에서 지적하고 있
듯이 일반적으로 비극은 주인공이 속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구조를, 희극은 
주인공이 사회 속에 통합되는 결말을 보인다(100).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인
물을 주인공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경
우 주인공을 제목에 해당되는 안토니(Anthony), 클레오파트라(Cleopatra)로 
해석한다면, 작품 자체가 웃음을 주는 요소를 포함할지라도 프라이가 의미하
는 방향에서 희극적 요소를 띤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미망인 랜터』에서도 같
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인공을 베이컨(Bacon)으로 설정할 경우 작품은 스스
로를 사회에서 격리시킨 비극적 인물의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두 희곡은 비극적 인물의 고립 뿐 아니라 그 인물들의 대척점에 위
치하는 세력이 작품 내 사회 현실에 통합되는 이야기를 나란히 제시한다. 사라
지는 영웅 안토니의 이야기는 제국을 건설하는 시저(Octavius Caesar)의 이야
기이기도 하며, 반란자로 지목되고 사랑으로 인해 고립되는 베이컨의 이야기
는 미망인 랜터가 표방하는 부류의 결혼, 화합, 축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각 
작품은 역사가 진행되는 방향과 독자를 고려할 때 희극 쪽에 기울고, 과거에 
속하는 인물의 영웅적 면모, 가치 등을 충분히 살려줄 때에는 비극 쪽으로 기
울게 된다. 그들을 희극적 결말에만 초점을 두고 읽는다면, 특정 시대의 역사
적 흐름을 읽을 수는 있지만, 통시적이며 보편적인 통찰을 얻기 힘들고, 과거 
인물들의 영웅적 면모에만 초점을 둘 경우 당대의 시대정신과 정치 상황을 놓
치기 쉽다. 이와 같이 희비극의 형식 하나 안에서도 시대상을 민감하게 지각하
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진실을 담고자 하는 작가의 치 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두 희곡이 특정한 인물과 역사에 주목하게 된 배경과 그들을 희비
극의 형식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근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안토니와 클레
오파트라』의 작품 배경은 로마 공화정이 제국으로 이행하는 시기이며,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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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력이 동양으로 확장되고 있을 때이다. 셰익스피어가 이 극을 쓰는 시기 
영국은 튜더 왕조가 끝나고 스튜어트 시대가 개막되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
세를 잉글랜드의 국왕 제임스 1세로 맞아들였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공
식적인 통합은 훨씬 후에 이루어졌지만, 잉글랜드의 국민들은 이를 팍스 브리
타니아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제임스 1세는 의회 제도가 
살아있는 일종의 영국 공화정을 약화시키고 강력한 절대 왕권을 확립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제임스 1세의 모습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시저의 
모습에 녹아 있다. 제임스 1세는 능란한 정치가였고, 영웅적인 고결함과는 거
리가 있었지만, 셰익스피어가 파악한 당 시대는 영웅이 정치가에게 자리를 내
어 주어야 하는 역사의 전환기였다(Morgan 353-58; 박지향 302-05). 따라
서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 안토니, 클레오파트라에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은 제임스 1세를 표상하는 시저라고 할 수 있다. 시저는 전쟁영웅이 아니
었지만 지략을 활용하여 로마의 1인자로 등극한다. 그는 제임스 1세처럼 공화
정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확립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시저는 영웅으로
서가 아니라 정치가로서 최고의 통치자가 된다는 점에서 제임스 1세와 대응된
다. 또한 팍스 로마나는 팍스 브리타니아를 고찰할 수 있는 적합한 배경이 된
다(한국셰익스피어학회 496-537).

그러나 이 작품은 이러한 단편적인 역사적 현실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
는다. 셰익스피어는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만남을 통해 제국의 확장으로 
인한 타자와의 만남을 그려내고자 하였고,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을 무대 
위에 세움으로써 역사 속 패자를 합당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었
다. 정치가가 우세한 위치를 점하는 제국의 시대일지라도 이전 세계의 가치를 
지향하는 영웅의 본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작가의 관심
사는 세세한 전투 기록이나 일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대 변화의 흐름과 역사
의식이다. 때문에 역사학에서 중요하게 다룰 전투, 주요 사건 등이 대담하게 
생략되거나 배경으로 처리되고, 작품은 매우 신속한 시간적 구성을 따른다. 사
신과 증인을 통한 간접적 사건 전개가 빈번하고, 인물을 그려내는 방식 역시 
입체적, 다면적이다. 이노바버스(Enobarbus)와 같은 중간자적 인물을 배치하
여 독자로 하여금 균형 감각을 잃지 않게 하고, 주요 인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미시적 허구와 거시적 진실:  7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와 『미망인 랜터』에 굴절된 역사 읽기

시각을 제시한다. 

세월도 그녀를 시들게 할 수 없고 관습도 그녀의 끝없는 다양성
을 거둘 수 없다네.

다른 여성은 그들이 주는 음식에 식욕을 물리게 하지만
그녀는 가장 만족스러울 지점에 허기지게 한다네. 

Age cannot wither her, nor custom stale
Her infinite variety; other women cloy
The appetites they feed, but she makes hungry
Where most she satisfies;  (AC 2.2.242-45)

일례로 클레오파트라에 대해 창녀, 요부, 마술쟁이, 남성을 타락시키는 여성 
등으로 폄하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여성, 문화적으로 로마의 합리성을 압도하는 가치를 내면화한 인물 등으
로 표현하기도 한다. 세월도, 관습도 그녀의 끝도 없이 다양한 모습을 퇴색하
지 못하며 “가장 만족시키는 시점에서 또한 갈증을 일으키는” 그녀의 매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안토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여성화되고 방탕하며 공적 의무
를 이행하지 않는 패배자로 그려지면서(Neill 10) 동시에 고결한 품성과 호탕
함을 갖추고 클레오파트라를 성숙하게 사랑하는 영웅으로 채색되기도 한다.

그녀의 마술에 걸려든 고결한 파멸자, 안토니는
바다의 날개에 부딪치며 마치 사랑에 빠진 청둥오리처럼
전쟁터를 떠나 그녀에게 날아간다네. 
난 그러한 수치스런 행위를 결코 본 적이 없어. 
경험도, 남자다움도, 명예도 
이전에 이토록 모독된 것을 본 적이 없네. 

The noble ruin of her magic, Anthony,
Claps on his sea-wing and, like a doting mall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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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ing the fight in height, flies after her.
I never saw an action of such shame-
Experience, manhood, honour, ne'er before 
Did violate so itself. (AC 3.10.18-23)

전쟁에 패한 안토니는 끝까지 남아 싸우기보다 사랑하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달
려간다. 그에게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할 뿐 이제 더 이상 
용맹도 공적 책임도 의미가 없다. 이러한 모습은 이성적이며 공적인 측면에서 
재단하자면 명백한 수치이겠지만, 안토니가 클레오파트라를 지극히 사랑할 줄 
아는 영웅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옥타비아(Octavia)도 로마나 영국의 편에서는 미와 덕, 지혜로움과 고상함, 
겸손을 체화한 인물이지만, 이집트의 시선에서는 생명체라기보다 숨 쉬지 않
는 조각상이나 다름이 없는(She shows a body rather than a life/ A statue 
than a breather 226) 여성이다. 제임스 1세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시저 역시 
비판적인 시각을 피하지는 못한다. 그는 냉철하고 빈약하며 수염도 나지 않은 
애송이이다. 이 작품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승자와 패자 모두 무대에서 재단되
고 평가받게 되어 있다. 작가가 로마와 이집트의 시선, 안토니 측과 시저 편의 
관점을 함께 제시하여, 서로가 서로를 패러디하고,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윤희
억 757).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만남은 작품 내에서 흔히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의 결합으로 형상화 된다. 작품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안토니의 측근은 안토니
가 “부채가 되어 클레오파트라의 뜨거운 욕망을 식힌다.”고 말한다(And is 
become the bellows and the fan/ To cool a gypsy's lust 147). 두 사람의 첫 
대면을 소개하는 이노바버스의 대사 중 “수면 위에서 타오르는(Burned on the 
water 192)”의 표현과  클레오파트라의 상기된 볼을 식히는 부채의 이미지에
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데,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로 대변되는 서양과 동
양의 대면은 이와 같이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결합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
해 표현된다. 이러한 상징은 서구 주체가 동양적 타자에 그들과 전혀 다른 특
성을 투영하고, 그 상이한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화가 압도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는 당시의 정서를 내포한다고도 볼 수 있다. 문학적 상징, 기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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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역사관, 사회관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풍
부하고 유연한 셰익스피어의 세계 인식 안에서도 역사의 방향은 한 곳으로 흐
른다. 옥타비아가 이야기하듯이 옛 영웅과 새로운 정치가의 극단을 연결할 중
도는 없으며(“no midway. /Twixt these extremes at all” 229), 중간 역할을 
했던 이노바버스 역시 실패하고 만다. 옛 세계가 비극에서 중요한 만큼, 새로
운 세력 역시 현실 세계에서 뿐 아니라 작품 내에서 중요한 희극의 주인공이라
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 영국의 이성과 책임
을 표방했던 안토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클레오파트라와 만나 산화된다. 
클레오파트라의 열을 식힌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뜨거움 속으로 들어간 것이
다.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안토니
는 개인적으로 보면 영웅이라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정
치가, 통치자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가 사랑
하는 관계였지만 실질적으로 둘 사이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클레오파
트라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차가운 로마를 뜨거운 이집트로 녹여 버렸다. 로마
와 이집트에서 승자는 이집트가 되는 것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클레오파
트라는 새롭게 로마를 대변하게 되는 시저의 영향력을 받길 거부한다. 따라서 
그녀의 죽음은 안토니의 죽음과는 성격이 다르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은 “뜨
거움을 식힐 것을” 거부하는 정치적이며 능동적인 행동이었고, 시저 역시 “뜨
거운” 이집트의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져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 안토니가 죽음으로써 이집트, 로마를 대변하는 동양과 서양은 다시 각
자의 정체성을 살리게 되었고, 이는 다시 새로운 출발을 예고한다. 

윌리엄슨(Marilyn Williamson)은 안토니의 통치자적 자질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안토니는 비록 정직하고 관대하지만 “합리적 통제
력”을 잃고 공적인 인물로서의 책임감을 져버린다. 더불어 그는 “통치자가 피
지배인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작가는 원
칙이나 절제 없이 자신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독재자 클레오파트라
와, 공적인 임무를 인식하고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시저를 병치함으로써 이집
트인에 비해 영국인이 우월하다는 점을 표현한다는 것이다(241-44). 어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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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히 고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시저는 
로마의 이성적이며 합리적 전제군주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로즈(Paul 
Lawrence Rose)는 안토니, 시저, 클레오파트라의 정치적 태도를 당대의 왕권
에 대한 대표적인 전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례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 반면 시저에게 전쟁은 “정책의 
수단”이었고 안토니에게 그것은 (개인적인) “용맹(valor)의 매개물”이었다. 시
저가 정치가라면 안토니는 낭만적 영웅일 뿐 현실적인 정치가는 절대 될 수 없
다. 로즈는 세 사람 중 시저가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
장한다. 시저는 평화의 시대를 열었고 “이성이 감정을 압도하는” 정치가로 그
려지기 때문이다(381-82).

『미망인 랜터』는 미국의 현실에 빗대어 영국의 정치, 사회 및 크롬웰
(Oliver Cromwell) 혁명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 작품이다(Summers 
217-18). 당시 영국은 1642년 내란을 겪고 이후 1660년까지 공화정이 지속
되다가 왕정이 복고되었고 1678년부터 81년까지 제임스 배척 위기(Exclusion 
crisis)를 겪었다. 이 중 제임스의 즉위를 의회가 가로막으려하였던 제임스 배
척 위기는 찰스의 통치 이론인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에 대한 도전
이었다(Velissariou 137-38). 사람들은 권력과 법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질문
하기 시작하였고, 제임스 2세 시기부터 명예혁명 이전까지의 사회가 무척 혼
란하였기 때문에 왕당파 내부에서도 청교도 혁명과 크롬웰에 대해 재평가하려
는 움직임이 싹트고 있었다. 한편 작품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당대 미국은 
1607년 제임스타운(Jamestown) 건설 이후로 1622, 1644년 두 차례에 걸친 
인디언의 백인 대학살이 있었으며, 1675년 원주민이 한 농장을 습격했던 것을 
기화로 베이컨이 총독 버클리(William Berkeley)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군을 일
으켜 인디언을 공격한 베이컨의 반란(Bacon's Rebellion)이 일어난다(이보형 
46-47; Velissariou 139). 베이컨의 반란은 작품 전반에서 영국의 제임스 배
척 위기가 제기한 법과 권력의 근원에 대한 의문을 반향하면서 청교도 혁명과 
크롬웰에 대해 재평가하는 기제로서 기능한다.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작가가 인디언 여왕과 베이컨의 사랑을 넣은 것은 크
롬웰의 야심과 제어되지 않은 열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그의 야심과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야. 그가 열정적으로 인



미시적 허구와 거시적 진실:  11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와 『미망인 랜터』에 굴절된 역사 읽기

디언 여왕을 흠모하여 전쟁을 빌미로 그녀의 남편인 인디언 왕을 
죽여 그녀의 마음을 차지하려한다는 것은 비 이 아니거든.

[...] but to satisfy his Ambition and his Love, it being no 
secret that he passionately Admires the Indian Queen, and 
under the pretext of a War, intends to kill the King her 
Husband, Establish himself in the heart [...] (WR 8)

인디언 여왕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크롬웰이라는 인물에 대해 평
가를 하는 과정에서 문학적으로 재현된 추상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이 작품에
서 중요한 역사적 진실은 개별 사건과 인물이 실제와 세부적으로 일치하는 정
도와는 별개로 상징적인 해석의 영역에서 진정성을 획득한다. 프렌들리
(Friendly)는 “영웅에게 공주가 필요하듯이” 베이컨이 자신의 영예(glory)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인디언 여왕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
라고 말하고(4), 다운라이트(Downright)는 인디언을 공격한 베이컨의 동기가 
여왕의 남편을 살해하고 그녀를 얻기 위한 그의 야심에서 나왔다고 추측한다
(8). 이와 같이 인디언 여왕은 영예, 야심을 추구하려는 베이컨의 속성을 드러
내는 매개체이고, 베이컨 반란의 핵심이 뜨거운 열정이며, 그로 인해 반란이 
실패하게 된다는 작가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구성물이다. 베이컨
이 인디언 여왕을 사랑하고, 그녀를 구하려 하다가 실수로 죽이게 된 후, 절망
하여 자살하는 일련의 플롯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허구이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의미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당대의 판단을 일부 반영한 것이
다. 다른 인물에 비해 신용할 만한 프렌들리와 크리상뜨(Crisante)의 대화에서 
법의 원천에 대한 문제, 베이컨 반란의 정당성 문제를 다룬 것은 혁명의 근본
정신에 대해 작가가 일부 조심스럽게 동의하고 있으며, 국민의 지지에 뿌리를 
둔 민주주의 정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작품 안에서 
그녀는 미국 식민지인들을 표면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박해의 위
험을 벗어나고 있다.

『미망인 랜터』에는 베이컨, 인디언 왕, 인디언 여왕이 구성하는 비극적 구
도와 랜터를 포함한 인물들의 희극적 구도가 나란히 병치된다(Beach 221).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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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구도에 속한 인물들은 그 성격이 평면적이고 일정한 코드에 따라 움직이
며, 후반부에서 모두 죽는 공통점을 보인다. 즉 이들은 고결할지는 몰라도 사
라져가는 옛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다. 반면 격이 낮아 보이는 미국의 피카로
(picaro), 피카룬(picaroon)들은 끝까지 살아남고, 화합을 이루며, 축제를 열면
서 결말을 장식한다. 작가는 작품에서 옛 질서를 거두고, 신분의 이동이 활발
한 역동적인 신세계, 그 신세계의 체제를 승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다. 두 
가지 대칭적 플롯에서 전조(foreshadowing)와 대결(duel)이 반복되는데, 비극
적 구도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 의미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반대로 희
극적 구도에서는 그들이 독자의 기대를 배반하고 화합으로 마무리된다. 따라
서 작품의 중요 인물은 베이컨이기도 하지만, 작가가 창조해 낸 허구의 인물들
이기도 하다. 이 허구의 인물들은 새로운 질서와 계층을 대변하므로 역사적 현
실에서 유리된 완전한 허구는 아니다. 작가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게 아메리
카 식민지에 총독이 부재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존
재하지만, 현실과 다른 이 설정 자체가 당대의 “유능하고 권위 있는 정부의 부
재” 및 새로운 계층의 도래를 표현하는 역사적 진실의 은유일 수 있다(Beach 
220). 미시적 관점에서 허구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진정성 있는 현실인 것
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다른 중요한 점은 『미망인 랜터』가 산문체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다. 사용된 언어 자체도 유려하거나 기발하지 않고, 투박하며 서
민적이다. 베이컨, 인디언 왕, 인디언 여왕의 언어가 지나치게 예스럽고 과장
된 반면, 아메리카 식민주의자들의 언어는 가벼운 산문이 대다수이다. 희비극
적 구성이 복합적인 역사의식을 담고 있듯이 지배적인 담화가 산문체로 이루
어졌다는 것은 이 작품의 중심이 사라져가는 영웅들이라기보다 유연성 있는 
민중들일 수 있음을 내포하는 듯하다. 

『미망인 랜터』는 정부의 존재 목적이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는 
데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이 희곡이 집필되던 시기에 활발하
게 논의되었고(Velissariou 151), 전통적인 귀족의 권위가 경제력으로 힘을 얻
은 젠트리 계급에 의해 도전받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본토의 영국인들은 
미국 식민지인들을 멸시했지만, 식민주의 경제는 거꾸로 영국본토의 정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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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문화에 있어 다각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본의 흐름이 전통적 계
급에 도전하고, 절대왕정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이렇듯 『미망인 랜터』에는 
자본주의의 물결을 타고 정부의 목적, 권력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잠재적
인 답을 주고 있다. 베이컨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권위에 대항하
여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려했다는 점은(Velissariou 152) 영국의 혁명에 대한 
정당성을 내포한다. 또한 미국 식민지인들이 중심으로 떠오르는 작품의 결말
은 자본주의의 역동성, 건강한 힘을 기대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희비극이라는 장르는 민감한 시기에 작가가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고 평가함
에 있어 보다 자유롭고 총체적으로 현실을 재현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시저의 
모델이 제임스 1세라는 사실이 당대에 명확했음에도, 저자는 안토니의 영웅적
인 면모와 로맨틱한 사랑을 예찬하였다. 그러나 안토니의 뜨거운 열정과 대비
되는 시저의 차가운 이성이 세계를 재패한 결말 덕분에 작가는 안토니에 대한 
찬양이 드리울 수 있는 위험성을 가볍게 벗어나고 있다. 더불어 베이컨의 난을 
다룬 『미망인 랜터』에서도 베이컨의 영웅적인 면모와 그의 실패담을 함께 
제시하기에 당대 정치, 역사의 흐름상 큰 지장을 받지 않고 극을 전개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희비극은 영웅과 새로운 통치자를 공평하게 평가하며 비극적 
요소와 희극적 결말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게 되어 특유의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Beach 219). 또한 문학적 기교를 활용한 역사의 상징적, 우화
적 기록은 일부 사건과 인물이 실제 사실과 다를 때조차도 독자로 하여금 진정
성을 훼손하지 않고 역사의 실체에 접근하도록 한다. 사태를 제시할 때 나타나
는 모호함과 복합성은 인간 본성과 사회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유도하는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몰락하는 쪽과 부흥하는 쪽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역사의 문학적 형상화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작품이 창
작된 시대를 넘어서서 작품을 읽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통시적인 통찰을 준다. 
문학은 가장 주관적인 듯 보일 때조차도 역설적으로 매우 객관적이며, 허구적
인 순간 매우 현실적이다. 문학의 심미적, 예술적, 상징적, 은유적 특성 자체가 
역사를 입체적이며 집약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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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 정신: 변화와 개 을 향하여

지금까지 17세기에 대중적으로 향유되었던 희비극 장르의 작품 『안토니와 클
레오파트라』, 『미망인 랜터』를 선택하여 각 작품이 담고 있는 시대의식과 
당대의 정치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두 작품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우선, 두 작품 모두 전통적인 영웅이 동양이라는 타자를 마주하면서 열정을 제
어하지 못해 몰락하는 비극을 다룬다. 이성과 열정의 대립에서 서양은 이성을, 
동양은 열정을 대변한다고 파악하고, 서양의 이성 중심 사고, 공적 책임감 등
이 동양의 열정에 의해 무너지는 상황, 즉, 동양에 동화되어 서구적 정체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는 점이 두 작품 모두의 특징이다. 당대의 
이성 중심 사회에서 열정은 통제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즉, 과거의 지도자들
이 열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들이 개인적으로 영웅의 자질을 가졌다 할지라
도 새로운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는 역사 인식이 작품 내에 굴절되어 
있다. 

한편으로 각 작품은 동양에 대한 끌림과 두려움 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당대의 이성 중심 사회 풍조를 드러내면서도 동양에 대한 평가는 모호하다. 
『미망인 랜터』에서는 베이컨이 사랑한 인디언 여왕의 매력이 그려지고(물론 
여왕이 서구의 귀부인처럼 표현되는 측면도 있다), 안토니가 사랑한 클레오파
트라는 서구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강한 영향력을 드러낸다. 클레오파트
라의 단점으로 열거되는 부분들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서구 세계에 대안적인 
가치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녀의 다변성, 하나로 파악되지 않는 물과 같은 모
습은 호기심과 이끌림을 유발하기도 한다. 프리만(Donald C. Freeman)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 나타나는 스키마(schema) 중 한 가지를 “그릇
(container)”이라고 소개한다(445). 견고한 안토니의 로마식 그릇은 흘러넘치
는 클레오파트라의 “물”에 의해 범람하여 무너지고 깨진다. 이어 깨진 그릇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물속에 침몰한다. 이렇듯 동양과의 만남이 본
격적으로 이루어졌던 17세기에는 동양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다음으로, 두 작품 모두 로마 삼두정치 시대나, 미국 식민지 등 멀리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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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나 장소를 작품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지난 역사, 다른 공간의 인물을 재
평가하면서 집필 당시의 정치, 사상적 현실을 동시에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견해나 해석을 은폐하면서 작가의 시대 해석을 희비
극이라는 형식 속에 녹이는 좋은 방법이 된다. 

마지막으로 두 작품은 모두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들어서는 
것을 현실의 과제로 파악하고 그 변화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안토니와 클
레오파트라』에서는 공적인 책임감을 지니고 열정에 휘둘리지 않은 채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미망인 랜터』에서는 크롬웰의 
몰락이 궁극적으로 그가 이성을 잃고 열정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담고 
있다. 작품 속 크롬웰의 모델, 베이컨이 인디언 여왕과 사랑에 빠지는 설정은 
작가 아프라 벤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그러한 창조는 크롬웰을 파국으로 몰고 
간 열정을 비유적으로 잘 보여준다. 두 작품 공히 지도자는 열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가운(cold) 이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미망인 랜터』는 공통점 못지않게 중
요한 차이점을 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두 작품의 집필 시기가 혁명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이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경우 영국에 강력
한 중앙집권적 체제가 들어서는 시기에 집필되었지만, 『미망인 랜터』는 영
국민이 혁명 이후 크롬웰의 공포정치까지 경험한 시기에 창작되었기에 혁명에 
대한 사상이 잠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왕권신수설에 반하는 다른 시
대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혁명이 실패한 원인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이성으로 통제받지 못한 열정 때문으로 보았다. 

이와 접히 관련되어 논의할 부분은 과연 두 작품에서 마지막 승자가 누구
인가 하는 부분이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는 명백히 옥타비우스 시
저가 승자이고 잠재적으로는 안토니에 대해 클레오파트라가 승리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미망인 랜터』에서 승자는 영웅도 정치가도 아닌 평범
한 식민지 거주자들이다. 당대 영국에서는 식민지 주민들을 매우 멸시했는데
(Rozbicki 728-33), 이 작품에서는 천박해 보이는 평민들을 우스꽝스럽게 그
려내어 표면적으로는 영국인 독자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하면서 실패한 혁명
을 다룸으로써 왕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망인 랜터”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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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표방하듯 평범한 식민지 거주자들은 사라지지도 패배하지도 않는다. 이
러한 구성 속에는 혁명의 정당성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혁명을 주동한 사람을 
비판하고, 질서의 회복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미국 식민지의 거주자들
을 중심에 놓는 교묘한 구성을 감추고 있다.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더 이
상 왕권신수설은 통하지 않는다. 작품은 질서로 마무리되지만 『미망인 랜
터』에는 건강한 민중이 그 밝은 에너지와 힘으로써 진정한 승자로 표현된다. 
이는 실패한 혁명에 대한 새로운 혁명적 종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미망인 랜터』의 희비극을 중심으로 
그 형식 안에 굴절된 역사 및 시대정신을 분석해 보았다. 각 작품에서 인물의 
고귀함이 찬사되거나 그들의 몰락을 온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역사의 방향
에 따라 작품은 희극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인다. 인물에 대한 성격 묘사에 있
어서도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듯이 전개되지만, 작품의 주요 인물에 대한 해석
이 다소 모호하게 서술되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인물들이 무대 위에서 재단되
고, 그 장점과 단점이 함께 언급됨으로써 작품은 집필 시기의 정치, 사회적 과
제를 탐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작품 속 역사가 표면에 드러나고, 희비극이 
질서로의 회귀로 결말지어졌다는 것은 명백하다. 17세기의 과학 및 정치적 발
전이 신의 합리성과 질서를 신봉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사상적 분위기가 두 작
품을 관철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더불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및 공
간이 작품 창작 시기/공간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지나간 시대/다른 공간에 대
한 평가를 하는 데에 여유가 있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7세기
의 역사적 현실, 세계관이 작품 안에 굴절되어 있는 양상을 살펴본 본 연구는 
문학이 역사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닐지라도 그 만의 독특한 장치를 활용하여 
당대의 역사 및 역사의식, 시대적 과제 등을 정교하게 새겨 넣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 예시가 되었길 바란다. 



미시적 허구와 거시적 진실:  17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와 『미망인 랜터』에 굴절된 역사 읽기

인 용 문 헌

노스럽 프라이. 『비평의 해부』. 서울: 한길사, 2000.
박지향.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서울: 까치, 2007.
윤희억.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바흐친적 패러디 양식과 다성성의 세

계」. Shakespeare Review 46.4 (2010): 755-74.
이보형. 『미국사 개설』. 서울: 일조각, 2005.
케네스 O. 모건. 『옥스퍼드 영국사』. 영국사학회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한국 세익스피어 학회 편. 『셰익스피어 작품해설 2』. 서울: 범한서적, 2002.
Appelbaum, Robert & John Wood Sweet, eds. Envisioning an English 

Empire.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2005.
Barnet, Sylvan. “Recognition and Reversal in Antony and Cleopatra.” 

Shakespeare Quarterly 8.3 (1957): 331-34.
Beach, Adam R. “Anti-colonist Discourse, Tragicomedy, and the 

‘American’ Behn.” Comparative Drama 38.2 (2004): 213-33.
Behn, Aphra. The Widdow Ranter, or, the History of Bacon in Virginia. A 

Tragi-Comedy. London: British Library, 1960.
Freeman, Donald C. “The Rack Dislimns: Schema and Metaphorical Pattern 

in Antony and Cleopatra.” Poetics Today 20.3 (1999): 443-60.
Heffner, Ray L. Jr. “The Messengers in Shakespeare’s Antony and 

Cleopatra.” ELH 43.2 (1976): 154-62. 
Rose, Paul Lawrence. “The Politics of Antony and Cleopatra.” Shakespeare 

Quarterly  20.4 (1969): 379-89.
Rosenblum, Joseph, ed. The Greenwood Companion to Shakespeare.  

London: Greenwood, 2005.
Rozbicki, Michal J. “The Curse of Provincialism: Negative Perceptions of 

Colonial American Plantation Gentry.” Th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63.4 (1997): 727-52.



18  영미연구 제29집

Shakespeare, William. Anthony and Cleopatra. ed. Stanley Wells. Oxford: 
Oxford UP, 2000.

Spencer, Benjamin T. “Antony and Cleopatra and the Paradoxical 
Metaphor.” Shakespeare Quarterly 9.3 (1958): 373-78.

Summers, Montague, ed. The Works of Aphra Behn Ⅳ. London: William 
Heinemann, 2008.

Velissariou, Aspasia. “’Tis Pity that When Laws Are Faulty They Should 
Not Be Mended or Abolisht.” Papers on Language and Literature 
38.2 (2002): 137-65.

Williamson, Marilyn. “The Political Context in Antony and Cleopatra.” 
Shakespeare Quarterly 21.3 (1970): 241-51.



미시적 허구와 거시적 진실:  19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와 『미망인 랜터』에 굴절된 역사 읽기

Abstract

Fiction vs. Truth: Reading History Reflected in 

Anthony and Cleopatra & The Widdow Ranter 

Kang, Seojung (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how history is reflected in the following 
works of literature: William Shakespeare's Anthony and Cleopatra and 
Aphra Behn's The Widdow Ranter. Both Anthony and Cleopatra and The 
Widdow Ranter are concerned with people who rose to power in parallel 
with people who failed to do so. Both works conclude with the rise of a 
new order, and the tragic elements are juxtaposed with comedic traits. In 
other words, although the noble heroes (and at the same time, the 
failures) are highlighted in the plays, they make way for the better 
politicians or the commoners. In spite of the relative consistency of the 
characterization, the main characters tend to be described as ambiguous. 
Every person, winner or loser, is illuminated on the stage in terms of their 
different virtues. The writers seem to be searching for political and social 
solutions to the problems that they were facing back then. In that process, 
some fiction is inserted in the story, as a reflection of the spirit of the 
age. It is definite that the scientific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17th 
century led to the belief in God's rationality and order, which is circulated 
throughout the two tragicomedies. This study, which was focused on the 
world views found in English literature of the 17th century, will be able to 
show that historical realities are inscribed in the works of literature, by 
means of figurative language, characterization, and sym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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