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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앵글로 색슨 시기(7-11세기)의 글은 크게 비가와 영웅시의 두 부류의 장르
로 구분되고 있다. 영웅시는 영웅의 일대기를 그리며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배
경에 깔고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 달성한 영웅적 업적인 명예를 생의 최고의 가
치로 간주하게 된다. 한편 비가는 지상세계의 삶은 무의미하다는 인생무상의 
자각을 다루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천상세계를 염원하는 종교적 영적 각성을 
다루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확연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장르는 소재의 
활용과 핵심 주제의 전개에 있어 향연장이라는 특정한 공간을 공통적으로 사
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기법은 당대의 시인들이 비가와 영웅시를 아우르
는 글 문화의 전통에 제법 해박한 지식을 지녔음을 암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비가와 영웅시가 별개의 장르로 정착되지만 이들 시인 혹은 필사자 
시인들은 당대의 두드러진 시의 기법인 두운작시법(alliteration), 케닝(kenning), 
변어(apposition), 상투어법(formulaic expression), 형용어구(epithet)등의 사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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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의 선정과 소재의 활용 등에 있어 공통된 견해를 지니며 작품 속에 반영하고자 
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당시의 7-11 세기 무렵의 글 문화의 전통을 고려해 보면 식자층은 일부 귀
족 계급과 관료 그리고 기독교 승려에 국한됨을 알 수 있다. 영국 섬에서의 본
격적인 글 문화의 태동은 서기 597년 로마의 그레고리 교황에 의해 파견된 어
거스틴 과 수도사들에 의해 전파된 기독교 문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전통을 고
려할 때 당대의 글 문화를 주도했던 식자층은 다름 아닌 기독교 수도사나 기독
교를 먼저 받아들인 왕족과 귀족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인 궁중에 소속된 필경
사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9세기 알프레드 대왕의 공교
육 선포와 함께 설립된 학교가 설립되기 전 까지 수도원은 글 문화를 파급시키
는 중심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수도원의 글 문화는 예비 수도사 
양성에 필요한 성경학습, 문법, 논리학, 수사학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비
드(Reverend Bede)와 같은 학승(學僧)들에 의한 성경의 주해서 편집이 주를 
이루게 된다(Whitelock 155-6). 이와 같이 수도원에서 행해지는 글 문화는 
세속과 거리감이 있는 성경 중심의 신학에 집중되었지만 때론 세속의 풍류를 
반영하는 일탈(逸脫)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세속의 풍류는 8세기의 수도
사이자 신학자인 엘키운(Alcuin)의 일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엘키운은 '지
혜의 길은 인문학의 탐구와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된다' 는 지론을 피력하
며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로도 유명하다. 어느 날 한 수도원을 방문한 
앨키운은 그 수도원에 있는 많은 수도승들이 잉겔드(Ingeld)에 관한 세속적인 
책을 탐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노하며 그들을 꾸짖는다: “예수그리스도
가 잉겔드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What has Ingeld to do with Christ?) 
(Crossley-Holland 210). 여기서 언급된 잉겔드(Ingeld)가 서사시 『베오울
프』에 등장하는 잉겔드(덴마크 왕인 흐로드가르는 적국인 헤아도바드와의 화
친을 위해 정략결혼의 일환으로 자신의 딸인 프레아와루(Freawaru)를 잉겔드
에게 시집보낸다)인지 확인할 방도가 없지만 잉겔드가 수도사를 포함한 세속
인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작품 속 주요인물 내지 영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영적가치를 추구하는 수도사들 사이에 속세의 문학작품이 글이나 구전으
로 회자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비록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성경 중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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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글쓰기에 몰두했을지라도 속세의 작품을 접했을 경우 이들 작품에 기독
교 정신을 덧 입혀 새로운 차원의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염원이 이
들 수도사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영웅시 『베오울프』(Beowulf)의 경우 5세기경 스칸디나비아에 회자되던 
영웅담(Saga), 설화, 민담 등에 그 원류를 둔 단편적인 이야기가 구전문학으로 
전해지다 영국 섬에 전해져 빠르면 8세기 혹은 10세기경에 글의 형태로 정착
하게 된다(Jack 4-7). 이 과정에서 5세기 스칸디나비아의 종교적 배경과는 
무관한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나 카인과 같은 뚜렷한 기독교 요소
가 삽입되게 된다. 이는 당대의 글 문화 전통에 해박한 수도승이 구전으로 전
해지는 ‘원형 베오울프’에 기독교 색채를 가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부분
이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 색채론이다. 리차드 노쓰(Richard North)는 최근의 
연구에서 『베오울프』시는 9세기 고전 문학에 정통했던 에안문드(Eanmund)
라는 수도원장이 836년경에 머시아(Mercia)를 통치했던 위그라프(Wiglaf) 왕
을 대신하여 이전 왕 베온울프(Beornwulf)왕을 기리기 위한 송시로 작성되었
다는 학설을 제기하고 있다(North 120-30). 

당대의 글 문화의 전통을 이어 받은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글에서 보여 지는 다양한 문학적 기법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주제
나 사상 등에 더 집중되었을 것이다. 일련의 비가에서 돋보이는 인생무상내지 
세상 가치의 덧없음 등에 관한 주제는 종교적 차원의 영적각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수도사들의 의도된 글쓰기의 결과로 보여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련의 
비가들 「항해자」(The Seafarer),「방랑자」(The Wanderer), 「폐허」
(The Ruin),「노부의 애가(哀歌)」(The Old Father's Lament) 등은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생의 변화된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가치관을 둘러싼 인식
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생의 자각에 있어「항해자」와 「방랑자」는 
지상의 가치에 무상함을 느끼고 천상세계를 염원하는 기독교적 영적 각성을 
다루고 있는 반면,  「폐허」와 「노부의 애가」는 종교적 각성과는 다소 거리
가 있는 ‘지상세계의 생은 허무하다’는 생의 또 다른 면을 자각하는 차원에 머
무른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가는 작품에서 노리는 자각
이라는 특정한 주제의 형성을 위해 공히 향연장 혹은 홀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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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문학적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왜 이러한 물리적 공간이 추상내지 상징
적 공간인 인간의 내적 심리상태를 투영하는데 사용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향연장 혹은 홀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함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
간을 배경으로 전개 되는 생에 대한 새로운 자각은 비단 비가에서만 엿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앵글로 색슨 인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은 매우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고대영시에 투영된 공간인 향연장 혹은 궁중의 홀은 인간사의 주 
무대가 되며 그 사회를 떠받치는 특별한 행동철학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기능
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공간은 생의 활달한 면모를 상실
한 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무기력하고 마비된 양상을 드러내면서 공간의 또 
다른 모습을 투영한다. 여기에 앵글로 색슨 시인들의 공간에 대한 양면적 인식
이 내재하며 시인들의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공간의 개념을 넘어선 생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간주된다. 이러한 공간을 둘러싼 생의 
자각은 비드가 전하는 『영국민의 교회사』에서 언급되고 있다. 7세기 노섬버
리아 왕인 에드윈 왕(King Edwin)은 새로운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수용할 것
인가에 대해 궁중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 대신(大臣)이 그리스
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을 권하면서 삶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II. 「참새의 일화」에 투 된 공간의 양면성

[전하, 현세에서 인간의 삶이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이는 마치 전하께서 전하의 중요한 신하와 함께 겨울철에 식
탁에 앉아 있는 것과 같사온데, 밖에는 비가 내리고 눈보라가 치며 
태풍이 부는 반면, 전하가 머무는 궁전은 불이 밝혀져 있고 따뜻할 
것이며, 이곳으로 참새 한 마리가 재빠르게 궁전 안으로 날아 들어
왔는데, 그 새가 한쪽 문으로 들어와 다른 쪽 문으로 나가고 말았
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가 안에 머무는 동안은 겨울 태풍의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 옵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순간 그것도 즉
시 그 새는 겨울에서 다시 겨울로 돌아가고 말 것이 옵니다. 그렇
게 인간의 삶은 잠깐의 시간처럼 여겨지옵니다. 이전에 무엇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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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으며 이후에 무엇이 올 것인지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사옵니
다. 그러니 새로운 가르침이 보다 확실하고 적합한 것이라면 그것
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일, 이동춘  99-100).

þu cyning, þis andwearde lif manna on eorðan to wiðmetenesse 
þære tide   þe us uncuð is: swylc swa þu æt swæsendum sitte 
mid þinum ealdormannum and þegnum on wintertide, and sie fyr 
onælæd and þin heall gewyrmed, and hit rine and sniwe and 
styrme ute; cume an spearwa and hrædlice þæt hus þurhfleo, 
cume þurh oþre duru  in, þurh oþre ut gewite. Hwæt, he on þa 
tid þe he inne bið ne hrinen mid þy storme þæs wintres: ac 
þæt bið an eagan bryhtm and þæt læsste fæc, ac he sona of 
wintra on þonne winter eft cymeð. Swa þonne þis monna lif to 
medmiclum fæce ætyweð: (필자 강조)

에드윈 왕을 비롯한 노섬버리아 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도입된 화술의 핵심은 
참새의 비행(飛行)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생의 덧없음을 자각하고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자는 내용이다. 참새가 일순간 머무
는 따뜻한 궁중의 홀과 눈이 내리는 차가운 밖의 겨울 환경과 강한 대조를 이
루면서 찰나(刹那)에 지나지 않는 생의 단면이 투영되고 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눈보라가 치며 태풍이 부는 반면, 전하가 머무는 궁전은 불이 밝혀져 
있고 따뜻할 것이며’.1) 홀이라는 공간을 쏜살같이 가로지르는 참새의 비행은 
강한 시각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여기에 홀 밖의 차가움과 홀 안의 따
스함이 대조를 통해 환기된 강한 촉각의 감흥이 결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비가인 「방랑자」와 「항해자」에서도 예기치 못한 생의 역습을 반영하듯 차갑고 
혹독한 자연환경이 주요한 문학적 기제로 작용한다: hreosan hrim and snaw haegle 
gemenged: frost and snow falling mingled with hail. (The Seafarer 48), caldum 
clommum: with cold fetters(10), iscealdne sae: on the ice cold sea (15), 
hrimgicelum haegl scurum fleag:  with iciclee: hail in shoswer's storm 
flew(16-17), Nap nihtscua, northan sniwde, hrim hrusan bond, hagl feol on 
eorthan, corna caldost: The night shadow grew darkened it snowed from the 
north, frost gripped the earth, hail fell on the ground, coldest of grains (The 
Wanderer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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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화자는 하나의 감각에 국한되지 않는 시각과 촉각의 결합된 공감각을 환기
시킴으로써 화술에서 노리고자 하는 생의 면모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이다. 광활한 밖의 겨울에 비해 궁중의 홀은 극히 제한된 생의 공간 간주되는
데 이 제한된 좁은 공간을 새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는 참새가 한 순간에 한 쪽 
창문으로 들어와 다른 쪽 창문으로 나가는 비행 장면을 묘사하는 대신의 묘사
는 왕을 비롯한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극적인 시각적 효과를 넘어서 생의 다른 
면을 생각하게 하는 즉,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설교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화
롯불이 타오르는 궁중의 따스한 홀은 세상의 안락함을 상징할 것이며 홀 밖의 
차가운 겨울 환경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생의 가변성을 암시할 것이다. 여기에 
묘사된 참새의 쏜살같은 비행은 홀 안의 평온한 삶이 영구히 지속되지 않고 순
식간에 지나거나 혹은 전혀 예기치 않던 새로운 국면을 접하게 되리라는 함의
를 제공하게 된다. 구문에서 인용된 제한된 공간인 홀을 가로지르는 참새의 비
행시간은 극히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찰나(刹那)의 개념에 견주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고대영어는 eagan bryhtm 으로서 BT에 
의하면 ‘a glance’, ‘an eye’s glance’ 등의 의미를 지니지만 고대영시에서는 흔
히 사용되지 않는 어휘로 분류된다. 더욱이 ‘힐끗 보기’, ‘한 순간’등의 의미를 
지니는 bryhtm은 주어진 문맥에서 요구되는 ‘찰나’ 혹은 ‘눈 깜박할 사이’ 등의 
의미와는 약간의 의미론적 차이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보완을 고려하
여 러 교수는 문맥의 내용을 중시하여 eagan bryhtm에 ‘눈 깜박할 사
이’(twinkling of an eye)를 적용하고 있다(Miller Book II 137). 이러한 해석
은 bryhtm에 주어진 전통적 의미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영국민의 교회
사』의 「참새의 일화」에서 강조되는 지상에 머무는 인간의 삶은 죽음 후 전
개되는 영원한 세계와 비교할 때 그야말로 찰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함의
에 적합하다고 간주된다. 「참새의 일화」에 투영된 공간의 양면성은 공간인 
에드윈 왕의 궁중 홀 -노섬버리아 왕국의 총체적 생의 공간 -이 밖의 광활하
고 차가운 겨울과 대조를 이루면서, 더욱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참새의 출현으
로 인해  왕의 홀은 순식간에 덧없이 지나가는 생의 공간으로 재 투영되고 있
다. 에드윈 왕의 홀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지니지 못한 채 생
의 덧없음을 환기시키는 영적, 상징적 공간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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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항해자」에 투 된 공간의 양면성   

『영국민의 교회사』의 「참새의 일화」에서 보여 지는 공간의 양면성은 고대 
비가인 「항해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Bearwas blostmum nimað, byrig fægriað, wongas wlitigað, 
woruld onetteð; 

(Seafarer: 48-49)
[The woods take on with blossoms, the dwellings grow fai

r,2) the meadows make beautiful, the world quickens] 
[숲엔 꽃들이 만개해 있고, 주거지는 아름답게 되어가며, 초원

은 아름답게 단장하고, 세상은 황급히(급히 서둘러) 가고 있다.]
(필자강조)

이 부분은 봄이 되어 세상이 온통 아름다운 꽃과 초목으로 단장되는 모습을 그
리고 있다. 여기에는 4개의 문장이 있지만 사용되는 어휘는 모두 9개에 불과
하다. 이러한 연속된 단문의 구성은 한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의 이동이 매우 
신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단문에 내포된 내용 즉, 각 문장 속
에 묘사된 자연이나 인간의 거주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다. 외형(外形)인 문장구조의 신속한 변화와 빠르게 변하는 시의 내용을 일치
시키고자 하는 시인의 특별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4개의 동사는 각각 숲, 주거지, 초원 그리고 세상이라는 특정한 공간과 결합하
여 의미를 지니는데 앞의 3동사 nimað(take on), fægriað(grow fair), 
wlitigað(make beautiful)(BT, Gordon)는 마지막 동사인 onetteð(hasten on, 
quickens)와 달리 숲과 인간의 주거지가 봄이 되어 꽃들로 아름답게 꾸며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발견할 수 없을 것처럼 보
2) byrig fægriað의 해석에 있어 고든(Gordon) 교수는 'the dwellings grow fair', ‘거주지는 

아름답게 되어가며’를 주장하는 반면 에크월(Ekwall) 교수는 'adorn the dwellings', ‘거
주지를 장식하고’를 주장한다. The Seafarer, ed. Ida Gordon,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1979. p.40.*byrig fægriað: 'adorn the dwellings' E. Ekwall, Anglia Beibl, 
xxxv. 133-7(135)[Review of Kersh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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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오히려 인간이 거주하는 이러한 대지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속에 거주하
는 인간의 삶 또한 절기의 변화를 좇아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
를 대변해 줄 수 있다는 인상을 풍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 번에 걸쳐 점
층적으로 형성되는 삶의 순탄한 이미지는 마지막 단문에 등장하는 동사 
onetteð(hasten on, quickens)에 의해 전혀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는 마치 순탄하게 진행되는 생의 여정에 갑자기 불어 닥친 예기치 못한 생의 
역전(reversal)3)과 같은 양상을 연상시킨다. 의미상의 반전을 꾀할 때 현대영
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but나 however 등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세상은 급
히 돌아가고 있다’, 혹은 ‘세상은 주어진 길을 신속히 달리고 있다’ 등의 의미
를 지닌 woruld onetteð 는 생에 대한 전혀 새로운 면모를 환기시키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점층적으로 형성된 생의 순조로운 이미지는 일순간 무너지게 되
는 것이다. Woruld onetteð에 내재된 시간의 이미지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
상의 일면을 투영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관조하며 혹은 생의 깊
이와 의미를 통찰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적 배경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이
는 오히려 생의 의미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저 황급히 지나가는 덧없는 시간
의 흐름을 암시하기 때문에 앞에서 형성된 극히 긍정적인 생의 이미지와 상반
됨을 알 수 있다. 즉, 마지막 문장은 ‘세상은 황급히 돌아간다’는 의미를 직설
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형성된 긍정의 이미지가 전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woruld onetteð 를 품고 있는 마지막 문장이 시의 인
용 부분에서 요구되는 핵심 주제를 구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을 알리는 것이다. 앞의 연속된 3문장이 인간이 거하는 거주지의 외형의 모습

3) 생의 상반되는 두 양상은 비가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생의 급격한 변화, 운명
의 역습(edwenden, reversal of fortune)에 매우 적합한 테마로 여겨진다. 영웅시
『베오울프』에서는 궁중의 홀을 중심으로 수많은 향연이 베풀어진다. 하지만 대부
분의 경우 오락 혹은 향연의 분위기는 「항해자」의 단문에서와 같이 곧 이어 닥쳐
오는 ‘운명의 역습’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 덴마크 족의 최대 번영을 상징하
는 궁궐 헤오로트가 완성되고 향연이 베풀어지지만 괴물 그렌델의 침입으로 헤오로
트 궁은 폐허의 이미지로 전락하게 된다. 괴물 그렌델을 무찌른 베오울프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성대한 향연이 베풀어지지만 그날 밤 향연이 끝나자 전혀 예기치 않
았던 또 다른 괴물, 그렌델의 복수를 꾀하는 그렌델 어미의 침입을 받게 된다. 하지
만 그렌델 어미의 출현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향연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은 이러한 ‘운명의 역습’을 예상케 하는데 충분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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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치중되었다면, 마지막 문장은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서 생의 다른 면모를 
생각하게 하는 철학적 혹은 도덕적 묵상으로 인도하는 명제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3문장에서 형성된 세상의 아름답고 순조로운 이미지는 
주로 자연의 아름다운 대상인 꽃과 같은 식물계의 변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식물계가 지니는 유한성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서 일말의 비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비애는 마지막 
문장에서 환기된 ‘황급히 돌아간다’에 내포된 종말론적 이미지와 결합하여 세
상 혹은 생의 본질에 관한 의문으로 인도한다. 즉,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 세상
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와 같은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기에 충분한 함의를 
내포하게 된다. 여기에 시간의 신속한 흐름을 암시하는 onetteð(hasten on, 
quickens)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문맥상의 의미를 적용했을 때 비드의 『영
국민의 교회사』에 등장하는 「참새의 일화」속 eagan bryhtm  '눈 깜짝할 사
이', '찰나'의 의미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시간의 이러한 빠른 속성은 
『영국민의 교회사』에서는 참새의 쏜살같은 비행에 견주어지지만 「항해자」
에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데 사용되는 꽃의 속성에 비유된다. 십일을 
넘기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식물의 속성은 구문의 전체에서 노리는 제한된 
시간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적절한 소재로 간주된다. 

상기 「참새의 일화」와 「항해자」에 투영된 공간과 시간의 총체적 이미지
는 제비의 신속한 비행과 빠른 자연의 변화에서 환기된 강한 시각적 이미지와 
제비의 빠른 움직임과 onetteð, ‘황급히 가고 있다’에 내포된 강한 역동적 이미
지의 결합으로서 공감각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향연장 혹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안과 밖 또는 차
가움과 따스함의 대비를 통해 얻어지는 생의 자각을 노래하는 고대문학의 기
법은 고대비가인 「방랑자」와 「항해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고대 
비가 역시 생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노래하는데 비가에서는『영국민의 교회
사』에 등장하는 「참새의 일화」에서 보여 지는 찰나에 견주어지는 시간의 
속성을 다루기보다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작품에서 노리고자 하는 비
애를 불러일으킨다. 비가인 「방랑자」와 「항해자」에서는 향연장과 함께 공
히 차갑고 혹독한 겨울 바다가 생의 자각을 환기시키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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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인용되는 향연장은 「참새의 일화」에 나오는 참새의 갑작스런 출몰 이
전의 에드윈 왕의 안락한 궁궐이나 「항해자」에 등장하는 ‘황급히 가고 있다’ 
앞에 형성된 아름다운 인간의 거주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향연장
이라는 특정한 공간을 이용하여 생의 다른 면을 투영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
는 다음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향연장의 신하들과 보물을 하사 받
았던 것, 그리고 자기의 젊은 시절에 황금의 하사자인 군주가 향연에서 베풀었
던 환대를 회상한다. 기쁨은 다 사라져 버렸노라. 그러므로 슬픔과 수면이 비
참하고 외로운 방랑자를 동시에 엄습할 때”(「방랑자」34-38), “... 그는 지난 
옛적에/왕좌에서 보물을 하사받으며/즐거워했던 때와 같이, 군주를 포옹하고 
입 맞추며/ 그의 무릎에 손과 머리를 얹는 환상에 잠긴다. 그리고 친구가 없는 
그 사람은 다시 깨어나/자기 앞에 넘실거리는 황갈색 파도를 주시하며/바다 새
들이 물을 적시며 날개를 활짝 펼치는 것과/ 서리와 눈과 우박이 섞여 떨어지
는 것을 보게 된다”(「방랑자」41-48).

IV. 「방랑자」에 투 된 공간의 양면성

코미타투스(comitatus)라는 영웅주의 사회의 행동철학을 대변하는 향연장
은 비가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상징적 공간의 의미로 전환된다. 이 과
정에서 향연장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인생무상을 환기시킴으로써 생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의 기능을 지니게 된다. 대부분의 학자
들은 「방랑자」가 이교도 전통을 바탕에 깔고 있으며 시에서 언급되는 기독
교적 요소는 수도원에 있는 후기의 필사자들에 의한 가필(interpolation)로 간
주하고 있다(Leslie 57). 이러한 학설에 대해 로렌스는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방랑자」는 일관성 있는 통합성을 보이고 있으며(Lawrence 79), 럼블같은 
학자는 세속적인 이교도 요소와 종교적인 요소의 불일치성은 시인의 의도적인 
병치(juxtaposition)기법으로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세속의 무상함 혹은 허무
와 기독교에서 언급하는 천상세계의 굳건함과 불변의 안정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 시에서 다루고자하는 통합적 주제로 발전한다는 것이다(Rumble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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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시작과 끝 부분은 분명히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종교적 색채가 강하나 
이러한 기독교적 자각에 다다르는 과정의 매체로써는 이교도 가치관, 특히 영
웅주의 시에서 보여 지는 코미타투스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시에서 다루어지는 Ubi sunt (where are)구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영
웅주의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의 핵심 주제인 인생 
혹은 세속의 허무함을 깨닫는 부분에서 시인은 고전시의 전통을 따라 ‘where 
are’ 라는 형식적인 표현(formualic expression)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의 핵심 
어휘들은 다름 아닌 영웅주의 사회인 코미타투스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들임을 
알 수 있다.

Hwær cwom mearg?  Hwær cwom mago?
Hwær cwom maþþumgyfa?
Hwær cwom symbla gesetu?   Hwær sindon seledreamas?
Eala beorht bune!   Eala byrnwiga!
Eala þeodnes þrym!        (Wan 92-95a)

[Where has the steed gone? Where has the man gone? Where 
has the giver of gifts gone? Where is the seats of feasts? 
Where are the hall joys? Alas the bright cup! Alas the mailed 
warrior! Alas the glory of prince!]
[그 말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용사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으며, 보
물을 하사하던 왕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향연장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으며, 홀의 기쁨은 어디로 가버렸단 말인가? 아, 빛나는 술잔, 
아, 쇠사슬 갑옷을 걸친 용사, 아, 군주의 영광은 어디로 갔단 말인
가?]

 
위 구문은 영웅주의 사회인 코미타투스를 구성하는 유무형의 요소들을 포함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과 갑옷을 걸친 사람(용사), 보물을 하사하는 자(군
주), 향연장의 좌석, 술잔은 유형의 요소로써 코미타투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
소이며, 홀의 기쁨과 군주의 영예는 다름 아닌 영웅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이
상적 가치인 것이다. 예문에서 다루어지는 향연장(홀)은 사회, 윤리적 기능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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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향연장은 일차적으로 코미타투스를 구성하는 용
사들의 정신적 이완(弛緩)을 위해 마련된 오락(향연)의 기능을 지닌다.『베오
울프』에서는 향연장이 기쁨과 오락의 장소임을 입증하는 어휘 및 문구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향연장(주연석 혹은 홀)의 주된 기능이 여
흥을 통한 코미타투스 구성원들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어짐을 암시
하는 것이다. 예이츠 본국으로 귀환한 베오울프는 symble (feast), gidd (song), 
gleo (merriment)와 같은 어휘들을 사용하여 군주 히엘락 왕에게 자신이 덴마
크 왕국에서 받았던 환대를 언급한다. 베오울프는 그 곳에서 ‘즐거움에 빠졌
다’(niode naman, ‘took pleasure’)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향연장이 가무
를 중심으로 기쁨의 장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향연장
에 참석한 용사들은 노래와 함께 연주되는 악기(하프)의 선율에 마음이 동요
되는데 이 악기의 고대영어는 gleo beam 으로써 ‘기쁨의 나무판’(glee wood)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베오울프』에서는 ‘기쁨’과 연관된 다
양한 복합명사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는 향연장이 영웅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용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여흥의 공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홀인 향연
장은 영웅주의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진정한 영웅을 가름하
는 영웅적 맹세(vow)가 바로 이 향연장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군주는 용사들에게 보물을 하사하며 휘하 용사들의 경제, 사회적 안전을 책임
지게 되는 것이다. 즉 향연장은 단순한 향연의 의미를 넘어선 영웅주의 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핵심 공간이 되는 것이다(Frankis  260). 반면 이 동일한 향연
장을 중심으로 군주와 신하 사이의 군신결의가 맺어지며 용사들의 비장한 충
성결의가 이루어지며 처절하고 비극적인 생과 사의 몸부림이 진행되는 곳이
다. 베오울프를 환대하는 향연장에서 흐로드가르의 시인은 덴마크의 공주 힐
데브르흐(Hildeburgh)의 비극적 운명을 노래한다. 적국(프리지안 혹은 주트
족)과의 화친을 위해 힐데브르흐는 정략결혼의 희생물로 적국에 보내진다. 하
지만 힐데부르흐를 방문한 일군의 덴마크 용사들과 이전의 적대관계에 있던 
주트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향연장은 일순간 피바다로 변하게 된다. 영웅
주의 남권주의 사회의 희생물인 힐데부르흐의 비극적 상황이 끝나게 되자 곧 
이어서 덴마크 왕비인 웨알데오우(Wealhtheow)가 등장하게 된다. 웨알데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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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웅주의 시대의 향연장의 기능을 잘 파악하고 있는 현명한 여인으로서 보
물을 이용하여 외지인 베오울프의 지속적인 지원과 야심만만한 흐로돌프의 환
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리
라는 것을 예측이나 하듯 바로 그날 밤 그렌델의 어미가 급습하여 향연장(덴
마크의 홀)은 다시 피바다로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베오울프』에서 보여 
지는 향연장은 정신적 이완과 긴장 그리고 이어지는 운명의 역습으로 인해 겉
으로 보기는 평온함과 여유가 있어 보이나 그 이면에는 운명의 역습을 불러올
지도 모를 불안 요인이 항상 끓고 있게 된다. 이러한 운명의 반전이 상기 「방
랑자」예문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술잔 역시 영웅주의와 향연장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간주되는데 특히 영웅주의 사회를 이끄는 군주의 관대함
과 결합하여 또 다른 상징물로 간주된다. 이러한 향연장의 기능은 다음 부분에
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gemon he selescgas and sincþege
hu hine on geoguðe his goldwine wenede to wiste  (Wan 
34-36a)
[he remembered hall-retainers and receiving of treasure, 
(calls to mind) How in his youth his lord entertained at the 
feast][그는 홀에 착석했던 용사들을 상기하며 군주가 하사한 보
물을 생각하노라. 그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 군주가 베풀었던 향연
을 생각하노라]

   
예문에 등장하는 요소들- 보물로써 용사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군주, 보물을 
받는 용사들, 군주의 관대함이 발휘되는 향연장, 관대함의 증거물인 보물-은 
다름 아닌 영웅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요소들이며 이의 성공적인 결합은 
코미타투스의 결속을 의미하며 동시에 번영을 암시하게 된다. 영웅주의 사회
에서 군주는 평화시 자주 향연을 베풀어 신하들에게 보물과 술을 하사하게 되
는데 이는 신하들의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간주되어진다. 술
을 받아든 용사들은 군주의 은공에 보답코자 군주와 집단의 안위를 위해 목숨
을 바칠 것을 맹세한다. 신하들의 온전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코미타투스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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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인 결속(結束)을 확보한 군주는 성공적인 군주로 간주되어진다(Lawrence 
341). 이러한 군신간의 결속은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생사 여부와 직
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향연장에서 벌어지는 술의 하사와 용사들의 맹세는 단
순한 향연장의 격식을 넘어선 고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군주의 보물
과 술을 받아든 용사는 자신이 죽은 후 후손들에 칭송되는 명예를 획득하겠다
는 맹세를 하게 된다. 이는 영혼의 불멸성을 믿는 기독교 교리와 달리 살아 있
을 당시 이룩한 영웅적 명성 혹은 업적이 후대인들에 의해 영원히 칭송된다는 
도덕관을 반영하는 것이다(Parks 127-8). 생전(生前)의 업적에 대한 열망은 
향연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향연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영웅적 
결의가 행해지는 것은 다름 아닌 향연장이 지닌 공개적 장소의 의미와 직결되
기 때문인 것이다. 진정한 영웅은 향연장에서 행한 자신의 맹세(말)를 실제 전
투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탄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 용사의 맹세
를 청취한 향연장의 동료 용사들은 그 용사가 보여준 말과 행동의 일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시의 곳곳에 일관성 있게 배치된 영웅주의 요소들은 이 시의 방랑자가 영웅
주의 사회의 구성원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인은 인생무상 혹은 
속세의 허무라는 시의 주제를 끌어내는데 있어 이교도 집단인 코미타투스를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의 핵심 주제인 허무 내지 인생 무상함은 다른 
고대영시 「폐허」, 「항해자」에서 엿볼 수 있으며, 또한 영웅주의를 표방하는 
『베오울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흔히 「노수부의 애가」(Beo 2440-2458)
라 불리는 부분에서 구체화 되는 속세의 무상함은 아들을 사고로 잃은 늙은 군주
가 아들이 차지했던 궁중의 향연장을 바라보면서 깊은 회한에 빠지면서 구체화 
된다. 코미타투스의 완전한 붕괴는 시에서 노리는 세속의 무상과 직결되는데, 
이 역시 영웅주의 사회의 양상을 시의 통합적 주제를 위한 장치로 사용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Ongietan sceal gleaw hæle    hu gæstlice bið
þonne eall þisse worulde wela    weste stondeð,
winde biwaune    geond þisne middangeard
hrime bihrorene,    hryðge þa ed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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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iað þa winsalo,    waldend licgað
dreame bidrorene;    duguþ eal gecrong
wlonc bi wealle         (Wan 73-80a)

[A prudent man must understand how terrible it will be when 
all the prosperity stands as now in various places through this 
middle-earth, walls stand blown on by the wind, covered with 
hoar-frost, buildings storm-swept, wine-halls crumble, rulers 
lie low, deprived of joy, all the proud army has fallen by the 
wall...][현명한 사람은, 지금 지금 이 세상 도처에서 벽이 바람에 
부딪치고, 폭풍우에 휩쓸린 집들이 서리에 덮인 채 서 있는 것 같
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황폐하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할 것인
가를 깨달아야하느니라. 주연관은 허물어지고, 통치자들은 기쁨을 
잃고 죽어 누워있고, 용맹스러웠던 모든 용사들은 벽 옆에 쓰러져 
있노라.]

   
주연장(winsalo, ‘wine-halls’)의 붕괴는 다음에 이어지는 ‘용맹한 용사들의 
쓰러짐’함께 영웅주의 사회인 코미타투스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고 있다. 
「방랑자」에서는 공간의 이미지를 통하여 속세의 허무함을 노래하는데, 이러
한 기법은 「방랑자」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항해자」, 「폐허」,「노
수부의 애가」등에서 일관되게 사용되는 기법이다. 즉, 기능을 상실한 공간의 
이미지를 강하게 투영함으로써 그 공간의 핵심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신봉했던 영웅주의라는 도덕적 행동관에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기법을 자주 사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에 투영된 기능 상실의 이미지는 앵글로 색슨 
시의 2대 장르인 비가와 영웅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시
인들의 공간에 대한 의도를 감지할 수 있는 좋은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비가에서는 코미타투스를 둘러싼 이러한 공간의 이미지, 즉 기능을 상실한 이
미지는 시의 초반부, 중반부 및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시인이  향연장이라는 특정한 공간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
으로 의도하는 핵심주제인 생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지속적으로 투영하고 있
음을 알려 주는 부분이다. 사라진 공간에 대해 강렬한 이미지는 다음의 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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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되고 있다.

Hu seo þrag gewat,
genap under nihthelm swa heo no wære. (Wan  95-96)

[How the time departed, grew dark under the cover of night 
as if it had never been] [그 때 그 시간은 밤의 장막에 가려져 마
치 전혀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렸구나!]

  
일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완전한 사라짐의 이미지는 시에서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속세의 허무내지 덧없음의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법 역시 코미타투스를 둘러싼 -순식간
에 사라진 용사들의 묘사에서도 엿보인다.

hu hi færliche flet ofgeafon, modge magþegnas, 'how they, the 
proud retainers, relinquished(died) the hall' (Wan 61-62). 
[그들 용감한 신하들이, 너무도 빨리 향연장을 떠나버린 (사실을 
마음 깊이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우울해지지 않을 이유
를 생각할 수 없노라).]

향연장은 이전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상징적 공간이며 동시에 용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상기시키는 정신적 공간의 의미를 지녔던 곳이다. 
화자는 이 향연장을 통해 관대함으로 대변되는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발견했
고, 향연장에서 행한 용사의 맹세가 전투에서 행동으로 실현될 때 그가 진정한 
영웅으로 대접받고 동료 용사들에 의해 칭송되고 동시에 시인(악사)에 의해 그
의 영웅담이 시인에 의해 세세토록 칭송되면서 그의 영웅담이 불멸화 되는 것
도 목격했으며, 또한 용사들의 충성결의와 그에 따르는 전투에서의 용감한 행동
이 곧 바로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존속 시키는 굳건한 반석이 된다는 
것을 통렬하게 체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영웅주의 사회와 행동관도 결국
은 무상하고 무의미하다는 인식의 변화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반복
되는 대비(對比)를 통한 점층법에 의해 효율적으로 성취된다. 따뜻한 향연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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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겨울 바다의 대비, 따뜻한 동료애 와 외롭고 차가운 겨울 바다의 대비
는, 과거의 행복함과 현재의 가혹한 현실의 대비는 그로 하여금 생의 새로운 면
을 묵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에 충분한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So I can not think why, throughout world, my mind shouldn't 
grow dark when I think over all the life of the warriors.]
[이러한 급격한 생의 반전을 생각해 보니 - 나의 마음이 우울해
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노라.]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의 가치관이 전부인 것처럼 신봉했으나 이제 그 곳을 떠
나 차가운 겨울 바다에 홀로 떨어져 생각해보니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에 속해서 그 세계의 
가치관을 규명하는 것과 거리감을 두고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차이를 이루게 
된다. 거리감이 부여하는 객관적 판단력은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를 좀 더 객
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학자들은 「방랑자」,「항해자」에서 보여 지는 외로운 바다 여행은 수
도사들이 새로운 영적 각성을 깨닫기 위해 택한 의도적인 탐구로 간주하기도 
한다(Gordon 13). 

이와 같이 비가는 세상 가치의 덧없음을 통감하며 새로운 자각에 도달하게 
되나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한 정서적 괴리감을 노리는 문학적 기
법이 도입되고 있다. 비가의 화자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과거에 존재했던 것
들이 차지했던 자리를 바라보면서 슬픔과 비애를 느끼게 된다. 사라진 주체는 
다름 아닌 영웅주의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용사, 향연장 혹은 궁궐과 같은 가
시적 대상과 오락과 영광과 같은 개념 등이 포함된다. 

 V. 「폐허」와 「노부의 애가」에 투 된 향연장의 양면성  

  

「폐허」에서는 작자가 폐허가 된 옛 성벽과 궁궐의 터를 바라보면서 인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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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절감하게 된다. 

Wrætlic is þes wealstan;     wyrde gebræco,
burgstede burston,     bronsnað enta geweorc.
Hrofas sind gehrorene,     hreorge torras,
hrungeat berofen,      hrim on lime,  (Ruin: 1-4)
................................................................................
Beorht waeron burgraeced,      burnsele monige,
heah horngestreon,        heresweg micel,
meodoheall moning       mondreama full,
oþþæt þæt onwende        wyrd seo swiðe,
Crungon walo wide,        cwoman woldagas,
swylt eall fornom       secgrofra wera;
wurdon hyra wigsteal        westenstaþolas,
bronsnade burgsteall.          (Ruin 21-28)

[장려한 성벽이여, 운명이 휩쓸어 버렸구나, 성곽은 부서져 허물
어졌고, 거인들의 공사는 무너져 내렸네, 탑들은 부서져 내렸고, 지
붕들은 썩어 내려졌네.......높은 벽공들로 장식된 공동 홀은 밝게 
빛났었고, 수많은 목욕탕들, 웅장했던 용사들의 함성, 연회장은 인
간들의 기쁜 소리로 가득 찼었다. 죽음이 그 용장들을 휩쓸고 가버
렸네. 성채는 황량한 곳으로 변해 버렸고, 도시는 폐허가 돼버렸구
나.]4) 

폐허를 바라보는 시인에게 새로운 생의 자각을 제공하는 요인은 과거와 현재
의 극적인 대조 속에 발생되는 괴리감(乖離感)이다. 이러한 괴리감은 한때 위
용을 과시했던 궁궐을 차지했던 용사들의 활달한 모습이 상기되면서 비가에서 
노리는 생에 대한 허무로 발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용되는 향연장과 오락
4) 유사한 묘사가 「방랑자」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지상세계의 허무함을 드러내

는데 사용되는 비가의 상투적 표현으로 간주 된다: Yþde swa þisne eardgeard ælda 
Scyppend, oþ þæt burgwara breahtma lease, eald enta geweorc idlu stodon. 
(Wan 85-89)[이와 같이 인간의 창조주께서는 거주자들의 즐거운 소리가 사라지고 
거인들이 만든 성이 텅 비게 될 때 까지 이 거처를 황폐케 하셨노라.]



고대영시에 투영된 공간의 양면성  167

은 용사들이 지녔던 역동적인 삶의 징표로 간주 된다: “많은 연회장은 용사들
의 기쁜 소리로 가득 찼었네” (meodoheall moning mondreama full') (Ruin 
17). 현재 시인이 목격하는 대상은 폐허가 된 궁궐터 이지만 시인은 감정이입
을 통해 과거의 활기찬 생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
동적인 생의 모습이 재현되는 과정에 향연장과 그 속에서 오락을 즐기는 용사
들이 등장하게 된다. 즉, 오락을 통한 역동적인 삶의 모습이 구현되고 있는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동적인 삶의 모습은 현실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기 때
문에 시인은 생의 비애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락은 시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의 단면을 체험하도록 하는 매개(媒介)로 작용하게 된다. 

향연장을 매개로 하는 정신적 자각은 「노부의 애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영웅 베오울프는 화염을 내뿜으며 자신의 왕국을 초토화시키는 용과의 숙명적 
대결을 앞두고 자신의 과거와 외할아버지(흐레쎌)의 비극을 회상하기 시작한
다. 차남의 실수로 장남을 잃게 된 외할아버지의 비애는 교수대에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아들을 애도하는 또 다른 영주의 심정과 빗대어져 베오울프에 의
해 비가 형식으로 회상된다.

Symble bið gemyndgad    morna gehwylc
eagoran ellor_sið;    oþres ne gymeþ
to gebidanne    burgum in innan
yrfe-weardas,    þonne se an hafaþ
þurh deaþes nyd    dæda gefondad.
Gesyhð sorh-cearig    on his suna bure
win-sele westne,    wind-gereste,
reote berofene;    ridend swefað,
hæleþ in hoþman;    nis þær hearpan sweg,
gomen in geardum,    swylce  þær iu wæron.
Gewiteþ þonne on sealman,    sorh-leoþ gæleþ,
an æfter anum;    þuhte him eall to rum,
wongas ond wic_stede.  (Beo 2451-2462a)

[끊임없이, 매일 아침이면 그는 그의 아들의 죽음을 상기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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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잔혹한 교수형으로 생을 마쳤을 때, 그는 성채에서 다른 아들
이나 상속자를 기다리는 것에 관심을 쓰지 않는다. 슬픔과 걱정으
로 그 아들의 처소를 바라본다.5) 파티가 행해졌던 홀은 버려졌고, 
기쁨은 사라지고 바람만이 휘몰아치는 그곳, 말을 달리던 무적의 
용사들은 무덤 속에 잠들어 있고, 하프 소리도 사라졌고,6) 축제 속
의 흥겨움도 찾아볼 수 없고, 한때는 그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래
서 그는 그의 처소로 외롭게 발길을 돌려 죽은 아들을 위한 슬픔의 
노래를 부른다. 들판이나 거주지 할 곳 없이 세상 모든 것이 그에
게 광활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필자강조)

생의 비애감과 무상함은 자기 처소에서 홀로 애도가를 읊는 늙은 영주의 처
량한 모습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감정의 급격한 변화 혹은 생의 새로운 자각은 
공간의 배열과 접한 관계를 지닌다. 아들을 잃은 늙은 영주는 먼저 아들의 
처소를 바라보고 다음에 여흥이 사라진 황량한 향연장을 본 후 이내 자신의 처
소로 돌아온다. 두 군데의 처소와 연회장이 등장하는데 이곳들은 궁궐을 의미
하며, 이곳은 다름 아닌 죽은 아들과 그를 애도하는 늙은 영주가 속해 있는 코
미타투스의 핵심공간 이자 그 사회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그
런데 노부가 바라보는 궁궐은 황량하게 버려졌고, 일체의 악기 소리와 용사들
의 외침이 사라진 삭막한 공간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윤리적 기
능을 상실한 궁궐의 이미지는 곧 바로 늙은 영주의 심적 변화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즉 노부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생의 또 다른 면모를 통찰

5) 클레이버는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 노부가 환상에 빠져들어 마음의 눈으로 폐허 상
태를 바라본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Klaeber 213). 2456행의 ‘거처’ 
bur(dwelling place) 와 2457행의 '향연장‘ winsele(banquet hall)은 각자의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클레이버는 '향연
장’인 winsele 을 아들의 거처인 bur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Klaeber 213). 필자 역
시 클레이버의 견해를 따른다. 

6) 오락의 주요 구성원인 악기(하프)는 ‘보물’, ‘여자와의 즐거움’ 등과 같은 세상 가치
나 즐거움을 대변하는 상징물로 비가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Ne bið him to 
hearpan hyge, ne to hring þege, ne to wife wyn, ne to woruld hyht, ne ymbe 
owiht elles, nefne ymb yða gewealc; (Seafarer: 42-46)[그의 마음은 하프에 있지 
않았고, 보물을 받는 것에도 있지 않았으며, 여자와의 즐거움에 도 없었고, 세상의 
기쁨이나, 그 어떤 것에도 없었으며 단지 파도치는 물결에만 마음을 두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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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공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은 마지막 부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들판이나 거주지 할 곳 없이 세상 모든 것이 그에게 광활하게 느
껴지기 시작한다.’

자신의 막강한 지위, 권력, 무용으로 주의를 압도했던 이 늙은 영주는 이제 반
대로 그 주변 환경에 압도되어 위축되는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투영된다. 무
용을 과시하던 시기에는  주변 환경(지형)이 약하게 보이고 쉽게 정복될 수 있
는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자신이 주변 공간 훨씬 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주변이 역으로 자신을 압도할 만큼 크게 보인다는 것은 노 
군주의 마음에 공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생겼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그
의 자아가 주위의 공간 속에 흡수되고 있음을 암시하며, 곧 새로운 자아에의 
전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강조되는 묘사의 중심은 영웅주의의 핵심 공간인 향연장의 붕괴
에 있다.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행동철학이 이 향연장(궁궐)에서 형성되기 때
문에 이 향연장은 영웅주의 사회에서 지대한 상징적 기능을 지니게 된다. 향연
장은 영웅주의 사회를 대신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러한 기능을 지닌 궁궐(향
연장)이 비가에서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홀은 버려
졌고, 기쁨은 사라지고”에서 암시되는 향연장의 완전한 붕괴는 곧바로 영웅주
의 사회의 핵심 공간이 붕괴됨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는 영웅주의 사회의 총체
적 붕괴를 의미하게 된다. 노부가 바라보는 궁궐은 황량하게 버려졌고, 일체의 
악기 소리와 용사들의 즐거운 함성이 사라진 삭막한 공간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노부는 생의 허무를 절감하며 생에 대한 새로운 자각의 단계
로 접어든다. 노부로 하여금 새로운 생의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혹은 매개
는 다름 아닌 사라진 주체들이다. 여기에는 향연장을 포함하여 그 곳을 채웠던 
용사들, 악기 소리, 오락의 기쁨 등이다. 「폐허」에서와 같이 오락이 베풀어
지는 향연장을 중심으로 생의 두 측면이 대비를 이루게 됨을 알 수 있다. 여기
서 발생되는 괴리감으로 인해 노부는 생의 새로운 면을 체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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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일련의 고대 비가와 영웅시에서는 특정한 주제를 구현시키고자 하는 시인에 
의해 공간과 시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주요한 문학적 장치로 사용되고 있
는데, 이는 앵글로 색슨 시인들이 공간과 시간에 대해 깊이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생의 새로운 면을 조명하게 하는 역할로 이어
지는데 비드가 기록한 전한 『영국민의 교회사』에 등장하는 「참새의 일화」
에서 그 좋은 에를 찾을 수 있다. 지상 세계의 덧없는 지상 세계에서 벗어난 
영원을 추구하는 기독교 교리를 다루는 일화는 향연장이라는 특정한 공간과 
제비의 신속한 비행을 결합하여 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노래한다. 이와 같은 
공간과 시간의 결합에 의한 생의 새로운 각성은 비가인 「항해자」와 「방랑
자」에서도 발견되며 「폐허」에서는 향연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과거와 현
재의 대비를 통해 파생되는 생의 허무함을 극명하게 두각시킴으로서 생에 대
한 영적 각성을 추구하고 있다. 영웅들의 굳건한 행동철학을 노래한 영웅시인
『베오울프』에서는 향연장을 중심으로 상반된 양상이 전개된다. 영웅주의 행
동철학이 형성되는 향연장은 오락의 기능과 함께 군주와 용사 사이에 체결된 
묵시적 맹약이 체결되는 장소이며, 용사들의 영웅심리를 환기시키는 상징적 
공간의 이미지를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향연장은 「노부의 애가」에서는 영
웅적 기개로 가득 찬 전형적인 향연장의 이미지와 달리 영웅주의 사회의 핵심 
구성원들이 사라지고 공허감이 감도는 폐허의 이미지로 전락하게 된다. 이 과
정에서 다루어지는 노부(老父)의 생에 대한 새로운 자각은 비가에서 보여 지
는 공간에 대한 인식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앵글로 색슨 시인들의 공통된 문
학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고대 비가와 영웅시 그리고 일부 단편적인 
글에 투영된 공간과 시간의 인식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다양한 주제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주제의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생에 대한 각성
을 공통 요소로 다루지만 비가의 경우 특정한 종교적 각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종교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영웅시 『베오울프』의 
「노부의 애가」에서는 특정한 종교적 각성과는 거리가 있는 단순한 생의 무
상함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앵글로 색슨 시인들의 뛰어난 문



고대영시에 투영된 공간의 양면성  171

학적 기교는 공간과 시간의 절묘한 혼합,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안 과 밖의 대조
를 통해 발생하는 생의 비애(悲哀)를 불러일으키는 데서 잘 발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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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al Aspect of Space in Old English Poetry

 Lee, Dongill

   A series of Old English poems and some fragments in major poems 
such as Beowulf deals with new dimension of life which is unknown to the 
characters in the works. Poets in Old English Poetry had a very keen 
sense of space, which is well proven in the use of poetic elements such as 
the space(hall), the concept of time and ethical morality. In particular the 
combination of space and time is par excellence in portraying new meaning 
of life, which is mainly revealed in the form of transitoriness of life shown 
in “the sparrow episode” of The History of English People and Church and 
Old English elegies. Besides, this kind of awakening to new dimension of 
life is also shown in “The Old Father's Lament” in Beowulf. However, the 
awakening to new meaning of life, which deals with the evanescence of 
life, seems to be quite inappropriate since the heroic poetry is solely 
focused on heroic idealism charged with active deeds. 

The banquet hall in epic poetry such as Beowulf contains special 
meanings since it includes both physical and moral dimensions. The central 
location for the comitatus society was the hall, called medusele 
(mead-hall), where vows of allegiance were raised and heroic ethos is 
formed. Hence the hall in heroic society is regarded as a symbol and a 
confirmation of mutual social obligation. In this context the hall functions 
not only as a space for entertainment but also as a place where heroic 
ethos is formed. Hence the collapse of the hall signifies the destruction of 
the heroic society. Being aware of this ethical dimension, the poet quite 



176  영미연구 제29집

fittingly portrays the various aspects of heroic society. However, the poet 
intends to extend the function of the hall to the level of evoking the sense 
of transitoriness of life far beyond the dimension of heroic idealism. In this 
course the hall transforms from the place charged with heroic spirit to the 
space of emptiness, signifying the collapse of comitatus. Being introduced 
to this drastically changed hall the audience is to experience the new 
meaning of life. 

Key Words: space and time, sparrow's episode, dual aspect of space, 
banquet hall, spiritual awak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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