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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절구봉의 기사』:

넬의 욕망 구조 분석

김 현 주

(중원대학교)

Ⅰ. 서론

본 논문은 초기 현대의 욕망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범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17세기

초 ‘보이 컴퍼니’(boy compony)1) 공연에서 여성 관중을 탐구하기 위한 범주로서 ‘신체의 크기

(size)’를 언급한다. 신체의 크기는 비록 물리적 현실이지만, 수행적이고 관계적이며 잠재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범주로서 초기 현대 시대의 특정 상호 작용단계에서 성별을 이해하는 방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성적 대상(erotic objects)으로서의 무대 위의 작은 남성

들에 대한 여성들의 욕망과 이 욕망이 어떻게 성질서와 이성애의 가정된 지배담론을 모두 불안

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욕망은 이성애의 기이한 모습으로 표

현되며, 이는 여성의 욕망에 특권을 부여하고 여성 인물이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성

적, 사회적 또는 육체적으로 강력한 위치를 얻기 위해 ‘크기’의 이점을 주장하도록 만든다. 작은

것에 대한 여성 관객의 욕망은 소년 배우들이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위해 돈

을 지불하는 홀(Hall)형태의 극장에서 특별한 결과를 낳는다. 초기 현대 시대의 연극에 있어서 대

표적 허구는 모든 부분이 남자 배우에 의해 연기되는 경우조차도 일부 등장인물을 덩치가 큰 여

성으로, 다른 일부를 작은 소년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작은 것’의 범

주는 나이에 의해 제한되거나 “소년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되는 것”2)이 아니라,

큰 성인 남성들조차 그들의 의존성이나 낮은 사회적 지위에 의해 작아질 수 있는 방식이란 의미

에서 관계적이다. 다음으로, ‘크기’를 수행하고 조작할 수 있는 범주로 살펴보고 그것이 성별과

지위와 같은 영역의 일부로서 어떻게 기능하여 사회적 위계질서와 규범을 파괴하거나 혹은 재구

성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특히 극장과 관객의 맥락에서 자신의 체구가 지닌 ‘크기’를 이용해 성

별과 계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산층 여성 관객을 묘사한 프란시스 버몬트(Francis Beaumont)의

『불타는 절구봉의 기사』(The Knight of the Burning Pestle(1607)에서 작은 체구의 소년 배우

단이 여성 관객을 위한 가정 및 연극 경제의 융합을 촉진하고 극장에서 예술적이고 에로틱한 권

위를 주장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1) 진 매카시(Jeanne McCarthy)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1590–91) 기간동안 보이 컴퍼니는,

1588-89년 맹렬하게 영국 국교회를 공격하는 비밀 팸플릿을 차례로 발표한 인물의 필명인 마프럴럿

(Marprelate)논쟁에 연루되어 해체될 때까지 매우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곧 부활했

고, 17세기의 첫 10년 동안 새롭게 다시 인기의 정점에 도달했다. Jeanne McCarthy, “Elizabeth I’s

‘Picture in Little’: Boy Company Representations of a Queen’s Authority,” Studies in Philology 100.4
(2003): 428–30.

2) 제프리 마스턴(Jeffrey Masten)은 소년의 범주는 그 자체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어린 시절, 청소년

및 성인기의 전환이 불분명하고 소년 캐릭터가 한 번에 또는 상호 교환적으로 여러 영역에 거주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그는 소도미 재판에서 ‘소년’이라고 불리는 29세의 남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기록한

다. Masten, “Editing Boys: The Performance of Gender in Print,” From Performance to Print in
Shakespeare’s England, ed. Peter Holland and Stephen Orgel (New York: Palgrave, 2006), 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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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 전체에 걸쳐 사용되는 ‘작은’이라는 용어는 페트리샤 퍼머튼(Patricia Fumerton)의

『문화미학』(Cultural Aesthetics)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작은 것(small), 종속적인 것

(subordinate), 혹은 매우 바람직한 대상(highly desirable)의 의미로 나타낸다. 그녀는 튜더

(Tudor)와 스튜어트 잉글랜드(Stuart England)에서 장식적인 것의 바람직함을 추적하고 장식용

미니어처 범주의 측면으로 미니어처 그림, 소네트, 심지어 어린이까지 분석한다. 또한 퍼머튼은

그 당시 영국에서 수집 가능하고 소유 가능하며 광범위하게 원하는 아주 작은 것들을 다루며, 이

러한 작은 물건들이 초기 현대 귀족들의 자아 형성에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퍼머튼에 의

하면 문화적 미학은 역사적인 것과 미적인 것 사이의 사소한 것들의 교차점에 놓인 삶의 주체성

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쓸모없는(useless)” 예술 류, 즉, 기사적 로맨스, 미니어처,

소네트에 관한 것들로, 단지 장식적이거나 달콤한 파편들이 이루는 삶의 사소한 것들이 미학의

매체에 담겨있다는 것이다(2-3). 이 글에서 ‘작은 것’에 대한 개념은 일차적으로 퍼머튼의 정의에

기반하지만 그녀의 범주를 확장하여 신체적으로 작은 키에 낮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작용하여 소형의 만족도를 높힐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또한 ‘작다’와 ‘낮다’ 사이의 간극

이 수사학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신체의 사이즈는 초기 현대 문학과 문화에서 욕망을 구조화하는 데 작용하는 기본 틀로 흔하

게 널리 사용되었던 기능이라 역설적으로 간과되기 쉽다. 초자연적인 비너스(Venus)와 아르간테

(Argante)는 셰익스피어(W. Shakespeare)와 스펜서(E. Spenser)가 인간의 스케일을 뛰어넘는 육

체를 통해 욕망을 탐구할 수 있게 해준다. 욕망은 또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Sonnet) 126’3)과 존

릴리(John Lyly)의 ‘엔디미온(Endymion)’4)에서는 성장하고 쇠퇴해가는 언어로 표현된다. 셰익스

피어의 ‘소네트 126’은 열두 줄의 시 속에서 짧은 두 줄로, “내 사랑스러운 소년”(my lovely boy)

을 “나이가 들수록 원숙해지고 자신의 아름다움으로(Who hast by waning grown, and therein

show’st)/그 안에서 당신의 연인들은 그대의 달콤한 자아가 성장함에 따라 시들어간다(Thy

lovers withering as thy sweet self grow’st)”(The Sonnets) 고 묘사하고 있다. 릴리의 희곡에서

엔디미온은 “그녀의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에 기뻐하지 않듯이, 풍만함 속에서 쇠퇴해가는(being

in her fulness, decayeth, as not delighting in her greatest beauty)” 그의 사랑 신시아(Cynthia)

를 칭찬한다(1.1.51-52). 이 극에서 코믹한 캐릭터인 토파스 경(Sir Tophas)은 또한 그의 정부 딥

사스(Dipsas)가 “키가 크고 위엄 있는 코(tall and stately nose)”, “작고 퀭한 눈(little hollow

eyes)”, 그리고 “크고 두툼한 입술(great and goodly lips)”을 가졌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다(3.3.53-54) ‘한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 ight’s Dream)의 갈등은 티타니아(Titania)와 오

베론(Oberon)의 인도 소년(Indian boy) 소유 경쟁에서 비롯되며 티타니아 또한 보텀(Bottom)을

원하고 “그의 아름다운 큰 귀(kiss [his] fair large ears)”에 키스하고 싶어 한다(4.1.4). ‘십이

야’(Twelfth N ight)에서 오시노(Orsino)는 세자리오(Cesario)를 올리비아(Olivia)에게 보내 구애하

게 하는데, 그의 “어린 풋풋함”(small pipe)이 그녀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4.31). 심지어 16세기 후반 영국의 문화와 정치의 중심에 서 있던 엘리자베스 1세도 초상화나

연설, 그리고 개인 시 등에서 크기의 이미지나 언어를 통해 국가적인 욕망의 대상으로서 자신을

구성하고 부분적으로 그녀의 권위를 확립한다. 딧칠리(Ditchley)초상화(ca. 1592)에서 그녀는 거대

한 치마로 나라를 뒤덮은 채 영국의 지도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녀는 개인 시(ca.

1587)에서 그녀가 총애했던 월터 롤리(Walter Ralegh)경의 무례함을 언급하면서도 ‘작은’의 의미

를 가진 “바보 퍼그”(silly Pugge), “나의 와트”(my Wat)라는 애칭을 사용하기도 한다(Marcus

308, 재인용).

크기와 관련된 언어는 그 시대의 드라마 텍스트는 물론, 그 외 모든 문자매체에 스며들어있

다. 특히 배우가 무대에서 육체적인 크기와 작음을 구현하도록 요청받을 때 복잡하게 작동한다.

예를 들면, 버몬트의『불타는 절구봉의 기사』에서 소년 배우에게 신체적으로 남성을 지배할 수

3) 본문에서 인용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William Shakespeare, in Norton Shakespeare, ed. Stephen
Greenblatt et al.(New York: Norton, 1997)에 의거하여 Sonnet과 희곡의 막과 장 행을 밝힌다.

4) John Lyly, Endymion, in Bevington et al., English Renaissance Drama(Manchester UP: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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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덩치 큰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하거나 혹은 큰 행동을 하는 작은 여성의 역할을

연기하도록 요구하는 순간들을 말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남자 배우가

이중 연기를 하는 것으로, 필리스 래킨(Phyllis Rackin)이 여주인공을 연기한 소년들에게 요구한

“에로틱한 기교와 유사한 기술”(120)이 요구되기도 한다. 성별과 나이와 마찬가지로 크기도 수행

되고 조작될 수 있는데 이는 엘레나 레비-나바로(Elena Levy-Navarro)의 초기 현대 영국에서

비만과 비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만과 마른 것의 의미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가

로질러 문화적으로 구성되는가를 설명하면서 “신체적인 크기와 크기의 문화적 의미가 모두 상대

적으로 정의된다는 사실”(68)에 기반한다. 무대 위의 덩치 큰 여성은 다양한 관객들에게 다르게

보일 수 있고 거리나 왕좌의 덩치 큰 여성과는 구별될 수 있다. 크기의 연기는 일반적으로 남성

이 여성보다 크다고 가정하는 성별과 신장에 대한 생각에 도전한다. 작은 범주는 소년, 소녀에게

도 쉽게 적용될 수 있고 동성애적 욕망과 이성애적 욕망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본 고에서는 남성

과 여성의 상호작용은 여성 관객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작용하는 방식으로 초기 현대의 성 이데

올로기의 붕괴 현상에 초점을 둔다.

본문에서는 관계적 크기를 언급하기 위해 자주 신체적 크기, 경제적 힘, 사회적 지위의 통합

적 의미로서 ‘키’(stature)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신체의 크기는『불타는 절구봉의 기사』에서 무

대, 그리고 무대와 관객 사이의 특정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에로티시즘을 움직이며 이러한 모든

범주와 상호 작용한다. 따라서 ‘키’라는 용어는 사회적 지위가 크기와 같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인물의 낮은 사회적 키가 여성이 자신의 몸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만들 수 있도록

함을 내포하며, 이 글에서의 ‘키’의 의미는 나이와 남성다움과 같은 정체성 범주의 가변성과 관계

성을 인정한다. 일라나 벤 아모스(Ilana Ben Amos)는 만약 남성이 아직 그들의 견습 기간을 마

치지 않았다면 20대 내내 "소년"으로 불렸을 수도 있었다며 남성다움은 나이, 거주지 지위, 사회

적 지위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었다고 주장한다(7). 큰 성인의 신체를 가진 일부 남성들은 사회적

으로 작아질 수 있고, 어쩌면 이 남성들은 더 강력한 여성들에 의해 그들 자신을 작아지도록 허

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알렉산드라 셰퍼드(Alexandra Shepard)는 신장의 관점에서

남성들의 모습을 분석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성장했지만 사회적으로 낮았던 역설적인 신체에 어

떤 특정 신체적, 사회적 지표가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246).

크기에 초점을 맞추면 작은 신체의 에로틱한 특별한 경험으로 소년단 공연의 관객성을 다시

볼 수 있고, 여성 관객과 소년 배우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지금까지 관객과 소년 배

우에 대한 학문적 대화는 남성 관객과 그들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소년 배우

들의 유혹적인 매너리즘이 특히 남성 관객을 대상으로 한다”(63)고 주장하는 리사 자딘(Lisa

Jardine)과 초기 근대 영국 연극의 에로틱한 역사를 “남성 대 남성의 욕망의 관점”에서 구성한

조나단 골드버그(Jonathan Goldberg)와 같은 학자들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지만 초기 현대

연극 관객들의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19 그러나 리처드 레빈(Richard Levin)과 진 하워드(Jean

Howard)처럼 극장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

성 관객의 주의를 끈 학자들도 있다. 레빈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분석하여 “여성이 극장 관객

의 중요한 영향력 있는 부분”(165)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하워드는 여성 관객의 사회적, 정치적

효과를 향해 대화를 추진하며 극장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관람자이자 관객이었고 욕망의 주

체이자 대상이었음”(91)을 강조한다. 하워드는 “일부 주제의 경우, 연극관람 자체가 가장 우상 파

괴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 만큼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73)고 주장한다. 여성 관

객은 명백한 형태의 사회적 혼란을 가능하게 하는 규모의 공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

성 관객의 파괴력은 특히 극장에 입장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과 돈이 그들의 시선을 허락하는 방

식에서 비롯되며 이 경제적 거래가 돈을 지불하는 여성에게 특권을 주는 극장 내부의 역동성을

만들어 그녀의 시선이 덩치가 큰 남자 배우조차 작게 만드는 힘을 갖게 된다”(Howard 79). 딤프

나 캘러한(Dympna Callaghan)은 “여성의 시선만으로는 극장을 힘을 실어주는 공간으로 만들 수

없으며 여성이 연극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그들이 무대에서 배제된 것은 억압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것”(15)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캘러한이 억압적이라고 보는 바로 그 소년들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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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들을 에로틱하게 흥분시키고 모든 연극 팬들에게 “극적 표현의 신비”(Rackin 117)를 경험하

는 즐거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을지도 모른다.

홀 형태의 극장의 규모를 염두에 둘 때, 소년 배우들이 어떤 미묘한 이념적 작업을 했을지라

도 그들이 시각적, 청각적 즐거움을 제공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연극을 보러 갔을 가능성이 높다.

캘러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자 배우의 채용이 여성혐오와 가부장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소년 배

우들을 여성 관객과 남성 관객 모두의 즐거움을 위해 전시되는 에로틱한 대상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소년 배우들의 동성애적 매력과 부드럽고 털이 없는 얼굴과 고음의 목소리의 가

장 흔한 특징들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여성들의 특징과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형적인 성인

남성들의 특징과의 차이점 때문이다. 자딘은 근대 초기 영국에서 여성과 소년은 동등한 성적 대

상임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남성을 유일한 에로틱한 대상으로 특권화한다고 주장한다(28). 그러

나 마스턴은 소년 배우들의 남성도 여성도 아닌 존재라는 위치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어필하

고, 보편적으로 그들을 원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117). 예를 들어, 남편과 다른 종류의 에

로틱한 경험을 추구하는 여성은 그를 닮지 않은 성적인 대상을 찾을 수 있다. 그녀는 다른 여자

나 혹은 남자를 찾을 수도 있다. 웬디 월(Wendy Wall)은 소년 배우의 부드러운 얼굴과 고음의

목소리를 “남성의 젊음의 유혹적인 위험”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이 크기뿐만 아니

라 나이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배우들의 아름다움은 작은 귀여움(diminutive cuteness)으로 다

가오며 “높은 음색의 목소리는 얕은 음폭(voice box) 및 작은 신체 크기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180). 남성 관객들도 작은 특징을 가진 소년 배우들을 원할 수 있지만 여성 관객들은

소년 배우에 비해 큰 덩치로 인해 성인 남성과의 관계에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지배적인 위치에

서 에로티시즘을 다르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년 배우들의 퀴어 잠재력에 대한 발레리 트라우브(Valerie Traub)의 연구에 의하면, 소년들

이 동성애주의가 안전하게 성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전통적인 희극적 제약의 범위 내에서 비

헤게모니적 욕망의 표현으로 배우와 관객 모두에게 작용한다(118). 그녀는 남성과 남성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지만 동성애적이며 비관습적인 이러한 욕망이 극장에서 여성 관객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여성의 존재와 그들의 욕망을 인정한다(120). 욕망이 남성 배우를 보는 여성 관객의 경험

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젠더화된 힘을 재구성하고 여성의 욕망을 특권화한다. 작은 소년 배

우들을 보는 것은 여성 관객들에게 시각적, 청각적 쾌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원하는 주

체가 아닌 객체로 위치시키는 가부장적 이성애의 쉽게 통제되는 대상과 욕망의 위계질서로부터

장난스런 유희를 제공하게 된다.

Ⅲ

버몬트의『불타는 절구봉의 기사』는 ‘넬’이라는 중산층의 여성 관객을 무대 위에 등장시켜 가

족 경영의 정치를 극장으로 유입하기 위해 ‘크기’(size)를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극장이나 집안의

질서에서는 남편보다 낮았지만 자녀나 하인, 견습생에 있어서는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주부들로,

일상적인 가사 일에서 몸집이 작은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중산층의 여성 관객들

에게 작은 홀에서의 연극이 주는 에로티시즘을 고조시켰을 것이다. 월은 부양가족의 신체에 대한

주부의 의무와 규율 관리에 대한 책임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부양 가족의 몸은 “찌르고, 조사하

고, 정화하라는 아내의 명령에 분개했을 수도 있는 아픈 가족과 치료하는 주부 모두에게 공격성

을 내포한 일련의 고도로 육체적인 관행” 이라며, 주부들은 “신체를 통제하고 자신의 의료 권위

를 주장하는 것을 즐긴다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183). 돌란(Frances E. Dolan)

은 하인과 아동 구타의 잠재적인 쾌락과 체벌에 대해 논하면서 체벌은 아내가 남편과 함께 가정

에서 권위 있는 인물로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의 일부로, “주부는 폭력과 지배를 훨씬 더

노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108)고 말한다. 이러한 신체 규율과 관리의 행위는 주부에게 더 큰

체격과 힘, 특히 그녀가 성인 하인을 훈육할 때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불타는 절구봉의 기사』는 여성들이 작고 에로틱한 대상들을 선택할 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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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욕망이 이단적으로 정상성에 도전할 수 있다는 문화적 가정(assumption)을 드러낸다. 그리

고 이 가정은 무대 위에서도, 무대와 관객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부양가족의 작은 신체에 비해

몸집이 큰 주부의 권위가 연극적 권위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극장의 관중이 되

는 주부들이 욕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연극 제작을 통제할 수도 있다. 이 작품에

서 ‘디미뉴티브(diminutive)’적 요소들의 범주는 가정 경제와 연극 경제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고,

식료품점의 아내인 넬(Nell)이 가정처럼 무대를 관리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성적, 예술적 위계질

서를 불안하게 만든다. 월의 부양가족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통해 유추해보면 가계 의존성과 연극

경제 사이의 복잡한 연결이 명확해진다. 월은 가정주부들로부터 의학적 치료를 받는 대상을 논하

기 위해 한결같이 피부양자를 이용하지만, 주부는 자녀, 하인, 견습생은 물론 남편, 그리고 아마

도 다른 미혼이거나 홀아비인 이웃 남자를 치료했을 수도 있다. 이는 성인 남성이 신체에 대한

주부의 권력에 잠재적으로 종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써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의학적 견

지에서 그녀들의 정의를 읽을 수 있다. 즉, 남성의 큰 몸은 의학적 의존으로 인해 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자질을 취하면서 쪼그라들게 된다. 이러한 신체 지배는 물리적인 크기와는 상관

없이 더 작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커질 수도 있으며, 성인 배우들을 대상으로 극장까지 확

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감독, 극작가 및 기타 연극 팬들도 여성 관객들의 환상과 요구에

부응할 것이다. 따라서 극장에서 중산층 여성 관객의 독특한 지위는 그녀의 가정 내에서의 권위

의 확장에서 파생될 수 있으며, 그녀에게 일종의 대중적, 연극적 권위를 부여하고 무대 위 경험

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극장은 가정주부들에게 폭넓은 문화적 담론의 일부로 위치하게 되어 부

양가족과 소년 배우들에 대한 넬의 거대함이 그녀의 가정주부로서의 지배력을 극장으로 옮길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연극적인 ‘작은 것’을 가계 의존과 동일시하게 만들고 주부에게 연극 제작의

특권적 위치를 제공하게 된다. 이것은 소년 배우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때 선택권을 빼앗긴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극에서 배우들의 넬과의 유착은 소년 배우가 스스로 성적인 주체

가 될 수 있는 방법과 그들이 작은 배우의 역할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를 암시한다.

1607년 퀸즈 리빌즈(Children’s of Queen's Revels)의 아동 극단이 초연한『불타는 절구봉의

기사』는 전적으로 남자 배우들로 구성된 등장인물들을 위해 쓰여졌다. 식료품 상인 죠오지

(George)와 그의 아내 넬은 ‘런던 상인’(The London Merchant)이라는 도시 코미디를 보러 오는

극장 단골손님으로 추정되지만 그들은 불쑥 무대에 뛰어올라 ‘런던 상인’ 대신 로맨스 주제의 공

연을 고집한다.5) 넬의 제안으로 그녀의 남편의 견습생 라프(Rafe)가 배우로 무대에 오르고, 그녀

는 그가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취할 기쁨을 어렴풋이 기대한다. “내 장담하지만 우리 라

프가 무대 의상을 입으면 멋질거야(I warrant our Rafe will look finely when he’s

dressed)”(Induction 92)6) 넬은 특히 남편의 어린 견습생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즐기며, 무대의

자원들을 그녀의 즐거움을 위해 이용한다. 그녀는 주부로서의 권위를 바탕으로 연극적 권위를 구

축하는데 이 역할은 도제인 라프가 그녀의 집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녀와 남편의 권위 모두

에 종속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미 라프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뜻한다.

넬은 라프를 "아버지 없는 가난한 아이(a poor fatherless child)"(Epilogue 4-5)라고 언급하며 그

의 사회적 취약성과 그녀와 죠오지에 대한 의존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넬은 단순히 무대 한옆에

서 몰래 훔쳐보는 관객이 아니다. 그녀는 감각적인 연출을 통해 소년들이 그녀의 시선 아래에서

5) 상기해야 될 것은 넬을 여성 관객의 특정한 대표로서 논하지만, 실제는 시끄럽고 공격적인 넬의 욕망을

대표하는 소년 배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레슬리 톰슨은 넬과 죠오지가 극 중 소년들과 상호

작용하는 특정한 방법, 특히 그들이 다른 배우들처럼 분장실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소년 배우로

서보다는 관객으로서 그들을 "현실적으로" 구성한다고 제안한다. Leslie Thompson, “Who’s In, Who’s

Out? The Knight of the Burning Pestle on the Blackfriars Stage,” in Inside Shakespeare, ed.

PaulMenzer (Selinsgrove, PA: Susquehanna UP, 2006), 64.

6)『불타는 절구봉의 기사』의 본문 인용은 Francis Beaumont, The Knight of the Burning Pestle, in
Bevington. David M. et al., English Renaissance Drama, (New York :W.W. Norton, c2002)에 의거하

여 괄호 안에 막, 장, 행 및 Induction, interlude, Epilogue의 정보를 제공하고 번역은 본인의 것임을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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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할 수 있도록 점점 더 정교한 장면을 만드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그녀는 심지어 3막과 4막

사이의 막간에서 "어린 소년"의 연기의 루틴을 안무하기도 한다. “그를 춤추게 해야지! ‘페이딩’

‘페이딩’, 멋진 지그춤을(I will have him dance ‘Fading’—‘Fading’ is a fine jig)”(Interlude

3.7-10)라고 말하며 그녀는 소년에게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단계별로 안내를 한다. “이

제 발끝 회전, 뒹굴고”, “뒹굴 수 없나, 젊은이여?(Now a turn o’th’toe, and then tumble. Cannot

you tumble, youth?)” (Interlude 3.11-13). 넬은 작은 소년의 디테일한 움직임에 대해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으며, 소년이 텀블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강하게 드러낸다. 고든 윌리엄스

(Gordon Williams)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Antony and Cleopatra)와

『햄릿』(Hamlet)의 내용에 근거하여 “텀블”(tumble)의 의미를 일종의 “교미”(copulate)로 해석하

는데(315, 재인용), 그녀의 소년에 대한 이 질문은 그가 아직 성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묘

한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에로틱한 소년 배우에 대한 넬의 욕망은 그녀로 하여금 연극 감독으로 분하여 공연의 모든

세부 사항을 각본하는 라이벌 작가로 변신하게 하고, 자신이 ‘런던 상인’의 제작을 맡도록 유도한

다. ‘작은’ 연극에 대한 넬의 욕망은 난장이와 거인을 가장한 등장인물을 통해 ‘크기의 연기’에 관

심을 갖는 연극의 맥락 안에서 발생한다. 라프가 ‘불타는 절구봉의 기사’의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의 첫 번째 행동은 종자(squire)와 난장이를 갖추는 것이었다. “나의 맏형 팀(Tim)은 나의 믿음

직한 종자가 될 것이고 작은 죠오지는 나의 난장이가 될 것입니다”(1.3.49-52). 라프는 죠오지를

연기하는 배우7)가 이미 키(stature)가 작기 때문에 그의 동반자인 난장이를 연기하기에 완벽하다

고 제안한다. 라프는 청중에게 죠오지의 작은 키의 ‘위상’(stature)과 역할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그를 “나의 난장이 죠오지(George my dwarf)”(1.3.60), “나의 믿음직한 난장이 친구(My trusty

dwarf and friend)”(2.2.58)라고 부른다. 이러한 행동은 무대에서 죠오지를 연기하는 배우가 다른

배우들보다 작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암시할 수 있고, 따라서 관객들은 그가 난장이를 연기

한다는 것을 번번이 의식적으로 떠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죠오지의 ‘축소된 바디’에 대한 반복된 표현은 연극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거인’에 대한 언급

과도 비교된다. 메리소트(Merrythought)여사가 숲에서 라프와 그의 동료들을 보았을 때 그녀는 "

여기 거인들이 있다!"라고 외치고 도망친다(2.2.48). ‘여기’라는 메리소트 여주인의 외침에 청중들

의 시선은 그녀가 보고 있는 라프, 팀, 심지어 죠오지까지 보게 되고, 이 코믹한 장면은 아마도

난장이 죠오지가 거인으로 불리워진 사실에 의해 한층 더 강화된다. 기사인 라프는 후반 모험에

서 청중들이 닉 바바(Nick Barber)가 변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대한 거인 바바로소(this huge

giant Barbaroso)”를 만난다(3.2.121). 넬은 닉을 연기하는 소년 배우가 무대에 들어올 때 마치 실

제로 거인으로 인식한 듯 “오, 죠오지! 거인, 거인!(Oh, George, the giant, the giant!)”(3.4.14)이

라고 외친다. 배우들은 큰 거인의 연기를 하기 위해 소품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관객들은 넬이

닉의 속임수에 속았다고 그녀를 비웃을 수도 있다. 사실상, 넬 자신은 연극 내내 ‘크기’의 에로티

시즘에 집착한다. 그녀는 한때 남편과 함께 카니발에 참석하여 보았던 “위대한 네덜란드인”을

떠올리기 위해 잠시 관람석에 멈추기도 하는데, 그를 “훌륭한 사람, 모든 것이 그의 크기에 상응

할 수 있다면 좋은 사람(a goodly man, if all things were answerable to his

bigness)”(3.2.136-37)이었다고 회상한다. 넬은 더치맨(The Dutchman)을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고 생각하지만 이 말은 또한 잠재적으로 그의 비례적으로 큰 성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

기도 한다. 더치맨에 관한 이러한 생각은 그녀에게 “결혼 이 후 런던에서 보았던 모든 광경 중에

서 디른 멤버들 에 비해 너무도 공평하게 자란 양성(hermaphrodite)의 어린 아이가 가장 예뻤던

것 같다(3.2.140-43)며 특히 이 어린 아이의 몸의 ‘중성적’인 상호 작용을 매력적이라 생각한다.

연극 내내 배우들의 작은 몸에 대한 그녀의 욕망은 틀림없이 작은 소년들을 지배하려는 그녀의

욕망만큼이나 불균형한 신체에 대한 그녀의 환상에 의해 주도된다.

『불타는 절구봉의 기사』의 배우들이 원래 어떻게 캐스팅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지만 부스

7) 식료품상인 죠오지가 아니다. 이 맥락에서 난장이와 남편이 같은 이름을 공유하도록 하는 중요한 상징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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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re M. Busse)의 주장대로 넬과 죠오지가 “다른 남자 배우들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한” 덩치

가 큰 소년들에 의해 연기되었을 가능성(93)을 상상할 때, ‘런던 상인’을 공연하는 작은 소년 배

우들에게는 신체적으로 큰 몸을 요구받는 위협적인 요소가 있었을 수 있다. 죠오지는 프롤로그의

손을 빌어 넬을 무대 위로 올려달라고 요청하는데, 넬을 연기하는 남자 배우가 캐릭터를 뚱뚱해

보이게 하기 위해 패딩을 입고 있을 수도 있다고 암시한다(Induction 49-51). 넬은 재단사가 자신

의 가운을 만들면서 “이 가운을 만드는 데 14야드가 필요했다(had fourteen yards to make this

gown)”(2.7.19-20)고 말하기도 한다. 그녀는 재단사가 과장했다고 비난하지만 이 치수는 그녀의

큰 사이즈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신 연극의 유머는 큰 목소리와 거침없는 태도로 덩치 큰 사람을

연기하는 아주 작은 배우를 캐스팅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고, 넬의 작은 키는 그녀가 무대에 오

르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죠오지는 “양(lamb)”(1.2.27), “오리새끼(duckling)”(2.3.41),

“새앙쥐(mouse)”(3.4.115)와 같은 ‘작은’ 별명을 아내에게 붙인다. 이 언어적 습관은 연극이 진행

되는 동안 넬의 존재가 점점 커지면서 더 코믹해진다. 캐스팅에 관계없이 넬은 자신의 작은 닉네

임과 작은 귀여움에 대한 감탄으로 소년 배우들을 언어로 유아화하고 축소함으로써 주변의 성인

남성들에 비해 작은 소년 배우들을 지배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녀의 거대함을 강화한다. 그

녀는 이 등장인물들 중 한 명을 “나의 예쁜 청춘(my pretty youth)“(1.1.69)이라고 부르고, 라프의

난장이 죠오지가 말을 하고 난 후, 그녀는 ”어린 소년은 그것을 칠 수 있지요. 정말이지, 훌륭한

아이입니다(the little boy can hit it. By my troth, it’s a fine child)”(1.3.87–88)라고 한다. 또한

같은 인물을 두고, “난장이와 예쁜 소년은 같습니다(that same dwarf’s a pretty boy”(2.5.48)라고

말하며, 그의 귀여움과 작은 키를 동일시한다. 그녀는 관객들과 소년 배우들 사이의 크기 차이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데, 넬의 역할 역시 소년이 연기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특히 희극적이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험프리(Humphrey)를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라프가 루스

(Luce)의 어린 구혼자이자 험프리의 라이벌인 자스퍼(Jasper)와 싸워 이길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

녀의 의상을 입고 있는 소년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녀는 또한 “나는 진정한 여자가 아니다(I

am no truewoman)”(2.4.43)라며, 이 순간은 모든 “진정한 여성”이 육체적으로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고 단언하며 청중 속의 여성들을 자신의 거대함 크기로 끌어들인다. 이러한 행위는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들과 관객들의 크기 차이와 역동성을 더욱 과장한다. 넬이 루스의 어린 구혼

자를 물리적 폭력으로 규율하기 위해 그녀의 우월한 크기를 이용하겠다고 위협하더라도, 그녀는

관객들에게 극장의 성인 관객들이 넬과 죠오지를 연기하는 소년 배우들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넬은 언어로 소년 배우들의 크기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닌 목소리의 크

기 자체가 작은 배우들에 대한 그녀의 엄청난 욕구의 표현이자, 주변의 남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

린 배우들을 지배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이 된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녀가 말하고

감독하는 동안 공연을 진행할 수가 없자 “입 다물어(Hold thy tongue)”(1.3.23), “조용히 하시오,

이 여편네야(Peace, cunny)”(2.7.40)라고 말하며 죠오지는 아내에게 극을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

한다.

넬의 시끄럽고 파괴적인 발성과는 대조되는 어린 소년 배우들의 감미롭고 매혹적인 목소리에

대해 코프(Jackson I. Cope)는 소년들이 연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 목소리 때문에 소년 극단에 채

용되었다고 말한다(316-17). 오스턴(Linda Phyllis Austern)은 “전혀 여성은 아니지만” 소년 배우

의 목소리가 그를 여자처럼 유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91). 나타샤 코다(Natasha Korda)는 판매

용 상품을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가 공연 경험의 중심적이고 경쟁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하

며(145), 또한 초기 현대 연극에 있어서 “부재”로서의 여성의 존재는 사실상 극장이 여성들의 일

에 의존했지만 그들의 노동을 합법화하지도, 가치 있게 평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1-3). 코다

는 달콤한 목소리를 지닌 소년 극단 공연의 즐거운 청각 경험과 긴장 관계에 놓인 것은 “극장

안, 밖에서 간식을 파는 시장 여성들의 소란스러운 사이드쇼(sideshow)”(147) 였다고 말하며, 이

러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특히 야외 원형 극장에 침투했지만 실내 극장에서 공연하는 소년 극단

은 원형 극장에서 공연하는 성인 극단보다 “런던 거리의 불협화음에 대해 더 냉소적인 태

도”(172)를 취했다는 것이다. 코다의 분석은 소년 배우들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젊은 성인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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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소리를 압도하고 연극 자체를 선택하겠다고 위협하는 시장 여성들의 시끄러운 외침 사이의

경쟁을 설정한다. 비록 식료품점의 부인이지만, 넬은 시장 여성들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며 큰

목소리를 이용하여 배우들에게 새로운 무대 방향을 제시하고, 체구가 작은 소년들에 비해 넬의

큰 ‘키’라는 ‘크기’의 우위에다 목소리의 볼륨을 통합함으로써,『불타는 절구봉의 기사』는 시끄러

운 여성 목소리의 승리가 어떻게, 특히 여성 관객들에게 즐거운 연극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Ⅳ

비록 노동 계급의 시장 여성들이 연극에서 주의를 산만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또한

공연의 즐거움을 더하는 장식품들이나 간식거리를 제공했다(Coda 146).52 넬은 남편을 맥주를 사

오도록 보내고는 이 여성들과 교류를 하며 ‘런던 상인’의 공연에서 그녀가 경험한 즐거움을 나눈

다. 그녀는 남편에게 “죠오지, 나에게 마실 것 좀 갖다 줘(Get me some drink, George)”(3.5.83)

라고 명령하고 남편이 돌아오면 무대 위에 앉아 있는 귀족 남성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Interlude 3.5-6). 주변 남자들에게 행하는 그녀의 ‘음성’ 명령은 그녀가 연극 자체에 대

해 행사하는 지배력과 병행한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의 크기를 연극 사이의 막간과 그녀 옆에

앉아 있는 지위가 높은 성인 남자들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보컬 측면에서도

그들의 존재를 작게 만들 수 있었다. 극 초반 그녀는 자신과 함께 무대 옆에 앉은 신사들에게 담

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꾸짖는다. 자신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연극을 관람하기 위하여 마치 부

양가족을 훈계하듯이 사회의 남성 지도층들을 훈육한다. “이 냄새 나는 담배를 무슨 득이 된다고

피웁니까? 백해무득이지요(what good does this stinking tobacco do you? Nothing I

warrant)”(1.2.137-38). 모든 주부들의 대변자로 인식하는 넬은 라프를 분장실 입구로 안내하고

잠재적으로 연극 연출의 즐거움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듯이 무대

특권석에 앉아서 극을 연출한다. 넬은 그녀가 즐길 수 있는 연극을 볼 자격이 있다고 느끼고, 자

신의 신체의 크기가 지닌 이점을 주장하기 위해 방대한 목소리를 사용하여 극을 연출하며. 또한

목소리나 신체의 크기가 지닌 이점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동시대의 윌리엄 호킨스(William Hawkins)의 희곡『아폴로 축제』(Apollo Shroving)8)의 시작

부분에서 랄라(Lala)라는 여성 관객은 넬과 비슷한 혼란을 야기한다. 그녀는 연극이 청중의 여성

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신 영어로 공연해 달라고 요청하며,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주부들을 위해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일단 소년 배우들이 영어로 그들의 연극을 바꾸

고, 연극이 영어로 계속될 것이라는 데 만족하면 본인은 분장실로 들어가 연극에서 남자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다(prologue, 1.1.3-9). 로리 오스본(Laurie Osborne)은 넬의 상호작용은 루스와

메리소트 부인, 그리고 랄라를 비롯한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 고군분

투하는 여성들과의 동일시를 통해 작동한다고 말한다(514). 넬이 연극에서 여성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녀는 청중의 다른 여성들과도 동일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녀가 가정을 경영하

듯이 공연을 연출하는 것이 적어도 여성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메리소트 부인의 아들 마이클(Michael)이 “여행으로 발이 동상으로 가득 차 있다(feet are full

of chilblains with traveling)”(3.2.51-52)고 불평하자 넬은 “생쥐 가죽으로 발바닥과 발뒤꿈치, 발

목을 문질러주라(rub all the soles of his feet, and the heels, and his ankles, with a mouse

skin)”(3.2.55-56) 며 메리소트 부인에게 충고한다. 비록 이 행동이 각색되지는 않았지만, 마치 가

족들의 신체를 다루는 듯 한 넬의 지침은 감독의 조언처럼 이들에게 작용한다. 그녀는 이런 류의

가사 관행이 무대에서 연출되기를 기대한다. 메리소트 부인의 발 문지르기를 포함해서 아들을 치

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가정 내에서의 가족들의 몸에 대한 그녀의 지배력이 수행됨을 느

8) William Hawkins, Apollo Shroving, Early English Books Online (London: Printed for Robert

Mylbourne,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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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다른 주부들에게도 이런 발을 문지르는 에로틱한 장면이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넬은 또한 기사가 전투를 벌이는 것은 로맨스 장르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라프로 하여금 자스

퍼를 “흠씬 두드려 패도록(and beat him well)”(2.4.58) 만든다. 그러나 이 장면은 기사의 전투라

기보다 마치 희극적인 구타처럼 보인다. 돌란은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가정 갈등을 다루는 셰익

스피어의『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the Shrew)와 같은 연극에서 더 전형적인 모습

이라고 말한다(120).57『말괄량이 길들이기』의 텍스트는 실제로 아내를 때리는 남편을 보여주지

는 않지만, 대신, 폭력은 주인이 하인에게, 언니가 여동생과 불운한 음악 강사에게로 가해진다.

돌란은 넬이 남편의 도제인 라프를 시켜 자스퍼에게 행하는 폭력은 그녀가 집에서 부양가족을

때리는 즐거움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106-7). 58 넬은 후에 크라코비아(Cracovia)의

공주가 라프와 사랑에 빠져 그에게 구애(4.1.33-39)하는 환상의 무대를 연출한다. 이 장면은 그녀

가 만들고자 하는 로맨스에도 잘 들어맞지만, 넬이 남편의 제자가 아내로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

해 간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로맨스 장르를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순간의 연출조차도

넬의 가정 내에서의 위치와 경험에서 비롯되며 그 권위가 큰 몸집으로 무대를 어떻게 지배하여

에로틱한 연극적 권위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넬의 연출방식은 사실상 신체의 크기와 관련, 그녀가 극적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사실 외에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알렉산더 레가트(Alexander Leggatt)는 퀸즈 리빌즈의 아동 극단

(Children of the Queen's Revels)이 1607년 제임스 1(James 1)세를 풍자한 공연으로 왕실의 후

원을 잃었다고 언급하면서, 버몬트의 연극은 “생존을 위해 여성을 포함하고, 심지어 지배했을 수

도 있는 여자들에 의해서 대중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회사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다”고 주장한다(66-67). 극단의 관객 의존은 극장에 입장하기 위해 돈을 낼 뿐만 아니라 집에서

의존적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몸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주부들이 연극을 관람하고 공

연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가정 내에서의 넬의 권위가 극장에 침투되고 그녀가 단

순히 연극을 관람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녀의 연극적 경험이 다른 중산층의 여성 관객들에게도

확대되어 그들에게 연극 무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성 관객이 무대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넬의 공연은 가정에서 노는 주부들을 극장으로 어필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회

사를 파산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제공한다.

어린 라프가 무대 복장으로 분장한 모습을 보고자 하는 넬의 열망은 확실히 여성들이 지배했

던 연극 경제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코다는 시장 여성들이 극장을 둘러싼 다양한 상업 활동의

원동력이었으며, 여기에는 여러 관행 중에서도 소품 및 의류 판매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제시한다

(13). 이 여성들은 작은 남성 신체에 맞게 드레스를 수선하고 소년 배우들이 옷을 입는 것을 돕

기도 하면서, 마치 무대 의상을 입은 작은 견습생을 상상하면서 넬이 취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즐거움을 맛보았을 것이다. 넬의 어린 소년들에 대한 성적 관심은 그녀가 배우 중 한 명을 붙잡

고 입맞춤을 할 때 이 다시 표면화된다.

정말이지, 그 아이의 숨결은 달콤해, 죠오지.

그런데 그놈의 이가 문제인 것 같아.

엉겅퀴와 암말의 우유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를 위한 것이었다니까.”

Faith, the child has a sweet breath, George,

but I think it be troubled with the worms.

Carduus Benedictus9) and mare’s milk were the only thing in the world for’t.

(3.3.24-26)

소년 배우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강요하며 독차지하는 그녀의 즐거움은 바로 약용 식물뿐 아

니라 암소의 젖을 소년에게 먹이고 싶은 욕구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넬은 더 큰 몸집에 의해 가

9) 학명 Cnicus benedictus인 이 식물은 포르투갈 북부에서 프랑스 남부, 동부에서 이란까지 지중해 지역이

원산지인 국화과에 속하는 엉겅퀴 같은 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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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신체적 공격성으로 소년들의 여성에 대한 의존을 분명히 하고, 그녀의 주부로서의 역할을

대중 무대로 옮긴다. 넬의 의학적 치료의 공격성은 라프가 거인 바바로소를 물리친 후 그가 구출

한 기사들에 의해 전해지는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다. 기사들은 거인이 성병을 치료해왔다고 밝히

지만, 그들의 치료법을 고문과 비교한다. 첫 번째 기사는 라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중하게

이 거인은 나를 그 혐오스러운 소굴로 데려가 치료를 했다,

가려움을 치료한다는 핑계로

그리고 내 온몸에 가슴이 욱신거리고 따끔거리는.

가루를 뿌렸다.

in courteous wise

This giant trained me to his loathsome den,

Under pretense of killing of the itch

And all my body with a powder strewed

That smarts and stings. (3.4.65-69)

이 장면은 덩치가 큰 넬을 거인의 모습과 동일시한다. 그리고 이 기사처럼 소년 배우들은 넬

의 의학적 치료의 지배를 에로틱한 즐거움보다는 고문에 가까운 고통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넬

은 자신이 키스한 소년을 치료하고 싶은 욕망에 대해 남편과 대화하는 동안, 대본상 극 중 남편

과의 에로틱한 접촉은 전혀 없으면서도 소년 배우들과의 잦은 신체적 접촉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녀의 모든 에로틱한 관심은 그녀 주변의 소년들의 작은 몸에 집중되어 있고, 남편에게는

관심이 없다. 사실 넬에게 극장은 쉽게 지배되는 작은 소년 배우들의 형태로 가정 내의 아내의

범주에 대한 성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공간일지도 모른다.

연극이 진행될수록 관객과 감독으로서의 넬의 경험은 점점 더 에로틱해진다. 어린 소년들의

연기를 지켜보는 즐거움에서 시작된 혼란스런 흥분은 남편의 제자를 보고 듣고 싶은 절박한 욕

구로 발전한다. 그녀는 심지어 라프를 연인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그가 무대를 벗어나 그녀의 시

야에서 멀어지면 불안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라프가 극 초반에 퇴장하자 넬은 “빨리 라프가 무대

에 다시 나와야겠습니다(I prithee come again quickly, sweet Rafe)”(1.3.96)라고 요청하며 공연

이 계속될수록 무대에서 남편의 제자를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욕망은 커진다. 라프가 다시

나가자 그녀는 울기까지 한다. 그녀는 “그가 떠나면 나도 아플 것입니다. 라프를 다시 불러주세

요, 죠오지, 라프를 다시 불러주세요(I will not have him go away so soon; I shall be sick if

he go away, that I shall. Call Rafe again, George, call Rafe again)”(2.2.72–74) 라고 울부짖는

데, 여기서 넬은 페트라르칸(Petrarchan) 풍의 연인들의 담화를 흉내낸다.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내 마음을 죽도록 아프게 합니다(Thou kill’st my heart in parting thus away)”(4.2.71)라고 신음

하는 크라코비아의 공주를 라프가 거부했을 때의 상황을 패러디한 일련의 관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 넬과 공주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과 존재감을 원하며, 무대 위나 극장 내에서 움직여

지는 모든 상황에의 시선에 성적 호기심을 불어넣는다.

넬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것을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데, 특히 무대 옆에 둘러

앉은 젠트리 계층의 성인 남성들의 시선을 주목한다. 그녀는 “신사들이 라프를 좋아할까요?(Do

the gentlemen like Rafe, think you, husband?)”(1.3.67-68) 라고 남편에게 묻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그들의 관심을 확인하려 든다(3.4.149-50, Epilogue 7-8). 넬은 라프를 응시하는 것에서 즐거

움을 발견하며, 그녀는 돈 많은 신사들이 작은 소년에 대한 욕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

나 관객들은 라프가 남편의 견습생이기 때문에 그가 신사들보다는 그녀와 함께 극장을 떠날 것

이라는 상상을 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상황이 연극의 범주를 벗어나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

어날지에 대한 연출의 지시는 없지만, 다른 관중들이 라프의 공연을 즐기는 동안, 넬이 라프를

보면서 발견하는 에로틱한 즐거움은 연극이 끝난 후 그가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상상으로 고양될 수 있다. 엘렌 맥케이(Ellen MacKay)는 남자 배우가 관객에게 성적인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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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고 가정한 프린(Prynne)의 주장에 대해, 남자 배우에 대한 욕망은 배우 자신과 그가

수행하는 성적 역할에 대한 "기표와 기의의 잘못된 결합에 의해 흥분되는 불가능한 욕망"이라고

주장한다(155-56). 그러나 넬은 그녀와 집을 함께 쓰는 몸집이 작은 남성을 무대에 올려놓음으로

써, 이러한 융합이 잘못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닌 현실로 구현한다. 물론 극장 밖에서 배우와

관객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무대 밖에서도 배우들은 관객들에게 즐거

움을 주는 하나의 문화적 신념이었다면, 이는 적어도 넬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개념이었던 것이

다.

Ⅴ. 결론

『불타는 절구봉의 기사』에서 상인의 아내 넬에 대한 평가는 여성 관객의 굴욕적인 태도에 대

한 풍자라기보다는 적절한 비난의 대상과 마케팅 사이에서 자신을 성공적으로 브랜드화함으로서

그녀의 가치를 희극적으로 드높인 인물로 판단된다. 오스본은 “넬이 여성 연극의 힘을 보여주었

고 또한 버몬트가 넬을 부적절한 시선과 행동의 코믹한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그녀의 항변”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한다(494). 넬은 죠오지와 함께 무대에 앉아

서 극을 관람하던 멋진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과의 친분을 지속하는 것으로 극을 끝낸

다. “만약 내가 당신을 우리 집에서 보게 된다면, 그것은 힘들겠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 포도주

한 병과 담배 한 파이프를 준비할 것입니다”(Epilogue 6–7). 대부분의 관객들은 넬을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넬은 그들이 와인과 담배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을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권위 있는 여주인처럼 설정하고 행동한다. 넬의 욕망은 현존하는 사회 질서에 명백하게 도

전하기보다는 미묘하게 작은 것과 관련하여 여성의 힘을 구성하기 때문에 동시대의 셰익스피어

연극에서 폴스테프(Falstaff)나 말볼리오(Malvolio)와 같은 과도한 욕망을 드러내는 남자 주인공

들보다 훨씬 덜 비난 받을 수 있다. 배우들에 대한 넬의 기이하리만치 지나친 열정, 즉 모든 사

람들을 그녀가 치료할 수 있는 병든 부양가족으로 대하고자 하는 그녀의 즐거운 욕망은 가볍게

풍자되지만 결코 남성들의 주체성을 뒤흔드는 악의적인 위협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녀는 공

연의 즐거움을 지속하기 위해 함께 관람했던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하면서, 이전에 성인 남성들이

소년들을 좋아할 것임을 소원한 바 있듯이(Epilogue 7), 만약 청년들이 작은 라프를 바람직하게

여긴다면, 그에 대한 시선을 지속할 것을 권하며, 이번에는 모든 조건이 들어맞는 그녀의 집에서

연극을 계속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그녀가 극장에서 지배해 온 무대에서

의 권위와 명성을 지속, 강화하며 라프의 작은 부양가족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하고 그녀의 연극적

범위를 넓힌다. 공연 내내 넬의 수다스러운 흥분과 라프와 다른 소년들에 대한 그녀의 공격적인

추태는 보이 컴퍼니 연극의 관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적 유희이다. 특히 여성 관객

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모든 여성 관객이 보이 컴퍼니의 연극을 에로틱하게 경험했다고

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성인 남성과의 크기에서 비롯되는 힘의 관계

는 무대에서 작고 쉽게 관리되는 소년 배우들의 작은 몸집에 대한 성적 호기심의 가능성을 높인

다.

『불타는 절구봉의 기사』에서 넬의 욕망은 무대 위의 ‘작은 것’에 대한 여성들의 욕망, 그 욕

망이 소년, 성인 배우 또는 청중 남성에 대한 욕망이든 간에 이러한 욕망이 젠더 지배의 패턴을

바꾸는 방식을 통해 잠재적으로 가정에 다시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극에서 ‘작

은 것’의 범주는 여성 관람에 대한 예술적이고 에로틱한 가능성의 집합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여

성들에게 에로틱한 주체성을 특권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남성 대 여성의 욕망을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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