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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초서의 비유적 표현을 둘러싼 번역 고찰*1)

이 동 일

[국문초록]

중세 후반기에 활약한 제프리 초서는 영문학과 영어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하

게 된다. 당대 식자층의 대부분이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초서는 대작『캔터베리 
이야기』집필에 있어 모국어인 중세영어를 고집한다. 시인이었던 그는 자신만

의 독특한 어휘선택과 조합을 통하여 절묘하고 정교한 표현력을 구사한다. 이 

과정에서 초서는 비유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또한 강도 높게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적 야심이 내포되어 있다. 초

서가 언급한 figure 는 상징, 중의적 표현, 함의, 은유, 환유, 비유, 내연 등의 의

미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서의 비유는 중의적 표현을 통한 의미의 

단순한 확장에 있지 않고 작품에서 일관성 있게 다뤄지는 인간 탐구라는 주제

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서는 비유의 한 부류인 반어적 기법을 사

용하는데 이 역시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자주 사용되는 표현법이다. 초서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표현 ‘점잖은’, ‘훌륭한’, ‘좋은’(hende, worthy, gentil, 

good) 등을 구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는 야비하고 부정직하고 저급

한 군상들을 풍자하고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반어적 함의를 지닌다. 많은 현

대어 번역에서는 이러한 어휘에 깃들어 있는 절묘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서가 사용한 비유와 반어적 기법을 분석하며 동시에 

다양한 현대어 번역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을 비교하며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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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된다.

주제어: 반어적 표현, 의역, 비유, 은유, 초서의 의도

I. 들어가는 글

영시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 1342-1400)가 영문학과 

영어에 기여한 바는 실로 지대하다 할 수 있다. 초서의 공적에 대해 로빈슨(F. 

N. Robinson)은 초서가 영어에 ‘힘과 우아함’을 더해주었다고 말한다(xxvi). 당대

의 작가들에 비해 그가 다룬 주제의 특이성과 다양성 그리고 이행 연구(couplet)

를 비롯한 정교한 수사학적 기법 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만의 고유한 

문학 세계를 구축한다. 초서의 대작『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

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주제들 예를 들면 남자 위에 군림하는 중세의 여인상

과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을 다루는 인간 탐구에 관한 주제들은 초서 자신이 구

사한 독특한 어휘 조합과 활용에 의해 그 진가를 드러낸다. 다양한 수사학적 기

교가 발휘되지 못했다면 바스의 여장부가 주창하는 여권 신장은 설득력을 상실

하고 밋밋한 전언(傳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초서에 있어 문체는 그의 의도를 

구체화 하고 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핵심적인 매체이다. 이 과정에서 초

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기법은 오늘날의 은유, 상징, 함의, 중의(衆意), 내포에 

해당하는 figure of speech(비유)와 반어적 표현이다. 초서 자신이 이 비유법에 지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그가 실제로 언급한 figure of speech (General 

Prologue 499)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다중성 혹은 중의적 표현에 

의해 그의 어휘는 많은 경우 문자적 해석을 넘어선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

다. 그의 비유는 한 가지 형태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다양한 양상

을 보여준다. 중의는 flower 와 flour 같은 동음이의어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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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한 문장에서 또한 주어진 문맥에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다양성은 초서가 자

주 사용한 반어적 표현 기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인간

의 속성을 암시하는 중세영어 hende, worthy, gentil, good 등이 동원된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긍정의 의미를 지니지만 초서에 의해 인간의 못된 습성을 꼬집는 

부정의 의미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는 문맥

에서 암시하는 상황과 시대적 배경 혹은 점성술이나 의술과 같은 중세의 전문

지식의 도움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서의 문체 연구는 한 가지 

영역에 국한 된 것이 아닌 매우 광범위한 작업을 의미하게 된다. 문학과 언어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아우르는 초서의 다양성은 스피어링(A. C. Spearing)을 비

롯한 대다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159).

본 연구에서는 초서의 figure(비유)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와 거기에 내포된 정확한 

의미를 추적하며 아울러 이러한 기교적 표현 속에 내재된 초서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몇 개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중세영어 원어에 입각하여 원전 의미를 추적하

며 현대번역에서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국내에는 1984년 이래 

세 편의 완역본이 나와 있다. 하지만 세 편의 완역본을 중심으로 번역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지 못했다. 현대어 번역에서 다루어지는 의미상의 차이를 분석하

며 각각의 번역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점검해 보면서 합당한 대체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초서의 비유적 표현: Figure of Speech

드리이든이 평가한 대로 초서 작품은 ‘신의 풍요로움’을 지닐 정도로 많은 문학

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인간들의 속성을 꿰뚫어 보는 그의 혜안은 가름

하기 힘들 정도의 깊이와 폭을 지니고 있다. 스피어링(A. C. Spearing)이 지적한 

대로 그의 다양성은 언어 사용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는 시대에 편승한 우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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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라기보다는 당대의 현실을 바라보는 초서의 의도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152). 그의 다양성은 무엇보다도 그가 의도한 표현에 의존하고 있는 데 

여기에는 어휘의 정교한 선택과 절묘한 조합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초서는 

그의 대작 『캔터베리이야기』에서 다양한 표현 기법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 중
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비유(figure of speech)이다. 비유에 대한 그의 지대한 관심

은 초서 자신이 작품 속에서 직접 언급한 figure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초

서가 의도한 figure 는 크게 보았을 때 비유의 속성을 지니지만 실제 그가 사용

한 예를 보면 은유, 상징, 대조, 직유, 암시, 연상, 내포, 함의, 반어법, 모순어법

(oxymoron) 등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사인 figure

는 동사인 figuren, ‘make’(만들다)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원 의미에 입각하면 ‘(표

현)을 창조하다, 구상하다’등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MED 222).1) 명사형 figure는 

고대 불어 figure에서 차용되었으며 의미는 현대영어 figure (비유적 표현)에 해

당한다. 비유적 표현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

하는 방법이다. 또는 대상이 품고 있는 본래의 관념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의미

를 표현하기 위해 유사한 특성을 지닌 다른 사물이 가진 관념을 써서 표현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초서가 사용한 figure 의 일부분에 적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교에 앞서 먼저 성경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본당신

부를 묘사하는데 figure가 사용된다.

Out of the gospel he tho wordes caughte 

And this figure he added eek therto:

That if gold ruste, what shal iren do? 

For if a preest be foul, on whom we truste, 

No wonder is a lewed man to ruste (General Prologue 498-502). 2)

[이 31: 복음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인용하여, 여기에 자신의 비유를 더하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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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이 녹슨다면 철은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우리가 신뢰하는 신부가 썩는다면, 

일반신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김)과 (송) 역시 figure 를 ‘비유’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 영어 번역을 보면 네빌 코그힐(Nevill Coghill)은 비

유를 뜻하는 figure로 데비드 라이트(David Wright)는 figure 대신 ‘proverb’(격언)

로 옮기고 있다(Coghill 32,  Wright 14). 라이트의 경우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는 번역이 될지 모르지만 표현 기법에 대해 초서 자신이 직접 명명

한 것이기 때문에 ‘비유’(figure)로 옮기는 것이 더  타당하게 보여진다. 초서가 

말한 비유의 대상이 되는 구문은 ‘If gold can rust, what will iron do? 금이 녹슨

다면 철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다. 초서는 이 문장에서 사용되는 표현 기법인 

비유를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먼저 비유법의 하나인 은유

(metaphor)가 사용되고 있다. Gold(황금)은 성직자를 iron(철)은 일반 신도를 rust

(녹)는  정신적 부패를 의미한다. 또한 gold, iron rust 가 한 개 이상의 의미를 지

니기 때문에 중의적 표현에 속하며, 전체 의미가 영적 타락을 시사하기 때문에 

함의, 연상, 내포(connotation)에 해당하며, 구문을 통해 성직자의 이상향과 타락

상이 제시되기 때문에 상징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예문과 매우 흡

사한 구문이「기사 이야기⌟(The Knight's Tale)의 시작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이 

문장 역시 초서의 비유 기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I heave, God woot, a large feeld to ere. 

And wayke been the oxen in my plough. 

The remenant of the tale is long ynough, (The Knight's Tale 886-88)

[이 45: 하늘에 맹세코, 내가 경작해야할 땅은 무척 넓고, 내 쟁기를 맨 소들은 약

골이오. 앞으로 할 이야기가 길어 마지않으니 (게다가 이야기를 길게 끌어 일행 중 누

구에게도 방해가 되고 싶지 않소).] 이 부분에 대한 (김)과 (송)은 번역도 거의 동일하

며 현대영어 번역 역시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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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인 ‘땅’은 초서 자신이 전개할 이야기(작품)를 plough(쟁기)는 ‘글쓰기’를 

oxen(소들)은 ‘손 또는 자신의 체력’을 의미한다. 스피어링에 의하면 초서의 중세 시

대 문학에서 ‘글쓰기’ 대신에 은유인 ‘쟁기’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농업에 기반을 둔 

중세인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한 시도로 간주된다(155). 

이와 같이 초서는 하나의 어휘에 두 개 이상의 의미를 적용하는 중의적 표현을 즐

겨 사용하는데 그의 중의적 표현은 다시 동음이의어(homonym)로 세분화 된다. 남자

위에 군림하면서 생의 환락을 즐겼던 여장부 바스 부인은 자신이 나이 들어 생의 활

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한탄하며 잠시 회환에 빠진다. 

But age, allas, that al wole envenyme, 

Hath me biraf my beautee and my pith. 

Let go, farewel, the devel go therwith! 

The flour is gone, ther is namoore to telle: 

The bren, as I best kan, now moste I selle; 

(The Wife of Bath's Prologue and Tale 469-78)

[이 188: (나의 젊은 시절과 즐거움을 뒤돌아보면 정말! 제 마음이 기쁨으로 벅차오

른답니다. 그 시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기분이 좋아

진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나이가 나의 미모와 기운을 다 

뺏어갔답니다. 제길, 없어지라면 없어지라지! 인생의 꽃은 다 지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최대한 밀기울이라도 팔아야죠.] 

(김)과 (송) 역시 flour 와 bren을 ‘인생의 꽃’과 ‘밀기울’로 옮기고 있다. 라이트와 

코그힐은 ‘인생의 꽃’과 같은 의역을 사용하지 않고 flour(밀가루)와 bran(밀기울)을 

그대로 사용한다. 영어의 flower 과 flour은 ‘꽃’과 ‘밀가루’를 뜻하기 때문에 동음이의

어에 속한다. 하지만 flower 에 내포된 ‘정화(精華), 전성기’의 의미는 곡물의 껍

질을 벗기고 남은 알갱이는 빻은 가루를 지칭하는 flour(밀가루)와 일치한다. ‘밀

가루’ 역시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정수, 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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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음이의어와 달리 이 문장에서 사용되는 bran은 밀을 빻아 체로 쳐서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아름다움과 젊음의 생기가 사라진 바스 부인의 상태를 말해주

는 은유이기 때문에 ‘밀기울’로 옮겨도 무방하나 어감이 뚜렷한 ‘남은 생의 찌

꺼기’도 고려해 볼 만하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을 통해 원관념의 

본질을 드러내고 비유사성을 통해 의미의 변화와 확장을 기대한다는 은유의 효

과를 고려하면 초서가 선택한 flour 와 bren 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한 단어가 지닌 중의적 의미는 초서가 사용한 어휘에서 자주 발견된다. 초서는 옥

스퍼드 서생(Oxenford Clerk)을 철학자(philosophre)라 지칭하는데 여기에는 흔히 사

용되는 중의적 의미 이상의 언어적 기교가 들어있다. 초서는 신앙심이 강하고 학문에

만 전념하는 경건한 옥스퍼드 서생을 통해 물욕으로 타락한 성직자에 상반되는 종교

적 이상향을 투영한다.

But al he that he was a philosophre. Yet hadde he but litel gold in cofre 

                                     (General Prologue 297-98) 

[이 25: 비록 철학자일지언정 그는 황금을 만드는 돌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김 20: 그 자신이 철학도이었으나 연금술사가 못된 탓으로 상자 속엔 별반 황금이 

없었다.] 

[송 29: 그리고 아는 것은 많았지만 돈은 거의 없었다.] 

[데비드 10: yet for all his philosophy and science he had but little gold in his  

coffer] 

[코그힐 27: Though a philosopher, as I have told, he had not found the stone for  

making gold.]

상기 번역에서 (이)와 (김)의 경우 초서의 의도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송)

의 경우 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으며 더욱이 초서가 노리는 philosopher 

에 내재된 중의적 의미를 놓치고 있다. 데비드의 경우 철학에 science (학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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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미를 부여했는데 이는 철학의 어원을 고려한 번역으로 간주된다. 

Philosopher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 즉, 연구나 학문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금을 발견하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는 연금술사(alchemist)를 포함할 수 있다. 하

지만 철학자의 주된 관심은 옥스퍼드 서생이 탐구하는 논리학이나 아리스토텔

레스의 철학과 같은 인문학적 지식인 반면, 연금술사의 경우 금을 발견하는 실

리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철학자와 커다란 차이를 이루게 된다. 옥스퍼드 서

생은 철학자 부류에 속하기는 하나 순수 학문을 탐구하는 철학자였지 금을 만

드는데 필요한 돌을 찾는 또 한 부류의 철학자--여기서는 연구하는 자의 의미--

인 연금술사가 결코 아니었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서시」에서는 물욕으
로 타락한 많은 성직자들이 등장하는데 초서는 philosopher에 내재된 중의적 의

미를 통해 물욕을 초월한 경건한 신학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철학

자와 연금술사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김)과 데비드의 번역이 초서가 

의도한 바에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의적 의미는 한 단어에서 성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미가 애매한 두 단어가 조합

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초서는 중세의 의사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의술의 배경이 

되는 전문 지식을 지칭할 때 magyk natureel(natural magic)을 사용한다. 

To speke of phisik and of surgerye, 

For he was grounded in astronomye. 

He kepte his pacient a ful greet deel 

In houres by his magyk natureel/ 

Wel koude he fortunen the ascendent 

Of his ymages for his pacient. (General Prologue 413-18)

[이 29: 약 조제와 수술에 관한 한 세상에서 그를 능가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점성술에 능통하였기에 신중히 환자를 지켜보고 그에 맞는 적합한 시간을 찾아

서 환자를 치료하였다.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부적이나 주문을 위한 점성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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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선택하는데 능숙하였다.]

[김 22: 의학이나 욋과수술로 치면 온 세상을 뒤져도 이 사람만한 의사가 없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박사의 의술은 천문학을 발판으로 한 당당한 물건이었으니 말이

다. 그는 환자가 오면 오래 동안 관찰을 해서 치료에 효험이 있는 점성술 상의 시간을 

정했고, 부적으로 쓸 상(象)도 가장 이로운 시간을 점쳐서 만들었다.] 

[송 33: 의학과 수술 분야에서 그와 경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의사의 의술은 천문학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런 지식을 이

용해 환자를 치료하는데 가장 적당한 시간을 선택했다. 또한 환자의 부적을 만들기에 

가장 적당한 순간이 언제인지 예측하는 데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David 13: There was none to touch him in matters of medicine and surgery, for 

he was well grounded in astronomy. His astrological knowledge enabled him to 

select the most favourable hour to administer remedies to his patients; and he was 

skilled in calculating the propitious moment to make talismans for his clients.]

[Coghill 30: No one alive could talk as well as he did / On points of medicine 

and of surgery,/ For being grounded in astronomy,/ He watched his patient closely 

for the hours/ When, by his horoscope, he knew the powers/ Of favourable planets, 

then ascendent,/ Worked on the images for his dependent.]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중세 의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세 의술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4체액설과 점성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중세의 4체액설은 우리나라의 이제마(1837-1900)선생의 

사상의학과 흡사하다. 이제마 선생은 사람의 체질을 네 종류로 나누고 체질에 따라서 

다른 약(치료법)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몸 안에 있는 4체액의 양과 이와 연관

된 열, 냉, 습한 것, 건조한 것과 유사성을 지닌다. 고대의 4체액설은 중세에 들어와 

의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기 때문에 의학도에게는 필수 과정으로 간

주되었다. 점성술은 별자리를 관측하여 사람의 운세 특히 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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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알아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역시 환자를 치료하는데 많이 이용되

었다.「시골유지의 이야기」(The Franklin's Tale)에서는 점성술사가 바다의 암초

를 제거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대를 계산하는 부분이 나온다(ll. 1272-90). 그는 

톨레도의 점성판과 정교한 각도계와 계산표를 사용하여 항성권을 계산하고 달

의 첫 번째 수를 알아내며 12궁에 위치한 각 항성과의 관계를 알아낸다. 여기서 

보여 지는 점성술은 미신적 형태가 아닌 항성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정교하고 

난해한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교한 계산을 깔고 있

기 때문에 초서는「서시」에 등장하는 의사의 의술을 지칭할 때 ‘지식, 학문

(science)’을 의미하는 magyk natureel 을 사용한다(Robinson 30). 초서가 말하는 

의사는 당대에 제일가는 의술을 지녔는데 이는 그가 히포크라테스와 갈렌을 포

함한 15명에 이르는 역사상의 위대한 의사들의 지식을 섭렵한 사실에서도 입증

된다(General Prologue 429-434). 이러한 중세 의술의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 

(김) (송)의 해석은 초서가 의도한 바와 차이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원본과 번

역상의 괴리는 일차적으로 중세의 의학에서 다루어지는 점성술에 대한 이해부

족으로 간주된다. 우리말 번역은 공히 점성술과 연관하여 ‘부적’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부적’은 418행의 ymages 를 옮긴 것인데 이는 점성술에서 말하

는 다양한 상(象)을 뜻하는 것이다. 이 점성술에서 사용하는 상(象)은 동양에서 

말하는 악귀를 쫓거나 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몸에 지니는 주술도구와는 커다란 

차이를 이룬다. 데이비드는 ymages를 talismans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는 동양에

서 말하는 ‘부적’ 또는 ‘액막이’와 무관한 것이다. ‘부적’에는 점성술에서 말하는 

정교한 계산을 통해 얻게 되는 상(象)과 달리 극히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우리말 번역에서는 원래 점성술에서 의미하는 ‘(항성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최적의 시간을 알아냈다’와 달리 주술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이로운 시간을 점쳐서 만들었다’, ‘시간을 선택했다’, ‘순간을 선택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데비드의 ‘계산하다’(calculating)는 항성간의 거리 등을 

계산하여 최적의 시간을 산출하는 점성술의 특성을 잘 드러낸 어휘 선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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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상기 예문에서 다루어지는 초서의 언어적 기교는 다름 아닌 magyk natureel의 사용

에서 드러난다. 이는 로빈슨이 말한 ‘학문, 지식, 과학’을 뜻하는 science에 해당하며 

동시에 순례자인 의사의 체계적인 의술의 한 분야인 점성술을 의미한다. 어순을 바꾸

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natural magic 가 되는데 의미의 불확실성은 여전이 존재한다. 

중세영어 사전에 의하면 magike 는 '마술, 요술'(enchantment 등의 의미를 지닌다

(MED 415). 초서에 의해 의술이 ‘마술’로 둔갑하게 되는데 이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

리기도 하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의술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다. 해석상의 어려

움은 magyk 앞에 있는 natureel의 사용에 있다. 초서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중세에 유

행했던 black magic (흑마술)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Magyk natureel의 문자적 해석

은 ‘자연스러운 마술’로써 이는 ‘흑마술’인 black magic 과 반대 개념이다. 초서

가 의도한 ‘(자연스러운) 마술’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의사의 놀라운 의

술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을 현혹시키는 ‘마술’이 어떤 ‘어둡고(black), 비밀스러

운’면을 지닌다면 이 의사의 의술은 그와 달리 고대부터 전래된 정통 의술에 기

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극히 ‘자연스러운’(natural)과정의 결실을 의미한다.   

초서가 굳이 natureel(자연스러운)을 고집하는 이유는 순례자인 의사의 의술

이 허망하고 실체가 없는 흑마술(black magic)과 달리 제대로 된 의학 과정을 거

쳐 완성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있을 것이다. Black 과 대비를 이루는 

natureel(natural)의 사용은 초서의 의도적인 어휘조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현대어 번역에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말 번역과 현대영어

번역에서는 magyk natureel에 관한 문자적 해석은 물론 중의적 의미도 잘 반영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서의 어휘 조합을 통한 표현 기법을 엿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magyk natureel에 대한 재해석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 어휘에 내포된 중의적 의미는 sely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바스 부인은 남자는 

여자에게 빚지고 있다는 성경구절을 인용하면서 빚을 탕감하는 비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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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holde men elles in hir bookes sette 

That man shal yelde to his wyf  hir dette? 

Now wherwith sholde he make his paiement, 

If he ne used his sely instrument? (Wife of Bath's Tale: 129-32)

[김 129: 그리고 남자가 그 근사한 연장을 쓰지 않고서 어떻게 빚을 갚는다는 말인가?]

[이 177: 그의 단순한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송 191: 남자가 자기의 초라한 연장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런 의무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코그힐은 ‘어리석은’(silly) 를 적용하고 있으며 데비드는 sely에 

대해 특별한 해석을 가하지 않고 있다. 

중세영어 sely는 고대영어 sellic (‘멋있는’, ‘하찮은 것’) 와 gesaelig (‘행복한’, 

‘축복받은’)과 어원을 같이한다(BT)3). 중세영어 사전에 따르면 sely는 ‘축복받

은’, '비참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고대영어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

음을 알 수 있다(MED 516). 한 가지 공통점은 sellic 와 sely는 상반된 개념을 품

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단어에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동시에 포함된 

예는 매우 희귀한 경우인데, 이는 앞 서 논의한 worthy, hende, gentle, good와 완

연히 다른 경우이다. Worthy, hende, gentle, good 은 그 자체로 부정의 의미를 지

니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어휘들은 작가인 초서의 반어적 표현 기법에 의해 

부정의 의미로 탈바꿈 하게 된다. 야비하고 속물근성인 군상들이 냉소와 야유 

그리고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worthy, 

hende, gentle, good 는 원래 긍정의 의미에서 벗어나 부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

와 달리 sely는 그 자체에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의 정확한 

의미는 sely가 사용된 전후 문맥의 흐름에서 파생된 일괄된 분위기에 영향을 받

게 될 것이다. 바스 부인이 비록 성경을 언급하며 결혼과 성에 대해 자신의 견

해를 정당화시키고 있지만 그녀가 전개한 화술의 전반적인 톤은 주제의 심각성

이나 성경의 엄숙한 분위기와 전혀 다른 본능에 입각한 노골적이고 저속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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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에 지나지 않는다. 바스 부인은 남자가 여자에게 빚지고 있는데 이를 탕감

하는 방법으로 sely instrument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바스 부인의 노골적

이고 본능에 입각한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고려한다면 더욱이 시작 부분

에서부터 유지된 야한 언어구사와 유머스러운 분위기를 참조한다면 (이)와 (송)

의 ‘단순한’, ‘초라한(보잘 것 없는)’ 보다는 (김)의 ‘근사한’이 타당할 것으로 생

각된다. 코그힐의 silly(어리석은) 나 (송)의 ‘초라한 연장’은 일면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채무자인 남자는 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있는 피해자

의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 그의 연장 또한 ‘초라한’ 상태로 

전락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식기인 연장에 대해서 바스 부인은 시작 

부분에서부터 강한 긍정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다. 자손 번식과 같은 성경과 

일치하는 생식기의 역할을 말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본능에 입각한 생식기의 역

할인 성의 환희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러한 문맥상의 함의를 고려한다면 ‘어리

석은’이나 ‘초라한’ 보다는 긍정의 의미가 내포된 ‘멋진’이나 ‘근사한’ 등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초서의 중의적 표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때론 시대적 배경과 문맥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성과 결혼에 대해 자유분방한 사고를 지닌 바스 부인은 자신의 

결혼관을 주장하는 부분에서 auctoritee(authority)를 언급한다.

Experience, though noon auctoritee/ were in this world, is right ynogh for 

me/ To speke of wo that is in mariage (The Wife of Bath's Prologue and Tale 

1-3);

[이 172: 책에서 무어라 말할지라도, 나의 경험은 나의 결혼 생활의 고통을 말하기

에 충분합니다.]

[김 127: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라도 나오는 얘기라야 곧이듣지만 나는 내 경험만 

가지고도 결혼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를 논할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송 187: 결혼의 고통에 관해 다룬 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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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

해요.]

[David 196: No matter what they say in books, my own experience gives me a  

perfect right to talk of the sorrow of marriage;] 

[Coghill 276: If there were no authority on earth except experience mine, for what  

it's worth, and that's enough for me,]

로빈슨 교수는 auctoritee 를 권위를 지닌 책으로 간주한다(Robinson 105). 권위 있

는 책은 일반적으로 중세 초서 시대 성경을 지칭하지만 카토(Cato) 같은 로마 철학자

의 도덕률도 많이 회자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지칭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부분에서 바스 부인은 성경 구절을 매우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

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가 처음 기적을 행한 가나안의 결혼식(요한복

음 2: 1-11),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요한복음 4: 6-26),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하고 번성하라는 부분(창세기 1:28), 솔로몬 왕의 700명 왕비와 300명의 첩(열왕기상: 

11-3), 사도 바울이 결혼할 자유를 지니고 있음을 알리는 부분(고린도 전서 7:3). 바스 

부인은 자신의 견해에 대한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처지

와 비슷한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성경구절에서 논하는 진정

한 함의는 무시한 채 아전인수 격으로 성경 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 구

절을 중심으로 자신의 견해가 전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auctoritee를 성경으로 보는 

것이 일면 타당성을 지닐 것이다. 하지만 1-3행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바스 부

인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데 있어 성경구절과 자신의 경험 둘 중 어느 것을 더 중

요시 하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어지는 결혼과 성에 대한 담론에서 엿 볼 

수 있는 바스 부인의 주관성이다. 그녀는 성경 구절을 수 없이 인용하지만 실상은 5번

에 이르는 자신의 실제 결혼생활에서 터득한 경험이야말로 결혼을 말할 때 최고의 권

위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중세인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지녔다는 성경은 자신의 입장

을 보조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auctoritee를 굳이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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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한 할 필요가 없게 되며 세상의 모든 책을 다 포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의 번역이 초서의 의도에 근접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1행의 though 

noon auctoritee/ Were in this world, 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이 문장은 과거 가정법(past subjunctive)의 형태를 지니지만 의미의 적용에 있어서는 

현재형을 지니고 있다. 이 가정법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결

혼에 대해) 말해 줄 권위 있는 책이 없다면...’ 과 ‘(세상) 책이 (결혼에 대해) 무

엇을 말할지라도...’이다. 이런 우리말 번역과 영어 번역은 공히 이 부분에서 다

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엄격한 문자적 해석을 적용하면 ‘(결혼에 대해) 말해 

줄 권위 있는 책이 없다면...’(If there were no books at all on the subject) 이 타당

할 것이다. 하지만 바스 부인이 자신의 경험이 최고의 권위를 지녔다고 고집하

는 면을 고려하면 ‘(세상) 책이 (결혼에 대해) 무엇을 말할지라도...’ 라는 해석 

역시 초서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서의 중의적 표현은 많은 경우 단어 사이 일대 일 대응으로 이루어지지만 때론 

한 문장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중세의 온전한 기독교 기사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초서

는 문장에 내포된 함의를 활용한다. 

Of fustian he wered a gypon 

Al bismortered with his habergeon, 

For he was late ycome from his viage 

And wente for to doon his pilgrymage  (General Prologue 75-78)

[이 16: 거칠고 두꺼운 천으로 지은 속 겉옷은 갑옷의 녹으로 더럽혀져 있었는데, 

이 같은 복장은 그가 원정으로부터 막 돌아와 성지순례에 참여했기 때문이

었다.] 

[김 16: 능지면포로 만든 내의는 쇠사슬을 엮어 만든 갑옷으로 더렵혀져 있었다. 그

것을 보면, 이 기사는 원정으로부터 돌아오자마자 곧 순례에 나섰던 것이다.] 

[송 23: 거친 면으로 짠 웃옷은 그물무늬의 갑옷에서 흘러나온 녹으로 얼룩져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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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원정에서 돌아오자마자 즉시 순례를 떠났던 것이다.]

[데비드 6: He wore a thick cotton cloth, rustmarked from his coat of mail; for he 

had just come back from his travels(expedition) and was making his 

pilgrimage to render thanks.] [코그힐 21:  Just home from service]

초서는 기사의 훌륭한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 그가 걸친 복장을 세밀하게 묘사하

고 있다. 성지순례에 합당한 복장은 화려하지는 않을지언정 깨끗하고 말끔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순례자의 기본 수칙이 될 것이다. 기독교 기사도에 충실한 이 기사의 

경우, 그는 전투에서 막 돌아와 갑옷은 벗었지만 더러움으로 얼룩진 속 겉옷은 그대로 

걸친 채 순례에 동참하고 있다. 기사의 사정을 잘 살피지 않으면 그는 순례자가 갖추

어야 할 합당한 복장 수칙에 있어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인상과는 달리 초서는 그가 의도한 기사의 남

다른 신앙심을 두각시키기 위해 우회적인 묘사를 사용한다. ‘방금 돌아왔다’(late 

ycome)와 ‘그가 걸친 얼룩진 겉옷’(gypon bismortered)의 조합은 그가 험한 원정

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곧 순례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는 지

친 몸을 아랑곳하지 않고 즉각 순례에 참여한 것이다. 그가 걸친 더럽고 얼룩진 

복장은 역설적으로 그의 내적 신앙심을 입증하는 징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초

서는 순례자의 외형 묘사를 통해 그들의 내적 성품을 그려내는데 이 과정에서 

의상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서는「서시」 초반부에서 순례자들의 사회
적 지위와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동시에 그들이 입고 있는 의상에 

대해서도 말하고자 하는데 이는 복장이 지닌 함의 즉, 순례자의 외형을 통해 내

형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의중을 암시하는 것이다: ‘And eek in what array that 

they were inne(General Prologue 41) ‘또한 그들이 무슨 의상을 하고 있는지’. 우

리말과 현대영어 번역은 직역에 충실한 면이 있지만 미숙한 독자들은 초서가 

의도한 함의를 포착하는 데 한계를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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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반어적 표현: hende, worthy, gentil

 

초서의 중의적 표현 기법은 때론 어휘의 반어적 사용에서도 나타난다.『캔터베
리이야기』는 영적 각성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초서의 주된 관심은 순례에 참여

하는 순례자들의 성품과 됨됨이 그리고 도덕관에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그가 사용한 어휘 표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

되는 worthy, hende, gentil, good 등은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

우 순례자의 위선과 거짓 그리고 도덕적 타락상을 꼬집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

된다. 이 경우 긍정의 의미는 사라지고 냉소와 비판이 곁들인 반대의미가 형성

된다. 특히 초서는 그들의 외형적인 허세와 탐욕을 꼬집으면서 그들의 왜곡되고 

타락한 내면세계를 들춰내는데 주력한다(이 33). 이러한 반어적 표현(ironic use 

of language)은 초서가 자주 사용하는 기법으로 다음의 hende에서 발견된다. 중

년의 나이에 접어든 바스 부인은 남편이 죽은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20세의 

혈기 왕성한 가난한 대학생 젠킨과 결혼하게 된다. 

 

This joly clerk Jankyn, that was so hende, (The Wife of Bath's Prologue and 

Tale 628)

   

Hende 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손한, 예의바른’ 등의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Frost 237, Benson 113). 이에 반해 우리말 역자들은 ‘멋지고 잘 생긴, 

근사한’ 으로 옮기고 있다. 이는 바스 부인을 매료케 했던 젠킨의 날씬한 종아리를 비

롯한 그의 멋진 외형을 의식한 번역으로 간주된다. 데비드는 ‘상냥한, 공손한’, 코그힐

은 ‘명랑하고 쾌활한’을 적용하고 있다. ‘공손한’ 과 같은 극히 긍정의 의미와 달리 젠

킨은 과부가 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 또한 결혼 

후에는 늘상 악처 열전에 몰두하며 바스 부인이 화를 돋우자 폭력을 행사한다. 

더욱이 바스 부인이 그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거액의 재산을 그에게 넘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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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면 바스 부인과의 결혼이 결코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젠킨의 이러한 면모를 감안하면 그의 품성을 지칭하는 hende 는 빈센 

호퍼(Vincent F. Hopper)가 제시한 ‘deft, adroit’, ‘교묘한, 능숙한, 약삭빠른’  이 

더 합당할 것으로 간주된다(343).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이며 자신의 실리

를 가져다 줄 기회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또 한 부류의 인물은「방앗간 주인의 
이야기」(The Miller's Tale)에 등장하는 젊은 대학생 니콜라스(Nicholas)이다.

That on a day this hende Nicholas (The Miller's Tale 3272)  

니콜라스는 젊은 하숙집 여주인을 유혹하기 위해 자신의 엉터리 점성술을 이용한

다. 무지하고 늙은 하숙집 주인에게 말세가 임박했다는 엉터리 점괘를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 그런 사이 니콜라스는 여주인과 애정행

각을 벌이게 된다. 이러한 니콜라스의 성품을 말해주는 hende에 (이)와 (김)은 ‘난봉

꾼’ 을 (송)은 ‘약삭빠른’의 의미를 적용하고 있다. 코그힐 역시 ‘난봉꾼, 한량’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데비드는 fly, ‘약삭빠르다’를 적용하여 (송)과 일치함을 

보인다. (이)와 (김)의 ‘난봉꾼’도 무리가 없지만 니콜라스의 속성을 더 구체적으

로 암시하는 ‘약삭빠른, 기민한’등이 더 타당한 번역으로 생각된다.

Hende에서 보여 지는 반어적 표현은 gentil 에서도 반복된다. 

1. he(summoner) was a gentil harlot and a kynde(General Prologue 647)

2. with him ther rood a gentil Pardoner (General Prologue 669)

Gentil(gentle) 에 내재된 긍정의 의미는 타락한 두 수도승인 소환리와 면죄승에 결

코 어울리지 않는다. 여인을 탐하고 물질을 쌓기 위해 사기행각을 일삼는 이들의 행동

은 결코 gentle 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초서는 독자들의 기대와 달리 긍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말 역자 역시 공히 gentle을 ‘점잖은’ 과 같은 긍정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데비드는 ‘worthy’(훌륭한)를, 코그힐은 ‘gentle’(점잖은)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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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긍정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 부분 gentle의 해석에 있어 두 가지 측면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는 순례에 참여한 초서 자신이 29명의 순례

자에 합류하여 타락한 속마음과 달리 겉보기에 겸손하고 점잖게 보이는 그들의 

행동을 나타내고자 함이요, 다른 하나는 그들의 타락한 심성을 반어적 혹은 풍

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우회적인 언어 사용일 것이다. 후자의 경우가 

맞다면 ‘점잖은’ 대신에 그들의 어긋난 행동을 풍자하는 약간은 저급한 어휘가 

사용되어도 무난할 것 같다. 

중의적 의미를 지니는 반어적 표현은 worthy(훌륭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다. worthy는 ‘고귀하다, 훌륭하다, 가치 있다’의 의미를 지닌 고대영어 동사  

weorthan의 형용사 형이다(BT). 명사형은 weorð로써 의미는 ‘가치, 가격, 명예, 

고귀함(worth)등의 의미를 지닌다.『캔터베리이야기』에서는 worthy 가 순례자

의 품성 특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초서는 기독교 정

신에 입각한 모두의 귀감이 되는 훌륭한 기사를 칭할 때 한 번에 걸쳐 gentil 

knight(72행)을 사용하지만 그의 훌륭한 성품은 무려 네 번에 걸쳐 사용된 worthy 

man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의 의미를 지닌 문자적 해석은 비굴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직자나 저급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반어적으로 사용

된다. 물욕에 눈이 멀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타락한 탁발승도 두 번(243, 

269)에 걸쳐 worthy로 지칭된다. 이 부분의 worthy에 대해 (이)는 ‘훌륭한’을, (김)

은 ‘갸륵한’을, 그리고 (송)은 ‘이상한’의 해석을 부여한다. 데비드는 ‘excellent’

(뛰어난, 훌륭한)을 코그힐은 worthy(훌륭한)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worthy는 문자적 의미가 아닌 탁발승의 타락한 성품을 비웃고 비판하려는 의도

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반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김)의 ‘갸륵한’ 이나 (송)의 

‘이상한’은 worthy의 반어적 의미를 상정하더라도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반어적 표현은 바스 부인을 지칭하는 worthy(459)나 good wif(445)에서도 발견된

다. 바스 부인의 성품과 행동을 보게 되면 하등의 ‘훌륭한’ 이나 ‘좋은’ 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기 힘들게 된다. 물론 그녀가 여인들이 자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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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든 중세시대에 옷 만드는 기술을 배워 자립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지만 

이는 그녀의 성품과는 별도의 문제이다. 허세부리기 좋아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 

천박하고 놀랄 정도의 개방된 성의식을 지닌 그녀에게 worthy는 그녀의 별나고 

비뚤어진 성품을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해 사용된 반어적 표현이다. 이런 의미에

서 worthy는 ‘꼴불견(부인)’등의 뜻으로 옮겨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세의 유능한 상인도 worthy(279)로 불린다. 그의 상술은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지만 그는 해외무역을 빙자하여 불법인 환전치기에 개입하는 등 상술의 정도인 

신뢰를 의심케 하는 행동을 보여준다. 그에게 붙여진 worthy는 긍정의 의미라기보다

는 상술의 우수함은 인정하되 정직하지 못한 그의 도덕적 성품을 꼬집는 ‘기통찬’ 같

은 반어적 뜻이 어울릴 것 같다. 

이렇듯 hende, gentil, worthy에서 살펴보았듯이 초서는 반어적 표현을 그의 주요한 

표현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말 번역이든 현대영어 번역이든 이러한 반

어적으로 사용된 어휘들에 대한 적절한 번역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초서의 반어적 표현이 적용되는 순례자들은 웃음을 자아내는 조롱거리의 대상이기 때

문에 초서가 의도한 해학적 요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과감한 의역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제프리 초서는 다양한 표현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초서가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의 하나는 중의적 의미를 지니는 비유법이다. 초서는 자신의 작품에서 직접 

figure(비유)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다. 초서가 figure of speech(비유)를 언급했

다는 사실은 그가 언어의 양면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동시에 작품에서 드러

내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가 이러한 중의적 표현에 의존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

는 것이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을 통해 원관념의 본질을 드러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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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사성을 통해 의미의 변화와 확장을 창조해 내는 은유의 속성이 초서의 비

유법에서는 잘 활용 되고 있다. 초서가 언급한 figure 는「기사 이야기」에서 보
여 지듯이 행성의 상(象)을 지칭하는 문자적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많은 경우 

현대문학에서 다루어지는 상징, 중의, 함의, 은유, 환유, 비유, 내연 등의 의미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초서의 비유는 중의적 표현을 통한 의미의 단순한 확

장에 있지 않고 작품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어지는 인간 탐구라는 주제와 맞물

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서에 있어 주제와 문체 사이의 긴밀성은 중세의 어떤 

작가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를 중대한다. 중의적 표현은 단어 사이 일대일 대응

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론 한 문장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또한 문맥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초서의 중의적 표현은 때론 반어적 어휘 사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단어가 지닌 문자적 의미는 퇴색하고 정반대 의미가 탄생하게 되

는데 이는 해학과 풍자가 어우어진 그의 문학 세계에 매력과 풍미를 더해주고 

있다. 초서가 사용한 반어적 표현은 주로 타락한 성직자나 저급한 성품의 순례

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냉소와 풍자의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사

용되는 worthy, hende, gentil, good 등은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순례자의 위선과 거짓 그리고 도덕적 타락상을 꼬집기 위한 도구로써 사

용된다. 초서가 사용한 비유와 반어적 표현 혹은 중의적 의미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의 언어 세계를 이해하는데 필수 요건이 된다. 우리말 번역과 현대영

어 번역은 초서의 비유와 반어적 표현이 지니는 함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고 주로 직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인 초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는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의 언어에 내포된 세심하고 정교한 의미와 수

사학적 기교의 정수를 음미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때론 초서가 과감하

고 혁신적인 어휘를 구사하였듯이 번역의 차원을 넘어선 재창조의 시도가 현대

어 역자들에게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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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MED는 다음의 중세영어사전을 의미한다: Henry, Bradley, A Middle English 
Dictionary, ed.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78. 이하 MED 로 표기함.

2) David Wright,『The Canterbury Tales』trans. Oxford: Oxford UP. 1986. Nevill 
Coghill,『The Canterbury Tales』tran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1982. 
김진만, 『캔터베리 이야기 쵸오서』서울, 정음문화사 1984. 송병선, 『캔터베리 이야
기』 서울, 책이 있는 마을, 2000. 이동일, 이동춘, 『캔터베리 이야기』서울, 한국외
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이하 라이트, 코그힐, ‘이’, ‘김’, ‘송’으로 표기한다. ‘이’, 
‘김’, ‘송’의 순서는 논지 전개의 편의를 고려한 것임.

3) BT는 다음의 고대영어 사전을 의미한다: Joseph, Bosworth and T. Northcote Toller. 
An Anglo-Saxon Dictionary. eds. Oxford: Oxford UP, 18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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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odern Translations of The Canterbury 
Tales: Focusing on the Figure of Speech

Lee Dong-il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aucer, the father of English poetry, is well known for his idiosyncratic 

employments of words, that is, for his figure of speech and the ironic use of words. 

A figure of speech is a means of expression, through which metaphorical meaning 

rather than literal one is revealed. It is quite sure that Chaucer was very conscious 

of this figure of speech, as is shown in lines 499-500: “And this figure he added eek 

therto/ That if gold ruste, what shall iren do.” The use of figure of speech is 

particularly conspicuous in “The Prologue,” “The Wife of Bath’s Prologue and Tale” 

and in fabliaux such as “Miller’s Tale” and “Reeve’s Tale.” Besides, Chaucer very 

often relies on the use of irony, which tells something plainly but contains deeper 

meaning. In particular Chaucer’s ironic use of words is used to reveal the inner 

disposition of characters, which often become objects for ridicule such as the wife of 

Bath, the pardoner and the summoner in the “The General Prologue.” In this course 

words like hende, worthy, genril, good are used to criticize the corrupt nature of 

human beings. Most of Korean translations, however, are not successful in rendering 

those words into Korean, because they focus too much on the literal translation. 

Hence fitting alternative wordings reflecting Chaucer’s intentio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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