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시다스』에 나타난 고전 이교주의와 

기독교의 대립과 밀튼의 소명의식*

이 진 아

[국문초록]

고전 이교주의와 기독교 간의 긴장과 대립은 밀튼의 작품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등

장하는 주제들 중 하나인데, 『리시다스』에서 이 주제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밀
튼의 시인-성직자 소명에 대한 문제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킹의 죽음을 애도하

며 등장하는 고전적, 이교적 심상과 상징들의 자의적 파괴와 고전 이교 신들의 무능함

에 대한 질책들과 목가적 위로의 허위성에 대한 시인의 한탄들은 밀튼 자신의 문학적 

소명을 형성해온 고전적이고 이교적 요소들의 상징적 죽음에 대한 한탄이며 애도이

다. 밀튼의 목가적 슬픔은 목가 장르의 또 다른 함의, 기독교 성직에 대해 엄준한 비

판으로 이어지는데, “갈릴리 호수의 키잡이”의 담화를 기점으로 시의 이교적 애도의 

분위기는 기독교적 위안과 구원에 대한 기대로 옮겨간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시인과 

시의 힘을 긍정한 시인은 마침내 기독교적 부활의 비전속에서  고전 이교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우위를 시사하며 킹의 구원과 보상을 노래한다. 또한 그 노래는 제도 교회 

안에서 성직자-시인으로서 킹과 시인의 지상적 소명으로부터 자유와 새로운 차원의 

소명을 암시한다. 아마도 이 비전은 밀튼에게 시인-성직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하

여 그를 시인직과 성직의 좁고 관습적인 개념의 틀로부터 해방시켜 새로운 숲과 새 

목장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201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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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존 밀튼, 『리시다스』, 소명, 이교주의, 기독교.

I. 들어가며 

밀튼(John Milton)이 초기 작품들에서부터 후기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반복적

으로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고전 이교주의1)와 기독교, 두 전통의 긴

장과 갈등도 그 중 하나이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밀튼의 문학관은 

전형적으로 고전주의적이었다. 하지만 시인으로서뿐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소명

에 대해서도 진지했던 그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도 자신의 시적 이상과 시

의 힘, 시인의 역할 등을 깊이 성찰했다. 그리하여 자신의 시적, 종교적 신원의

식에서 고전 이교 주의적 요소들과 기독교적 요소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 대립

의 여지를 매우 예민하게 인식하였고 그 인식은 초기 작품들에서부터 나타난다. 

1645년 출간한 첫 시집에서 밀튼은 「그리스도 탄생의 아침에, 1629년에 지음」
(“On the Morning of Christ's Nativity, Compos'd 1629.” 이후 『탄생 시』로 약칭.)

을 의도적으로 제일 앞에 위치시키며 자신의 첫 시로 소개한다. 밀튼은 이 시에

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이교 신들이 모두 쫓겨나가며 몰락한다고 

노래하면서(XIX-XXV in ‘The Hymn’) 기독교의 확실한 우위의 주장한다. 이렇게 

그는 첫 시집의 첫 시에서부터 고전 이교 신들과 기독교 신의 대립을 주요 주제

로 삼으며 이 주제의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이교주의는 그의 문학적 영감의 지속적인 원천이었다. 그는 그것

이 주는 영감에 심취하였고 그러면서도 거리두기를 계속 시도하였다. 

『리시다스』(Lycidas)는 밀튼이 1640년대부터 1660년대까지 20년 가까이 거의 시

를 쓰지 않는 시기에 접어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작품이다. 이시는 그의 작품세계에

서 “중추적인 작품”(Evans 45)이라 언급될 만큼 초기시들 중에서 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이다. 독자들은 이 작품에서 고전 목가적 비가(pastoral elegy)의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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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이교적인 요소들과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혼용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

다. 그리하여 고전 이교주의와 기독교, 이 두 전통의 관계는 이 시에 대한 매우 중요

한 연구 주제로 평가되었다(Alpers, “Lives” 107).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시에

서 두 전통은 구별되어 대립되기보다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서 각각의 전통은 

“상대편 심상들을 통해 표현되어있으며”(Nicholson 102) 이교적 요소들은 기독교적 

진리를 예시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다른 견해들도 존재하는데, 로

리(Jons S. Lawry)는 이 시에서 시인은 죽음의 고통 앞에서 목가 시의 한계에 접하고 

오직 기독교적 부활 신앙에 의해 목가 시의 무능함과 가혹한 현실의 불완전함을 극복

한다고 주장하며 목가적 이교 전통을 기독교 전통을 대립시키며 둘을 분명히 구별한

다. 대니얼(Clay Daniel) 또한 기독교적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에서 이교적 운

명(Fate)과 고전주의는 기독교에 반대되거나 종속되고 있다고 본다. 그는 이 시에서 

특히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가 이교적 이해보다 우위에 있음을 주장한다

(119-120). 본 논문도 『리시다스』에서 고전적 이교주의와 기독교가 대립적으로 긴
장과 갈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 점을 이 시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밀튼의 문학

적, 종교적 소명의식의 위기와 연결시키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 시에 대한 연구에서 

고전 이교주의와 기독교의 대립 문제와 밀튼의 소명의식, 이 두 주제가 함께 연결되어 

연구되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는 밀튼의 시인-성직자 소명의식의 한계와 위기의 극복

이 고전 이교주의와 기독교 간의 대립의 해결과 맞물려 전개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이 

두 주제가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이교 문학적 이상의 한계 

밀튼은 매우 초기 글에서부터 시인으로서의 포부를 밝혀왔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교육을 통해 밀튼의 문학적 상상력 속에 깊이 배인 고전 이교주의는 그의 문학적 소

명과 포부를 형성하고 이끌어간 원동력이었다. 19세에 쓴 「대학교 방학 의식(儀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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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At a Vacation Exercise in the College”)는 그가 시적 열망을 밝힌 아마도 가장 

초기의 글일 것이다. 이 시에서 밀튼은 하늘에서 “천둥치는 옥좌”(thunderous throne)

에 앉은 “복된 신”(blissful Deity, 35), 그 앞에서 노래하는 “아폴로”(Apollo, 37), 대양

의 “초록 눈의 넵튠”(green-ey’d Neptune, 43)의 노호(怒號), 자연의 비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왕과 왕비와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고전적 서사 시인이 되고 싶은 열

망을 노래한다(19-52). 시인은 이 작품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비유와 심상의 이교성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이나 망설임을 보여주지 않으며, 이 후 다른 글들에서도 시인으로

서의 소명과 시인과 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고전적이고 이교적인 비유와 심상들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확신은 아일랜드 유력가문 출신으로 집안의 배경과 개인적 재능

이 결합하여 개인적, 사회적 성공의 길을 막 시작했던 에드워드 킹(Edward 

King)의2) 죽음을 애도하며 흔들리고 있음이 나타난다. 『리시다스』는 킹의 죽
음에 대한 애도시인 동시에 밀튼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키워온 고전적이고 

이교적인 문학적 이상의 한계와 그 무력한 죽음에 대한 애도시라고 할 수 있다. 

『리시다스』에서 고전적, 이교적인 요소들과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함께 등장

하고 있는데, 밀튼은 『탄생 시』에서처럼 기독교의 우위를 공공연하게 선언하
며 이 두 전통의 관계를 설정하지는 않는다. 두 전통에 대한 그의 태도는 불행

한 죽음에 대한 애도와 자신의 소명의 위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어우러져 

훨씬 더 암시적이고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그의 고전 이교 문학적 이상의 상징

적 죽음은 목가 시의 관습 속에서 그의 시인직-성직 소명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는 애도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학적, 종교적 이상의 가능

성을 탐구해나간다.

그 가능성을 위해 밀튼은 『리시다스』의 도입부에서부터 격렬한 자기 파괴를 통
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프리드만(Donald Friedman)은 “『리시다스』가 진정으로 
모방하는 행위는 시인과 성직자의 역할을 인식하는 한 방식의 죽음”(20)이라고 보면

서 시에서 점차 시인의 의식이 변화되면서 시인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간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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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이미 시의 첫 도입부에서부터 시인은 이전의 것

들을 스스로 부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한 새롭게 될 것

이라는 예견을 파괴 행위 속에 이미 함축시키고 있다. 밀튼은 킹의 죽음을 계기로, 자

신이 형성해온 문학적, 종교적 정체성의 틀을 먼저 자의적으로 깨부수고 있으며, 그 

자기 파괴는 또한 새로운 문학적 소명의 탄생을 위한 이교적 요소들의 일종의 정화작

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오 월계수들아, 그리고 다시 한 번 

갈색 도금양들아, 결코 시들지 않는 담쟁이덩굴도 함께,

나는 아직 덜 익고 거친 네 열매들을 

미숙한 손길로 마구 뽑아버리고,

성숙해지는 해가 오기 전에 네 잎들을 흩어버리러 왔노라.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마음에 사무치는 슬픈 사건으로  인해

내가 너희들의 예정된 때를 방해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Yet once more, O ye Laurels, and once more  

Ye Myrtles brown, with Ivy never sear,

I come to pluck your Berries harsh and crude,

And with forc'd fingers rude,  

Shatter your leaves before the mellowing year.

Bitter constraint, and sad occasion dear,  

Compels me to disturb your season due: (1-7)

러더퍼드(James Rutherford)의 형식적 분류에 의하면, 이 시의 첫 14행은 소네

트로 간주할 수 있다.3) 그렇다면 매우 자의식적인 화자가 등장하기 마련인데, 

앨퍼스(Paul Alpers)도 지적하듯이(What is Pastoral? 95), 14행에 이르기까지 화자 

“나”(I)가 (시의 제목을 통해 시사하고 있는 장르인)4) 목가적 작품의 화자라고 

생각할 근거나 또 그가 목자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이 소네트 부

분의 화자는 시인 자신이라는 인상을 매우 강하게 전달한다. 특히 인용된 첫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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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 행에는 리시다스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이 시 전체에서, 존슨(Samuel 

Johnson)이 시에서 없다고 혹평한 시인 자신의 개인적인 “진정한 열정의 방

출”(699)5)을 독자가 아마도 가장 생생하게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

다. 시인은 “뽑고” “부수어 흩어버리며” 강하게 분노하는데, 그 분노에는 죽음의 

폭력으로 인해 소중한 것을 상실한 깊은 아픔이 배어있다. 특히 밀튼의 시적 소

명의 관점에서 이 첫 7행은 스스로 아직 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시인이 미 준

비 상황에서 때 이른 시를 발표해야하는 것에 대한 당황, 절망, 분노를 담고 있

다고 흔히 해석되기도 한다. 그런데 화자가 격앙되고 거친 선언의 목소리가 두 

번이나 강조하는 “다시 한 번”이라는 표현과 그의 선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구

약과 신약성경의 종말론적 선언(Haggi 2.6-7; Hebrews 12.26-29)을 연상시킨다는 

점을(Wittreich; Berkeley; Lieb; Taylor)6) 고려할 때, 이 부분은 당황과 절망적 분

노를 넘어서는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다시 한 번”

이라는 표현을 야훼가 하늘과 땅의 이전의 것(구약)을 흔들어 없애고 흔들릴 수 

없는 새로운 것(신약)을 창조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볼 때, 도입부

의 종말론적 심판의 분위기에서 화자가 적극적으로 부수고 파괴하는 것은 자신

이 지금까지 중요시해온 고전 문학적 이상이고 그 안에 배인 고전적, 이교적 요

소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시인이 뽑고 파괴하는 월계수, 도금양, 담쟁이덩

굴들은 고전 이교 신화에서 특히 시적 영감의 원천으로 간주된 식물들이라는 

데서 입증된다. 특히 화자가 제일 먼저 언급하는 월계수는 아폴로와 시의 식물

로 최고 시인의 영예의 상징이다. 밀튼은 “저 멀리 떨어진 동굴에서 꾸는 꿈과 

성스러운 월계수 나무숲과 파르나써스의 그늘이 주는 열매”(“Ad Patrem,” 

Hughes 83)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는 더 이

상 자신에게  시적 영감의 원천과 이상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월

계수의 때 이른 죽음은 시인 킹의 때 이른 죽음 뿐 아니라 밀튼 자신의 문학적 

이상의 때 이른 죽음을 상징한다. 화자는 이 상황에서 체념하며 슬퍼하기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 덜 익었지만 찬란한 성숙을 기대하며 가꾸어온 “승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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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덩굴과 월계수를 쓰고”(“Ad Patrem,” Hughes 85) 싶은 자신의  고전적, 이

교적 문학의 이상을 파괴해 버린다. 이 행위는  강요된 상황(“compel,” 7)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자의적 행위(“come,” 3)이며, 이 부분에 넘치는 운율

학적 자유로움”(Rutherford 20)이 그 자의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 자의성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화자의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고 이 행들

에 함축된 기독교적 섭리에 대한 종말론적 예견을 현실화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 시를 밀튼 자신에 대한 시로 해석할 때, 죽음으로 인한 상실과 이별은 

“그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단절시키는”(Jockims 93) 것이다. 시인이 스스로 자신

을 분리시켜 바라보는 것은 그가 고전주의 이상에 의하여 형성해온 정체성, 아

직 완성되지도 않은 채 상실되어버린 정체성이다. 이제 그는 새로운 시적 비전

과 이상에 의해 자신을 개별화해야할7)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인

은 한계에 부딪힌 이교적, 고전적 이상의 틀을 용기 있게 자발적으로 부수고 그 

틀의 죽음을 기독교적 비전으로 애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의 도입부에서 나타난 화자의 분노와 슬픔의 감정은 리시다스의 죽음을 방관한 

듯한  이교의 신적 존재들의 무능함에 대한 질책에서 더욱 깊어진다. 

님프들이여 그대들은 무자비한 깊은 바다가 

그대들이 사랑하던 리시다스의 머리를 덮었을 때 어디에 있었나?

노령의 바드들, 고명한 드루이드들이 잠든,

가파른 언덕에서 놀고 있지도 않았고,

모나 고원의 덤불 우거진 정상에서도, 

디바가 그 물길을 마술처럼 펼치는 곳에서도 놀고 있지 않았으니: 

Where were ye Nymphs when the remorseless deep

Clos'd o're the head of your lov'd Lycidas?

For neither were ye playing on the steep,

Where your old Bards, the famous Druids, lie,

Nor on the shaggy top of Mona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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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 yet where Deva spreads her wisard stream: (50-55)

화자는 님프들의 무책임함을 질타하고 나아가 킹을 죽음으로부터 구하지 못한 그

들의 무능함을 고발하다.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사안에 리시다스를 보호할 책임을 게

을리 한 그들을 향해 화자가 던진 “어디에 있었나?”는 질문은 창세기에서 죄를 짓고 

숨은 아담에게(Genesis 3.9), 그리고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Genesis 4.9) 한 야훼

의 물음을 반향 한다.8) 그들은 당연히 시인-제사장들이었던 드루이드들이 살았

거나 잠들어 있던 곳에 머물며 시인–성직자인 리시다스의 수호자 역할을 하거
나 혹은 그의 여행 목적지인 디바에 가 있어 그를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야했다. 

사건 당시 그들의 행방에 대한 화자의 이 수사학적인 질문은, 그들이 리시다스

의 죽음에 책임이 있으며 그것은 마치 기독교적 원죄와 같이 심각한 잘못이라

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인용한 부분에서부터 시인-성직자의 이미지가 리시다

스와 연상되기 시작하는데, 영국의 고전 시대의 시인-제사장 드루이드들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이교적인 요소들이 애도하는 화자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음을 암

시한다.

화자는 곧 이어 시인-제사장들을 섬기는 님프와 같은 이교적 존재들이 킹을 죽음에

서 구해낼 것이라는 자신의 기대 자체가 헛된 꿈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 고백은 고전 이교주의와 그 문학적 이상의 무력함에 대해 절망적인 한탄으로 이어

진다.

아 세상에, 내가 어리석은 꿈을 꾸는구나!

그대들이 거기에 있었던들 -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오르페우스를 낳은 뮤즈 자신이,

뮤즈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었던가,

무시무시한 괴성을 지르며 달려든 무리들에 의해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얼굴이 강을 따라 흘러,

물살 빠른 헤브루스 강 아래 레즈보스 섬 해안가까지 흘러내려갔을 때,

자연 전체가 마력을 가진 그녀 아들로 인해 슬퍼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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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 me, I fondly dream!

Had ye bin there — for what could that have done?

What could the Muse her self that Orpheus bore,

The Muse herself, for her enchanting son

Whom Universal nature did lament, 

When by the rout that made the hideous roar,

His gory visage down the stream was sent,

Down the swift Hebrus to the Lesbian shore. (56-63)

오르페우스는 시적 소명을 피력하는 밀튼의 글들에 자주 등장하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인의 이상이었다(예를 들어 “Ad Patrem,” Hughes 84 참조.). 목자이고 

아폴로의 제사장이었던 오르페우스의 신화는 시인직과 사제직의 성스러움, 문화의 창

조자로서의 시와 시인의 능력과 역할, 그의 죽음 속에 함축된 재생의 메시지 등 다양

한 의미들을 암시한다.  그런데 인용한 부분에서 밀튼은 오르페우스의 물과 관련된 비

참한 죽음, 그가 섬긴 아폴로신이나 서사시의 여신인 그의 어머니 칼리오페(Caliope)

도 살려낼 수 없었던 그의 비참한 죽음만을 강조한다. 그의 죽음의 비참한 순간은, 밀

튼이 이때까지 가장 숭배해온 시인의 “강물을 통제하고 . . . 떡갈나무에게 들을 귀를 

주고, 죽은 망령들을 움직여 눈물짓게 하는”(“Ad Patrem,” Hughes 84) 능력이 무용지

물이 되어 허물어지는 순간이다. 오르페우스의 “피투성이가 된 얼굴”은 밀튼이 모방

해온 고전적, 이교적 시인의 이상이 토막나버린 상황과도 같다. 물론 시인이 던진 질

문의 마지막 행에 죽은 오르페우스가 레즈보스 섬에서 시의 부흥을 가져왔다는 사실

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비참한 죽음은 재생의 이미지와 연결되어있다는 해석

도 가능하다. 그래서 메이어슨(Caroline W. Mayerson)은 이교적 재생의 신화를 넘어 

오르페우스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슈바르츠(Regina Schwartz)도 메이어슨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90). 그러나 설사 오르페우스 신화가 재생의 의미를 함축한다 

해도 죽음의 폭력적인 파괴력을 상쇄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와 그를 동일시하

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시인 오르페우스는 노래로 지하 세계 신의 마음도 움직였지

만 결국 유리디케(Eurydice)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내지 못했고, 자신도 비참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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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를 맞이했으며 죽음 후 엘리시움(Elysium)에서 그가 누리는 행복도 그를 섬긴 킹과 

같은 시인들의 비참한 죽음의 궁극적 의미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인용한 부분에서 적

절한 장례도 없이 산산 조각나 물에 떠다니는 그의 시신이 보여주는 죽음의 처참한 

비극성은 오르페우스의 재능이 장차 레즈보스 섬에 가져올 문화적 재생의 희망을 크

게 압도하고 있다. 오르페우스의 죽음의 이미지는 죽음 후에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

와 보상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교적이고 고전적 시와 시인의 이상의 

죽음을 표상하게 된다.9) 

이렇게 삶의 절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 것이 허물어지는 순간에 시인은 그 소명을 

위한 자신의 노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밀튼은 일생에 거쳐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시인-성직자로서의 소명에 대해 깊이 

고민한 시인이었는데, 『리시다스』를 쓰기까지의 시기 동안 여러 글들에서 자
신의 시인으로서, 성직자로서의 소명에 대한 기대와 확신, 불안과 염려 등을 표

현하였다.10) 특히 1635년부터 1637년, 3년의 시기에 이 소명의 문제는 그의 다

른 모든 사안들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차대한 것이었고 그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심하였다(Lewalski 53, 74). 그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대학에서 가르칠 기회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가 대학 교육

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준비해온 성직자의 길로 들어선 것도 아니었다. 또한 시

를 향한 그의 강한 열망도 직업시인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방

해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후견인의 

후원을 기대하고 썼을 『코머스』 (A Maske, Comus)에 나타나는 “상처받고 실망

한 분위기”(Corns 36)는 이 시기에 그가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의 표현이었을 것

이다. 또한 레너드(John Leonard)의 견해대로, 정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때 육체적인 죽음까지 가할 수 있는 검열제도로 인해 당시 자신의 문학적 이상

을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자각하고 있었을 것

이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밀튼이 『리시다스』에서 표현하는 시인-성직자의 소명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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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한 현실은, “천하게 경멸당하는 목자 직분”(the homely slighted Shepherds trade, 

65)이 자신을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고마워할 줄 모르는 뮤즈”(the thankless 

Muse, 66)를 섬기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소명을 살아내기 위해 쾌락

을 멀리하고 “맑은 정신”(the clear spirit, 70)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물

질적 보상이 아니라 불멸의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다(70-72).11) 비록 그 명성이 

시인의 보상이라기보다 오히려 약점, 아무리 고귀한 정신을 가진 자라도 마지막

까지 놓지 못하는 “약점”(infirmity, 70)이지만, 명성은 고전 시인이 추구했던 최

고의 보상이었고 고전시인들을 따르는 밀튼과 같은 르네상스 시인들도 갈망했

던 것이다. 그런데 죽음은 그 보상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시

인은 이상으로 추구했던 삶이 허무하게 물처럼 흘러가버리지 않게 할 “어느 아

름다운 노래의 눈물이 주는 보상”(the meed of som melodious tear, 14)이라도 주

고자 애도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밀튼은 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들에서 

“보상”을 언급하는데 위에 인용한 부분에서 이 “보상”의 개념이 다시 등장한다. 

그것은 그만큼 밀튼이 지금까지 시인의 소명을 위해 희생과 노력을 많이 기울

였음을 입증해주며, 시작(詩作)은 “잉크를 낭비한 장난거리”(Sidney 106)가 아니

라 자기 절제의 노력과 정신노동인 연구와 탐구의 결실로서 아무 보상도 못받

을 무의미한 작업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현

실적 보상의 기회가 사라진 지금 그는 자신에게 시적 영감을 주었던 신적 존재

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자신의 노력의 의미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다. 

삶을 건 한 화자의 절박한 질문에 시의 고전 신 피부스가 바로 응답을 한다. 

“그러나 찬사는 그런 것이 아니지,”

하고 피부스가 대답하며 떨고 있는 나의 귀를 만진다.

“명성은 죽을 인간의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아니고,

세상에 과시하기 위해 붙인 번쩍거리는

박편(薄片)에 있지 않고, 널리 퍼진 소문에도 있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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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순수한 눈들과 모든 것을 심판하는 조브의 

완전한 증언으로 생명을 누리며 저 높이 퍼져 나가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행위에 대해 그가 마지막 심판을 발할 때,

천상에서 너무나 많은 명성이 너의 보상이 될 것을 기대하여라.”

“But not the praise,” 

Phœbus repli'd, and touch'd my trembling ears; 

“Fame is no plant that grows on mortal soil,

Nor in the glistering foil

Set off to th' world, nor in broad rumour lies,

But lives and spreads aloft by those pure eyes,

And perfet witnes of all-judging Jove;

As he pronounces lastly on each deed, 

Of so much fame in Heav'n expect thy meed.” (73-84)

피부스 아폴로는 고전신화에서 “음악, 예언, 의학, 목축”의 신일 뿐 아니라 “특히 

시, 법률, 과학, 천문학, 철학과 숭고한 도덕적, 종교적 원리”의 신으로(Swaim 345-6), 

밀튼에게 시적 재능을 준 신이다(“Ad Patrem,” Hughes 83). 아폴로의 대답에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교의 최고신 조브를 기독교 신(God)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교적 세계관에서도 죽음 후에 궁극적인 보상이 주어질 것이

라는 희망은 적어도 주어지고 있다. 그런데 밀튼이 시인으로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지상에서의 명성이 아니며 죽음 후 주어질 명성이라는아폴로의 가르침을 진

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여기서 애도시는 마무리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자가 

인정하듯이, 도덕적 약점이기도 한 명성의 보장은 결코 그를 만족시킬 만한 완전한 위

로가 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시인의 질문에 대해 아폴로의 반전적인 대

답이 행을 바꾸지도 않고 화자의 한탄이 끝나는 같은 행에서 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답은 답하기 위한 긴 시간의 성찰과 같은 공백이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 준

비되어있는 대답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렇다면 시인은 자신 안에서 이 대답을 이미 예



『리시다스』에 나타난 고전 이교주의와 기독교의 대립과 밀튼의 소명의식  65

상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자신의 문학적 재능의 기원인 이교 신의 위로가 완전하지 못할 지라도 어느 정도 

힘이 되어 시인은 다시“아레쓔즈 샘”(Arhethuse, 85)과 “민시우스 강”(Mincius, 86)의 

고전 목가의 세계로 돌아간다(85-87). 목가 시인으로 돌아온 화자는 여전히 넵튠과 트

리튼(Triton)과 같은 이교의 신적 존재들에게 킹의 죽음의 원인을 캐묻는다. 하지만 그 

원인은 제시되지 않고 오히려 이교 신들인 그들이 인간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

한이라는 점만 드러날 뿐이다. 이렇게 킹의 죽음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완전한 위로

를 찾지 못한 시인은 자신의 시적 소명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교적인 이상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화자는 리시다스의 죽음의 원인

은 악운을 타고 난 배 탓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황망한 한탄에 도달할 뿐이다. 화자의 

이러한 황망함은 이교 신들에게 던진 죽음의 비밀과 신비에 대한 질문을 얻지 못한데

서 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교적 세계관 속에서 던진 질문은 결국 이교적 운명이 모

든 일들의 원인이라는 식의 대답을 도출할 뿐이므로 결정론적인 교착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 납득할 만한 궁극적 답을 위한 화자의 탐구는 계속되어 시

는 다른 물, 캠 (Cam)강의 조사(弔詞)로 넘어간다(88-102).  

III. 기독교 성직 소명의 위기

캠 강의 신, 캐무스(Camus)는 킹과 밀튼이 수학한  캠브리지 대학을 상징하는데, 

고전 인문주의 교육의 산실인 캐무스의 애도에도 이교 신의 무기력함과 고전주의적 

재생의 불완전함이 함축되어 있다. 그는 가장자리에 “저 붉은 꽃처럼 슬픔이 새겨

진”(like to that sanguine flower inscrib'd with woe, 106) 갈대 모자를 쓰고 있는데, 

“붉은 꽃” 히아신스는 아폴로와 관련이 있는 꽃이다. 아폴로의 연인 히아신스가 죽음 

후 꽃이 된 변신이야기는 죽은 리시다스의 새로운 존재로의 변신의 가능성을 “희미한 

무늬들”(figures dim, 105)처럼 암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캐무스는 고전적 재생신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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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의 가장자리를 닮은 모자를 쓰고 있으면서도 재생의 가능성으로 위로를 받거나 전

달하지도 못하고 킹의 상실을 깊이 애도하고 있을 뿐이다. 밀튼은 여기에서도 오르페

우스의 경우처럼 히아신스의 변신이 주는 위로보다는 죽음의 슬픔을 강조하고 죽음으

로 인한 상실을 위로하지 못하는 고전 이교주의의 무능함과 한계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당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같은 대학들은 고전 인문주의 교육의 장인 동시에 교회 

성직자 양성의 장이었기에 대학이 성직자 양성 교육을 위해 성직 개혁을 주장하는 것

은 당연하였다(Brown 191). 따라서 대학의 분위기와 이 시의 목가적 관습에서 볼 때, 

시인 목자에 대한 애도에서 캐무스의 등장이후 성직자 목자에 대한 애도로 넘어가고 

그 애도에 성직에 대한 개혁적 비판이 포함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르페

우스가 시인의 원형이라면 “갈릴리 호수의 키잡이”는 성직자의 원형이다(Frye 52-53). 

앞서 아폴로의 대답에서는 조브가 기독교 신처럼 종말적 심판자로 언급되어 기독교와 

이교의 심상들이 분명히 구분이 안 되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하지만 성직자의 원형으

로 등장한 “갈릴리 호수의 키잡이”(The Pilot of the Galilean lake, 109)는 밀튼이 종

교적 소명에 있어서 이교와 기독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갈릴리 호수의 키잡이”의 담화부분은 고위 성직자의 모자를 쓴(Miter‘d. 

112) 그의 차림새로 인해 우선 그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

켰는데,12) 이 키잡이를 초대 기독교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밀튼과 킹의 성직 소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교회의 지

도자의 등장과 심판이 당시 교회에 대한 비판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갈릴리 호수는 기독교 신앙전통의 근원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우선 

예수의 첫 제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부로서 일하던 

곳이고(Matthew 4:18; Mark 1:16), 제자들이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젓느라 안간힘을 쓸 때 물위를 걸어 예수가 나타났던 곳이며(Matthew 14:26; 

Mark 6:49; Luke 24:39),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 특히 베드로에게 목

자직의 소명을 부여한 곳이다(John 21). 열거한 성경의 일화들을 통해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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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호수의 키잡이는 곧 기독교 교회라는 배의 키잡이로서 베드로 혹은 보편

적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다. 베드로로 상징되는 교회 최고 지도

자는 하늘의 심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땅의 심판을 주관하는 권위를 예

수로부터 부여받았다(Matthew 16:17-19). 그런 교회 최고 지도자가 영국 국교회

나 가톨릭의 수장들이 쓰는 고위 성직자의 관을 머리에 쓴 모습은 1640년대부

터 이 두 종파에 대해 반대하는 급진적인 청교도주의자의 행보를 보일 밀튼의 

종교적 신념에 역으로 비추어 볼 때 당혹스러운 점이 있다. 하지만 고위 성직자 

관을 쓴 베드로의 모습은 밀튼이 이후 보여줄 확고한 종교적 투신의 결정적 선

택을 이 시를 쓸 당시에는 아직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콘즈

(Thomas N. Corns)의 주장대로 『리시다스』에서 밀튼이 아직 영국 국교회의 
“종교의식 중심적인 감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나타난다면(33), 이 시를 쓸 때

에 그가 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상징으로서 관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

았을 수 있다. 베드로는 예수가 지상에서 목자로서의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부른 제자 둘 중 하나였고 부활한 예수로부터 직접 목자직의 소명을 받았다

(John 21.15-19). 따라서 밀튼은 여기에서 베드로를 기독교 목자의 가장 원형적

인 인물이며 교회라는 배의 키잡이의 원형적인 인물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

다. 이미 밀튼의 급진적 행보를 알고 있는 독자들로서는 특정 기독교 종파들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관점을 씻어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티즘이 추

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근원으로의 회귀 정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초대 교회의 

수장 베드로는 초대 교회 정신의 관점에서 당시 영국 국교회를 포함한 유럽의 

기독교의 상황을 가장 잘 심판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갈릴리 호수의 

키잡이”를 통해 밀튼은 당시 기독교 목자들에 대해 심판을 한 것은 특정 종파의 

관점을 넘어선 광의로 밀튼의 프로테스탄트 적 성향, 초대 교회의 정신을 되찾

고자했던 개혁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교회에 

대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의 준엄하고도 개혁적인 심판의 목소리는 밀튼이 이 

시에서 교회와 성직에 대한 혐오를 함축하고 그의 성직 포기를 선언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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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할 여지도 준다. 하지만 힐(John Spencer Hill)의 주장대로, 밀튼이 제도 

교회 안에서 성직자로서의 길을 포기한 것이 시인직의 선택과 맞물려 있다는 

“소명 간의 긴장과 그로 인해 부수적으로 강요된 선택이라는 개념“(48)을 일단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베드로의 관을 광의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듯이, 베드

로의 담화를 제도 교회 안의 성직의 구체적 선택과 포기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

서 보다 개방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눈먼 입들! 양 고리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스스로 거의 모르거나, 

충실한 양지기의 기술에 해당하는 

가장 하찮은 것도 할 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은 잘 먹고 잘살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때에, 보잘것없고 겉만 번지르한 노래들을 

형편없는 지푸라기로 만든 거친 피리로 끽끽거리고 있구나.

굶주린 양들은 올려다보지만 양식을 얻지 못하고

바람으로 부풀어 올랐으나, 그들은 썩은 뿌연 공기를 들이마시고,

속으로 곪아, 더러운 전염병을 퍼뜨린다,

게다가 사악한 늑대는 은밀한 발걸음으로

매일 매일 빠르게 집어 삼키고는 입을 다물고 있다.

하지만 저 두 손으로 잡은 검이 문 앞에서

준비하고 서있다, 한번 내려치고 더 이상 치지 않기 위해.

Blind mouths! that scarce themselves know how to hold

A Sheep-hook, or have learn'd ought els the least 

That to the faithful Herdman‘s art belongs!

What recks it them? What need they? They are sped;

And when they list, their lean and flashy songs

Grate on their scrannel Pipes of wretched straw.   

The hungry Sheep look up, and are not fed, 

But swoln with wind, and the rank mist they draw,

Rot inwardly, and foul contagion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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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s what the grim Woolf with privy paw

Daily devours apace, and nothing said,

But that two-handed engine at the door,

Stands ready to smite once, and smite no more. (119-31)

지금까지 시에서 목자(shepherd)는 주로 고전적, 이교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등장과 더불어 목자의 심상들과 암시들은 기독교 화되고 있다. 그것은 베드

로의 담화를 기점으로 고전 이교적 요소들과 기독교적 요소들 간의 긴장과 대립 관계

의 무게중심이 기독교로 기울 것을 예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갈릴리 호수의 키잡

이”는 목자들에게 매서운 비난을 퍼부으면서 입으로 하는 기술을 목자의 가장 대표적

인 기술로 강조한다. 그 입의 기술은 제대로 보아서 그 본 것을 제대로 말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목자들의 말은 양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능변, 즉 영적인 가르침과 위안을 주며 영혼의 삶의 양식이 되는 말이어야 한다. 

따라서 “눈먼 입들”은 혜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영적 양식이 될 진리도 말하지 

못하는 입을 가진 목자들이다. 도허티(M. J. Doherty)는 베드로의 담화에서 밀튼이 설

교가로서 성직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밀튼이 성전 사제였다가 

예언자로 변신한 에제키엘과 같은 복음적인 시인-설교가의 행보를 걸어갈 것을 예견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여기서 밀튼이 언변의 기술, 그것도 예언력을 갖춘 

언변이 목자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 자질이 에제키엘과 같은 사

제요 예언자의 설교력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보다 더 넓은 의미에

서 그 언변은 시인의 언변으로, 그 점은 곧 이어 밀튼이 테오크리투스를 모방한 버질

의 목가 3(27행)을 모방하여(Alpers, What is Pastoral? 105) 목자/성직자와 시인을 동

일시하는 것에서 입증된다. 그는 성직자-목자의 말을 시인의 노래와 동일시하여, 무능

하고 부패한 성직자는 양들에게 양식이 될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시인과 동일

시한다. 양을 돌보고 키우는 목자의 중요한 기술은 노래의 기술, 작시 기술이고, 바꾸

어 말하면 시의 사회적, 종교적 역할과 책임은 곧 양들을 키우는 것으로 성직의 역할

과 같은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밀튼은 말과 말하기의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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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 성직자를 동일시하고 말의 기술을 강조함으로써 동일시된 두 소명에 있어서도 

성직자-시인 보다는 시인-성직자로 그 무게 중심을 시인 쪽으로 옮기고 있다. 1645년 

이 시를 출간할 때 밀튼은 베드로의 담화부분이 1637년 경 “당시 하늘을 찔렀던 우리

의 부패한 성직자들의 파멸”(the ruin of our corrupted Clergy then in their height)을 

예견했다고 두서(頭書)를 덧붙였다. 이 예견을 밀튼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심판은 그의 성직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성직 개념이 시인의 소명에 

통합되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형편없는 설교와 형편없는 노래의 동일시

가 “두드러지도록 생생하게” 이 목가 시의 중심에 있다면(Forsyth 695), 밀튼은 이 시

의 한 가운데에서 시와 설교, 시인과 성직자가 새롭게 통합될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이

제 그의 문학적, 종교적 소명은 그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고 있다. “갈릴리 호수의 키

잡이”의 마지막 심판에서 “한번 . . . 더”(once . . . more)라는 표현은 이 시의 도입부

의 종말론적인 변화를 반향하면서, 밀튼의 정체성이 제도 교회안의 성직자로서보다는 

양들을 먹이는 영적 양식이 되는 말/노래를 하는 시인-목자에로의 변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기독교적 요소가 직접 작품에 암시되지 

않았고 새로운 대안 없이 이교적 비전의 무능함과 한계에 대한 한탄이 죽음의 애도 

밑에 깔려있으나, “갈릴리 호수의 키잡이”의 등장과 더불어 기독교적 요소들이 이교

적  요소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

IV. 시인-성직자 두 소명의 틀로부터의 자유

밀튼은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양식이 되는 노래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시인

-목자에 대한 엄준한 심판을 통해 문학의 영적, 종교적 힘에 대해 그리고 시인으로서

의 소명을 확신한 듯이 보인다. 그래서 시인은 보다 편안하게 고전적이고 이교적인 목

가의 세계로 다시 돌아온다. 시인은 방금 들은 “갈릴리 호수의 키잡이”의 비판과 심판

의 “두려운 목소리”(dread voice, 162)가 지나갔다고 청자들을 위로한다. 하지만 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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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는 시인의 두려움도  깔려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의 키잡이”의 심판

은 시인 자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밀튼은 “시인의 과업은, 거룩한 노

래”이며 그 노래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의 불꽃“이고 ”인간의 천상적 기원의 증

거”(“Ad Patrem,” Hughes 83)라고 간주했었다. 그런데 그 이상이 흔들리자 그것을 스

스로 파괴한 후 자신이 시인-목자로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하는지, 그 노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아직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심판의 목소리를 통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위로를 

얻은 시인은 이제 다시 목가 시의 관습을 좇아 꽃을 뿌리며 리시다스를 이제 영구차

에 실어 떠나보내고자 한다.  

그러나 고전적 시인의 모델을 따름으로써 명성을 얻고자 했던 것이 정신의 연약함

이듯이, 결국 목가 시의 관습을 따라 리시다스의 죽음을 위로하는 것이 그런 “허약한 

생각”(frail thought, 153)에서 나온 “거짓 추측”(false surmise, 153)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고전적이고 이교적인 요소는 불완전할 뿐 아니라 아예 거짓된 것이라 

치부한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신은 불가분하며 영혼과 육신이 함께하는 구원을 믿는 

밀튼에게(B. Johnson 73), 시신도 없는 리시다스의 영구차에 온갖 꽃을 뿌리는 목가적 

비가의 관습은 이교 시의 무능함의 표현일 뿐이고 진정한 구원의 비전을 노래하지 못

하는 이교시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보여줄 뿐이기 때문이다. “아 세상에!”(Ay me!, 

154)라는 깊은 절망의 한숨은, 죽음에 대한 위로는 주지만 죽음 후의 삶과 그것에 대

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고전 이교  시의 관습에 대해 계속되는 낙심의 한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인으로서 자신의 한계에 대한 한탄이기도 하다. 한탄 속에 그의 연약한 

상상력은 먼 바다를 돌아 “기괴한 세상의 바닥”(the bottom of the monstrous world, 

158), 고전시의 한계와 자신의 눈먼 상태의 바닥까지 간 후에 기독교적 비전에 눈을 

뜬다.  

방비(防備)의 산의 위대한 시선이 

나만크로스와 베이요나 요새 쪽을 바라보고 있는 곳;

이제 고향을 향하고 있는 천사를 보고 슬픔을 누그러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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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 그대 돌고래들이여, 불운한 젊은이를 가볍게 실어 날라라. 

Where the great vision of the guarded Mount

Looks toward Namancos and Bayona's hold;

Look homeward Angel now, and melt with ruth. 

And, O ye Dolphins, waft the haples youth. (161-4)

리시다스의 시신을 찾아 온 바다를 그 밑바닥까지 헤맨 시인의 비통함은 마침내 영

국의 땅 끝 마을(Land’s End) 근처의 성 마이클 산(Mount St. Michael)에 이르러 누그

러진다. 사실 킹의 요절로 인한 충격에 빠졌을 때 기독교인인 밀튼이 자신의 분노와 

절망과 당혹감과 의혹 등의 감정들을 가장 격하게 쏟아내면서 질문을 던져야할 대상

은 기독교 신이다. 만일 그의 시적 이상이 기독교적 관점 속에 포용되어 있었다면, 그

는 이교 신들이 아니라 기독교 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사건에 대해 저항하고 반

항하며 그 사건의 섭리에 대해 묻고 따졌어야했을 것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밀튼은 

그 모든 감정을 기독교 신을 향해서는 조금도 내비치지 않고 고전적, 이교적 관습의 

목가 시 안에서 통제하며 기독교 신을 향한 억제된 불신과 원망을 이교 신들에게 표

출한다. 에반스의 주장대로 이 시가 일종의 “기독교적 회심의 경험”의 결론을 향해 나

아가고 있다면(48), 아폴로의 포유동물 돌고래가 리시다스의 시신을 고향으로 실어 나

르듯 이교적 요소들을 통해 밀튼은 기독교적 비전의 고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교적 

요소들의 역할은 거기까지 일 것이다. 집으로 향하는 천사는 마이클 대천사인 동시에 

리시다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리시다스라고 볼 때 해석은 “천사여 이제 고향을 

향하며 슬픔을 누그러뜨려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눈물”의 노래로 리시

다스의 죽음을 “보상”하려는 시인의 애초의 시도는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며, 리시다

스는 천상적인 존재로 변하여 보상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리시다스의 천사로의 변신은 히아신스와 같은 고전적 변신과는 다른 차원의 변신

으로, 이제 시는 본격적으로 기독교적 비전이 주는 위안과 보상을 노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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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울지 마라, 슬픔에 찬 목자들이여, 더 이상 울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슬픔, 리시다스는 죽은 것이 아니라,

비록 바다 밑바닥에 가라 앉아 있지만,

그렇게 태양은 대양의 침상에 가라앉았으나,

곧 수그린 머리를 다시 들고

자신의 햇살을 장식하여 새롭게 찬란한 금빛으로 

아침 하늘의 이마에서 불타오른다.

그렇게 리시다스는 낮게 가라앉았으나, 

바다 위를 걸으신 그분의 귀한 능력을 통해 높이 솟아오르도다.

Weep no more, woful Shepherds weep no more, 

For Lycidas your sorrow is not dead,

Sunk though he be beneath the wat‘ry floor,

So sinks the day-star in the Ocean bed,

And yet anon repairs his drooping head,

And tricks his beams, and with new-spangled Ore, 

Flames in the forehead of the morning sky: 

So Lycidas sunk low, but mounted high,   

Through the dear might of him that walk'd the waves; (165-74)

인용한 구절들을 살펴보면 시인은 리시다스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부터 기독교적인 

비전속에서 노래하지 않는다. 그는 우선 리시다스의 죽음과 부활을 태양이 지고 떠오

르는 자연의 순환에 비유한다. 이 비유에서 비교되는 것은 예수와 태양이 아니라 리시

다스와 태양이다. 이교 태양신인 아폴로가 부활한 기독교 성도와 비교되고 있는데, 리

시다스가 피부스라면 물속으로 졌다가 다시 떠오르는 태양은 일견 스스로 부활의 능

력을 가지고 있는 듯하나 리시다스처럼 자연계의 일원이다. 이제야 시인은 리시다스

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 존재를 “물위를 걸으신 분”이라고 밝힌다. 물위를 걸은 예수는 

킹을 삼킨 물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존재이

다. 태양이 지고 다시 떠오르는 것도 “물위를 걸으신 분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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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을 포함한 만물이 그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밀튼은 이교적 요소들

을 수용하면서도 기독교적 요소의 우위를 시사하며 기독교와 고전 이교 간의 대립 관

계를 정리한다.

고전 이교주의에 대해 기독교의 우위를 확립한 후 밀튼은 리시다스의 부활한 존재 

양식을 노래한다. 부활한 리시다스가 천국에서 누리는 삶에 대한 묘사는  킹의 존재 

양식 뿐 아니라 밀튼의 소명의식에 있어서도 변화와 자유를 암시하고 있다.  

그 곳에 다른 숲들이 있고 다른 강들이 흐르며,

그는 젖은 머리를 순수한 넥타로 씻으며,

기쁨과 사랑으로 온유한 복된 왕국에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축혼가를 듣고 있도다.

그곳에서 저 높은 곳의 모든 성도들이, 

장엄한 무리로 사랑의 친교 속에

노래하며 영광 속에 움직이며 그를 맞이하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영원히 닦아준다.

이제, 리시다스, 목자들은 더 이상 울지 않는다.

앞으로 너는 큰 보답을 받아 해안의 수호신이니, 

저 위험한 파도 속에 방황하는 

모든 이들을 선하게 대할 것이다.

Where other groves, and other streams along,

With Nectar pure his oozy Lock's he laves, 

And hears the unexpressive nuptial Song,

In the blest Kingdoms meek of joy and love.

There entertain him all the Saints above,

In solemn troops, and sweet Societies

That sing, and singing in their glory move,

And wipe the tears for ever from his eyes.

Now Lycidas, the Shepherds weep no more;

Hence forth thou art the Genius of the shore,



『리시다스』에 나타난 고전 이교주의와 기독교의 대립과 밀튼의 소명의식  75

In thy large recompense, and shalt be good

To all that wander in that perilous flood. (174-85)

리시다스는 죽기 전에 성직임명을 앞두고 있었기에 밀튼은 그의 죽음을 애도

하면서 사제직과 관련된 심상과 비유들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그는 부활한 리시

다스에 대해 더 이상 지상의 성직과 관련된 비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차

원의 존재로 변모한 리시다스는 부활한 성도이고 천상의 찬가를 부르는 존재이

다. 『리시다스』의 도입부는 히브리서의 종말론적 선언을 반향 하는데, 예수 

부활의 증언인 신약의 책들 중 히브리서만이 부활한 예수를 스무 번 이상 대사

제라 칭한다.13) 그런데 밀튼은 이 시의 마지막에서 사제 지원자 킹의 죽음 후의 

존재 양식을 그가 지상에서 못 다한 꿈을 이루어 대사제 예수를 섬기는 사제로 

표현하지 않는다. 킹은 묵시록의 구원받은 성도들 중 한 사라임다. 신약 성경의 

묵시적 찬가 속에서 리시다스는 고전적 시인의 이상이나 제도교회 안에서 청교

도나 혹은 영국 국교회 혹은 가톨릭 성직자의 틀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것이다. 

그의 궁극적 종교적 소명은 사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중의 한 사람

이 되는 것이고, 시인으로서 그는 “피부스의 옆에서, 그의 축복받은 동반자로

서”(“Ad Patrem,” Hughes 84)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에 대한 찬미가를 

부른다. “다른” 곳에서의 킹의 존재 양식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시인의 길에 

들어서거나 제도교회 안에서 성직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직업적 소명에서 벗어

난 자유로운 신원의식을 보여준다. 또한 무엇보다 시인은 시의 도입부에서부터 

찾아온 리시다스에게 줄 보상을 이제 찾았다. 밀튼은 리시다스에게 그가 여행했

던 위험한 영국 해안과 그곳을 여행하는 영국민을 보호하는 “수호신”의 직무를 

부여한다. 포지올리(Renato Poggioli)는 이 부분에서 기독교적 비전과 이교적인 

목가 비전이 “완벽한 조화”(95)를 이루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기독교 관점에서 

이교적 비전을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점에서 보는 견해이다. 이교의 관점

에서 볼 때는 자신의 우위를 내주고 얻은 것이므로 결코 “완전한 조화”가 아닐 

수 있다. 기독교적 비전이 제시하는 이교적 보상인 “수호신”에는 두 전통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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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공존한다. 이 공존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비전인 부활의 비전

을 확신한 후에는 더 이상 이교적 요소들에 대해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시인의 영적, 정신적 자유로움에서 나온다고 생각된다.  

V. 글을 나가며

『리시다스』의 애도하는 화자 “나”는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서 리시다스와 자신

의 분리를 인식한 후(37) 분리에 대한 애도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고서 그는 마치 뱀

이 허물을 벗듯이 노래하던 자신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자신을 과거 속의 “허구적인 인

물”(Evans 47)로 만들며 더 이상 목가적 비가의 세계에 있지 않고 자신의 목가적 시

간 속으로 되돌아온다. 이제 이 “촌스런 목자”(uncouth shepherd, 186)는 더 이상 아직 

노래할 때가 오지 않았다는 불안과 망설임 없이 자신의 노래가 “거짓 추측”을 하는 

“허약한 생각”(153)이 아니라  “진지한 생각(189)”이라는 확신으로 노래를 마친다. 비

가를 마친 목자는 아마도 노래하는 동안 벗어두었을 “푸른 외투”(Mantle blue, 192)를 

다시 집어 드는데, 이 외투가 르왈스키의 지적대로 구약의 제사장 복을 연상시키고 있

다면(86), 목자는 노래 부르기 뿐 아니라 목자 직무도 다시 시작하려하는 것이다. 그

는 그 소명을 다시 수행할 것인데, 더 이상 이전의 시인-성직자의 틀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숲과 새 목장”(fresh Woods, and Pastures new, 193)에서는 새롭게 변화된 소

명의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또한 그 새 숲과 목장의 비유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

의 불확실성과 불확정성 속에서 무한한 유희의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다. 

『리시다스』 이후 급진적인 청교도주의자의 행보를 걸어갈 밀튼이 이교적 비전이 
아니라 기독교적 비전으로 이 시를 마무리 짓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기독교적 죽음과 부활의 비전이 쉽게 결론으로 

예측되는 방식으로 뻔하고도 도식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아니다. 그 과정은 시인의 

자신과 삶에 대한 열정적인 고민과 치밀하고도 섬세한 성찰을 통해 도달하는 과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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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이교적, 기독교적 심상과 비유들, 문학적 관습들의 갈등과 

긴장, 대립으로 표현되고 있다. 밀튼은 『탄생 시』와 『실낙원』에서는 이 두 전통
을 대립시키면서 기독교의 우위를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하지만 『리시다스』에서는 
그 대립과 긴장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며 기독교의 우위도 두 시에서처럼 공격적인 적

극성을 가지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리시다스』에서 고전 이교적 요소들과 기독교적 
요소들 간의 긴장과 대립은 그의 소명의 문제와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두 전통의 갈등의 해소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자유로움은 이 후 

밀튼의 행보에서 나타날 소명에 대한 그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Notes

1) 본 글에서는 ‘고전 이교주의(classical paganism)’를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한 그리스 로마 시
대의 문화유산과 그 유산을 형성한 종교적 배경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교’라는 표현은 기독교의 관점에서 타종교인 그리스 로마 문화의 종교를 ‘이교’라 부른 것
을 그대로 빌려왔다. 

2) 킹의 집안의 배경에 대해서는 Lipking 208 참조. 

3) 바커(A. E. Barker)는 이 시를 이미지 패턴과 주제에 따라 삼부로 나누었다. 이와 달리 러더
퍼드는 이 시를 이부와 코다로 나누고 각 부분은 다섯 개의 단락을 가지고 있는데 첫 부분

(1-63행)은 소네트 형식으로 시작하고 소네트 형식으로 끝난다고 주장한다(21-22). 

4) 퍼싸이스(Neil Forsyth)에 의하면,  ‘리시다스’라는 이름의 인물이 르네상스 시대에 쓰인 30
편이 넘는 라틴어 목가적 작품들에 등장하고 있다(685). 따라서 당시 독자들은 『리시다
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가 목가적 작품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존슨은 『리시다스』가 주제나 심상, 감성 등에 있어 개인적인 진정성과 열정이 없이 인위
적이고 장르면에서도 진부하고. 허구적 개연성도 없어 “혐오스럽다”(699)는 혹평을 하였다. 
그의 『리시다스』 비평은 이후 많은 밀튼 비평가들의 반박 논문들을 생산하는데 일조하였
는데, 이 글도 그의 비평에 대한 일종의 반증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시를 읽으려는 시도를 
한다.

6) Hebrews 12.27-28: And this word, Yet once more, signifieth the removing of those things 
that are shaken, as of things that are made, that those things which cannot be shaken may 
remain. Wherefore we receiving a kingdom which cannot be moved, let us have grace, 
whereby we may serve God acceptably with reverence and godly fear:(KJV, 필자 밑줄). 

7) 개별화의 개념은 보이스키(Amy Boesky)로부터 빌려왔다. 보이스키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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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빠져있던 이브(Eve)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분리될 때 주체로 개별화되듯
이, 사물을 비추는 물의 세계에 함몰된 이 시의 화자도 자신의 그 모습으로부터 분리되어야 
개인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464).

8) enesis 3.9: And the Lord God called unto Adam, and said unto him, Where art thou?
Genesis 4.9: And the Lord said unto Cain, Where is Abel thy brother? And he said, I 
know not: Am I my brother's keeper? (KJV, 필자 밑줄) 

9) 물론 밀튼이 『리시다스』에서 오르페우스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그가 신봉한 신들의 무능
함을 강조하였다고 해서 오르페우스의 시적 능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

다. 『실낙원』(Paradise Lost) 7권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을 오르페우스와 연상시키면서 오
르페우스를 시인의 모델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리시다스』에서 이교 신의 무
능함과 이교적 시와 시인의 이상에 대해 암시적인 실망은 서사시에서는 공공연히 드러난다. 
그는 이교여신 칼리오페를 실체가 없는 “일종의 공허한 꿈”(an empty dreame, Paradise 
Lost VII.40)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고전적 이교 신을 거
부하면서, 아들도 시인 밀튼도 보호하고 구할 수 없으므로 진정으로 “천상의”(Heav'nlie) 여
신인 유래이니어(Urania)에게 자신이 오르페우스와 같은 폭력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도움
을 청한다.

10) “Elegy Sexta”(1629); “Sonnet 7(”1632); “Letter to a Friend”(1633); “Letter to Diodatti” 
(1637); “Ad Patrem”: The Reason of Church Government(1642, 이글이 밀튼이 성직에 대
한 자신의 포기 선택을 직접 언급한 유일한 글이다). 「아버님께」(“Ad Patrem”)는 저술
시기가 불확실한 글인데 1632~1645 사이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에서 그의 초기 
시의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점들이 보이므로 휴즈(Merritt Y. Huges)는 이 글의 저술시기
를 1637년으로, 르왈스키(Barbara K. Lewalski)는 1638년 초로 추정한다.

11) 밀튼은 이 시기에 친구 디오다티(Charles Diodati)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자신이 시인으
로서 “불멸의 명성”(immortality of fame)을 추구한다고 고백하였다(“Letter 8 to Diodati, 
September 1637,” 327).

12) 이 인물을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이 인물이 베드로라
는 견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크게 두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논의들에 대
해서는 Edwards 605-6 참조. 또한 그 논의들은 어부에 대한 영국 국교회나 가톨릭적
인 묘사로 인해 밀튼이 언제부터 급진적인 반 영국 국교회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는

가, 이 어부의 심판을 그러한 성향으로 볼 것인가, 따라서 이 심판이 그의 성직 포기
와도 관련인 있는 가 등 밀튼의 종교적 소명을 이해하는 문제들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13) Hebrews 2.17; 3.1; 4.14-15; 5.1; 5.5; 5.10; 6.20; 7.11; 7.26-28; 8.1; 8.3; 9.7; 9.11; 9.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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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trast between Classical Paganism and 
Christianity and Milton’s Sense of Vocation in Lycidas” 

Lee, Jin-A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contrast between classical paganism and Christianity is one of the recurrent 

themes in Milton’s works, which is inseparable from the issue of his vocation as a 

poet-priest in Lycidas. The poet-shepherd’s arbitrary annihilation of classical and 

pagan symbols in the beginning of the poem, his subsequent rebukes of the pagan 

deities’ inability to protect King, and his complaint of ‘false surmise’ of pastoral 

consolation are in a sense a way of expressing the poet’s mourning of the symbolic 

death of his Orphean ideals of poet and poetry. The poet-shepherd’s pastoral lament 

is carried over to the severe judgement of the Pilot of the Galilean Lake on the 

corrupt shepherd-priests in the contemporary Christian church. The Pilot’s emphasis 

on the shepherd’s nourishing eloquence foreshadows a new conception of Milton’s 

vocation as a poet-priest, and after the Pilot’s speech the pagan elements begin to be 

incorporated into Christian ones. Milton’s final vision of King’s salvation achieves 

the superiority of Christianity over classical paganism and then his liberation from 

the earthly vocation as a priest-poet within the institutional Church of England. This 

vision might be also said to have released Milton from the narrow and conventional 

concepts of the poet-priest to go “to fresh Woods, and Pastures new.”

Key Words: John Milton, Lycidas, Vocation, Paganism, Christi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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