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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와 초자연계의 만남:
유리창에 새겨진 글자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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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요약: 예이츠는 인생과 예술에서 인간의 조건을 초자연계와 관련지어 정의하
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경험은 초자연적 실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소신을 연극에 적
용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그의 연극적 과제는 어떻게 초자연적인 존재를 관객이 이
해할 수 있도록 무대 위에 올리는가 하는 것이었다. 유리창에 새겨진 글자들 은 무
ance)를 극
대, 인물, 언어 등에 있어 사실주의적 틀 속에 서양인들이 익숙한 강령회(sé
중 극 형식으로 집어넣음으로써 초자연적 존재를 관객들이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과
제를 해결하였다. 최면상태의 영매는 18세기 작가 스위프트의 애정관계를 전달하는데,
예이츠가 이상적 시대라고 생각한 18세기와 현대 아일랜드를 대조시킴으로써 현대 아
일랜드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현대 아일랜드가 스위프트 시대의 마스크를 씀으로써 위
대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되기를 희망했다.
주제어: 유리창에 새겨진 글자들 , 사실주의 무대, 강령회, 스위프트, 초자연계와 만남
저자: 윤기호는 충북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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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Meeting with the Supernatural in Yeats’s The Words upon the Window-Pane
Abstract: Yeats has believed that the most serious subject for the drama is to
experience the supernatural reality. And his dramatic task is to solve the problem of
how to make supernatural a central element of the drama and to find a dramatic
form that suits a living stage. His solution in The Words upon the Window-Pane is
to adopt the methods of realism and the device of the sé
ance, at which spirits of the
dead communicate with the living. The conventions of the sé
ance make the intrusion
of the supernatural much more acceptable to a modern audience than the spontaneous
and abstract apparitions in Yeats’s other plays. Through surface realism, Yeats
attempts to penetrate the nation’s spiritual being at the Swift’s century when there is
still hope for national greatness by assuming a mask. Yeats thinks of the intellect and
aristocracy modeled on Roman ideals as the best mask for a nation falling in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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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y of a historical cycle’s end. This play is one of Yeats’s finest plays and shows
how well he is able to refine and adapt his typical theme to the modern stage.
Key words: The Words upon the Window-Pane, realism,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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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예이츠(W.

B. Yeats)는 극의 가장 진지한 주제는 인간 경험의 중심에 있는

“초자연계와 자연계 사이의 전쟁”(Nathan 251)이 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그 주
제를 무대화할 수 있는 극형식을 찾으려 분투했다. 그는 독서용 희곡이 아닌
실제 무대를 위한 극을 쓰기를 원했고 그를 위해 오랜 실험을 거듭했다. 그러
나 당시 서양 연극의 주류였던 사실주의 연극에 익숙한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운문대사, 코러스, 양식화된 동작, 춤, 가면, 무대장치가 거의 없는 무대, 혼령
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가 등장하는 예이츠의 극들은 기괴하기 짝이 없고 이해
하기 힘들 것이다. 예이츠는 실제로 동료들과 극장을 세우고 자신의 극들을 무
대에 올렸지만 관객과 비평가들의 몰이해와 외면을 겪음으로써, 자신의 극적
이상이 대중극장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연극을
포기하지는 않고 자신의 극을 이해하는 소수 엘리트 관객만을 상대로 하는 극
을 썼다. 한편 그는 자신의 극적 이상을 조국 아일랜드 관객에게 전달하기를
완전 포기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까를 끊임없이 고심했다. 이런 맥락에서 예이츠가 별세하기 5년 전인 1934년에
출판하고 그가 동지들과 설립한 애비(Abbey)극장에서 첫 공연을 한 희곡 유리
창에 새겨진 글자들 (The Words upon the Window-Pane)이 주목받는다.
이 글은 유리창에 새겨진 글자들 이 예이츠가 자신의 극적 이상―인생과
예술에서 인간의 조건을 초자연계와 관련지어 정의하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경
험은 초자연적 실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연극에 적용하는 것―
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관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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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Nathan 251)를 위한 극형식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을 증
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사실주의 무대에 담긴 초자연계
유리창에 새겨진 글자들 의 배경은 예이츠 생존 시기의 더블린(Dublin)이
다. 극의 중심 행동은 간단하다. 몇 명의 열광자들이 강령회에 참석하려고 더블
린의 어느 집에 모인다. 강령회란 프랑스어 세앙스(sé
ance)를 번역한 말로 교령
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산 사람들이 죽은 이의 혼령과 교류를 시도하는 모임으
로 이러한 술법을 하는 사람을 영매(medium)라고 한다. 이 극에서는 런던에서
온 헨더슨 부인(Mrs. Henderson)이 영매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각자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인 이 강령회가 제멋대로 나타난 어떤 혼령에 의해 방해
받는데 그는 병들고 추한 외모의 늙은이다. 강령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신들
의 목적을 방해하는 그 혼령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참석자중 두 사람은 그 목소
리의 주인공을 알아본다. 한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스위프트(Jonathan

Swift, 1667〜1745)를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쓰고 있는 젊은 학자 존 콜빗
(John Corbet)이고, 다른 사람은 더블린 강신술 협회(Dublin Spiritualists
Association) 회장인 “60에서 70살 사이의”(CPl 597) 교양 있는 트렌치 박사
(Dr. Trench)이다. 이 두 사람이 알아본 대로 강령회에 영매를 통해 나타난 것
은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를 쓴 18세기의 작가 스위프트의 혼령이
다. 예이츠가 강령회라는 형식 속에 담은 내용은 스위프트의 생애 가운데 일부
이다.
스피박(G. C. Spivak)은 이 극이 사실주의에 가까운 산문으로 쓰인 유일한
예이츠 희곡일 것이다(150)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극은 후기 예
이츠 희곡들 가운데 매우 예외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극은 초자연적
존재가 직접 무대 위에 등장하는 다른 무용극들에서 무대로 자주 사용한 텅 빈
공간과는 다르게, “하숙집 방, 탁자 주변에 의자들이 놓여 있고 벽난로 시렁 위
에 주전자가 있고 찬장 위에 다기(茶器)들이 놓여 있다.”(CPl 597)와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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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장소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등장인물 또한 무용극의 영웅적 인물
들 대신에 직업상으로 중산층 인물들인 나이 든 트렌치 박사와 캠브리지 대학
원생인 콜빗, 복음주의 설교사인 존슨(Abraham Johnson), 찻집을 열 것인가를
죽은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은 멜릿 부인(Mrs. Mallet), 개 경주와 경마에 빠져
있는 패터슨(Cornelius Patterson)은 물론 영매인 헨더슨 부인도 심령술협회 비
서인 맥키나 양(Miss Mackenna)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인물들이다. 예이츠는
이런 모임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사실주의적인 문체로 강령회의 구
체적인 과정을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극의 주석에서 이 인물들 모두는 “그
런 강령회에서 만났거나 만났을 법한 사람들”(VPl 967)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을 보면 알 수 있다. 비교(occultism)에 관심이 많았던 예이츠는 심령주의자들
의 모임에 여러 번 참석했고 진지한 교인이나 가엾거나 웃기는 괴짜들이 죽은
지인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극 중 극의 형식
을 통해 스위프트와 그가 사귄 두 여인, 바넷사(Vanessa)와 스텔라(Stella)의 관
계를 영매의 목소리를 통해 짧지만 강렬하게 재연하는 극의 정서적 핵심 상황
은 전통적인 심령주의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예이츠도 강령회에서 이
런 종류의 현현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유럽의 강령회 장소에서 혼령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다시 연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I have not heard of spirits in a European seance-room re-enacting their past
lives; (VPl 967)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강령회가 어떤 혼령의 등장으로 방해를 받
자 트렌치 박사와 콜빗을 빼놓은 나머지 참석자들은 모두 강령회가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트렌치 박사는 처음부터 그러한 혼령의 출현의 의미를 이해
하고 있었다. 강령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는 이해력이 부족한 존슨에게 혼령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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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혼령들은 이승에 묶여 있어요. 그 영혼들은 아직 자신들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서 과거 생전의 어떤 행동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요. 마치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생각을 곱씹듯이 말이에요. . . .때로는 혼령이 죽을 때의 고
통을 되사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 어떤 열정적 순간이나 비극적 순간을 되
살지요. . . 살인자는 살인의 순간을, 강도는 강도질을 한 순간을, 연인은 세
레나데를, 군인은 나팔 소리를 들은 순간을 다시 한 번 사는 거지요. 내가 가
톨릭 신자라면 그 혼령들이 연옥에 있는 거라고 말할 거예요.”

Some spirits are earth-bound―they think they are still living and go over
and over some action of their past lives, just as we go over and over some
painful thought, . . .Sometimes a spirit relives not the pain of death but
some passionate or tragic moment of life . . . the murderer repeats his
murder, the robber his robbery, the lover his serenade, the soldier hears the
trumpet once again. If I were a Catholic I would say that such spirits were
in Purgatory. (CPl 604)

트렌치 박사가 말하는 것은 예이츠가 환상록 (A Vision)에서 진술한(226) “‘꿈
으로 되살기”(Dreaming-back)를 풀어 설명한 것인데, 박사는 그런 현상을 대할
때 살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동정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고, 그러면 고통 받는 혼령이 열정과 회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라고 결론
맺는다(CPl 604). 이 연옥 속의 고뇌는 스위프트와 바넷사의 목소리의 형태로
강령회를 방해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자면 이 극 속에는 강령회의 형식 속에 일반적인 강령회
의 관례가 아닌, 죽은 사람의 혼령이 생전의 삶을 되풀이하는 중심행동이 담겨
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이츠가 이 극에서 극적 효과를 위해 예이츠
의 중기와 후기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위 ‘꿈으로 되살기’ 수법을 강령회라
는 사실주의적 구조와 분위기 속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런 극적 수법을 사용한 목적은 예이츠가 늘 고심했던 관객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강령회 형식은 뼈들의 꿈꾸기 (The Dreaming of the Bones)나 해골
터 (Calvary)에서 볼 수 있는 임의적이고 추상적인 유령의 출현보다 훨씬 더
현대 관객들이 초자연계의 침입을 받아들이기 쉽게 한다. 우리나라의 무당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직간접으로 알고 있듯이 강령회나 영매의 역할은 서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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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강령회에서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출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지는 초자연계의 개입을 정당화할
필요가 거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초자연계를 실제로 무대 위에서 보여주려는
예이츠의 목적이 강령회라는 명백히 꾸며낸 환경과 의식을 통해 달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인 사실주의는 전형적인 예이츠 주제이자 후기 무용극들
의 주제이기도 한, 자연계와 초자연계와의 조우와 갈등을 보여주기 위한 배경
에 불과한 것이다(Knowland 178). 네이던(L. E. Nathan)도 이 극이 후기극 가
운데 이례적인 작품이라고 지적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입센(Ibsen)이나 쇼(Shaw)
의 형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주제 면에서는 일본 노(Noh 能)극에 바탕을 두고
현대 무대에 초자연계를 성공적으로 올린 수작(秀作)이라고 평하고 있다(213).
앞에서 말한 대로 이 극에서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예이츠 당대 더블린의
어느 집에서 열린 강령회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강령회는 극적 구실에 불과하
고(Ross 379), 중심 행동은 스위프트의 사생활, 구체적으로는 두 여인과의 애정
관계의 딜레마이다. 스위프트와 두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 “코를 골며 잠
든”(CPl 606) 잠든 영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데, 바넷사(Vanessa)에 대한 육
체적 사랑을 고뇌하며 억누른 것과 스텔라(Stella)를 향한 감동적인 플라톤적
사랑의 공언, 비극적인 광기의 초기 증상 등이 관객의 상상력을 붙잡는다.

III. 현대 아일랜드의 마스크로서 18세기 아일랜드
예이츠 희곡에 관한 안내서를 쓴 학자 테일러(Richard Taylor)는 이 극이
스위프트의 사적 딜레마의 내적 긴장과 갈등이 당대 아일랜드의 문화적, 사회
적 조건을 배경으로 펼쳐지면서, 한 때 영웅적 문화가 현대에 전반적으로 타락
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대조와 설득력 있는 비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32-3).
스위프트를 대표로 하는 18세기 아일랜드와 예이츠 시대의 아일랜드에 대
한 대조와 비평은 먼저 등장인물을 통해 볼 수 있다. 극중 세계는 중산층 직업
인 경마, 가게운영, 강신술, 복음 전도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예이츠는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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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있다. 패터슨과 맬릿 부인은 순전히 물질주의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패터슨은 사후에도 경마를 즐길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
이 있는데 경마가 삶의 목표이자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맬릿 부인은 찻집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해 죽은 남편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 경건한 복음주
의 목사인 존슨도 이기심에서 위 두 사람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그는 미국의
이름난 복음전도사인 무디(Dwight Lyman Moody, 1837〜99)와 생키(Ira David

Sankey, 1840〜1908)의 성공 비결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는 강령회에 참석하기
위해 벨파스트(Belfast)에서 온 여행 경비가 많이 들었음을 강조하면서, 지난 번
모임을 방해한 악 영향 존재 때문에 헛돈을 썼다는 걸 암시한다. 반면 영매인
헨더슨 부인과 강신술 협회 비서인 맥키나양과 트렌치 박사와 콜빗은 크게 사
심이 없다. 그러나 예이츠는 맥키나양이 경마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얻으려고
패터슨과 따로 만나게 하고, 모임이 끝나고 헨더슨 부인이 겉으로는 사양하면
서도 참석자들이 내는 기부금을 은밀하게 엿보게 함으로써(CPl 614) 두 여인을
살짝 조롱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인물들과 대조를 이
루는 인물로는 트렌치 박사와 콜빗을 들 수 있는데 이 둘은 비록 나이 차이는
있지만 학식과 교양 면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대조가 된다. 이들은 아일랜드 역
사와 18세기 더블린의 귀족사회의 실재를 잘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이들만
이 영매 헨더슨 부인을 통해 펼쳐지는 과거의, 겉보기로는 무작위의 장면들이
함축하는 것을 역사의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이츠
가 만들어 낸 현대 아일랜드의 세속적인 인물들은 물론 스위프트를 이해하는
교양 있는 인물들 또한 스위프트나 그 시대의 인물들의 영웅적 면모와는 거리
가 있다. 따라서 예이츠는 18세기 인물들과 현대 인물들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대조가 극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계와 초자연계의 갈등이라는 예이츠의 주제는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다시 말하자면 헨더슨 부인이
스위프트의 혼령에 씌운 것은 정신과 육체의 대립에 관한 그의 곤경을 보여주
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 역사의 순환과 인간 존재에 대한 사고라는 보다
큰 함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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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극을 쓸 당시 예이츠는 스위프트에게 심취되어 있었다. 그는 18세기 고
택이 늘어선 더블린 거리. 특히 스위프트가 부감독으로 재직했던 성당 지역을
두고, “스위프트가 늘 나를 따라다닌다. 그는 항상 다음 모퉁이를 돌면 만날 것
같다”(VPl 958)고 진술하면서 스위프트와 그 시대를 현대 아일랜드의 마스크로
삼기를 희망했다:
스위프트를 몇 달이고 연속해서 읽었다. 버크와 버클리는 덜 자주 읽지만 늘
흥분해서 읽는다. 골드스미드도 유혹하며 기다리고 있다. 나는 사고와 작업을
위해 자료들을 모은다. 내 믿음을 나라 자체와 동일시하기 위해 나는 현대인
의 마음이 자신을 발견하는 이미지를, 그 영원한 형태를, 어둠과 혼동으로부
터 벗어난 아일랜드에서 유일한 그 세기에서 찾는다.

But now I read Swift for months together, Burke and Berkeley less often
but always with excitement, and Goldsmith lures and waits. I collect
materials for my thought and work, for some identification of my beliefs
with the nation itself, I seek an image of the modern mind’s discovery of
itself, of its own permanent form, in that one Irish century that escaped
from darkness and confusion. (VPl 957-8)

예이츠는 스위프트와 18세기 아일랜드에서 현대인이 자아를 상실하기 이전
에 독립독행의 개인주의자 문화가 마지막으로 영예롭게 발전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예이츠가 이 극에 극화한 역사적인 주장은, 18세기의 개인주의 이후의
집단 획일화가 시작된 것을 스위프트를 상징으로 하여 어떻게 극적 사건 속에
집어넣을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pivak 152). 그리고 예이츠가 자신의
뿌리와 그 시대의 공적이고 지적인 미덕을 18세기 아일랜드에서 발견한 것은
이 극 속에 극화되지는 않았지만, 고통 받는 스위프트라는 인물에 상상력 속에
서 공감한 것은 극 속에 담겨 있다(Bradley 231).
이 극에서 예이츠가 강령회라는 형식 속에 담은 내용은 스위프트의 생애 가
운데 일부인데, 예이츠는 스위프트를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캠브
리지 대학원생 콜빗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스위프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관객을 설득하고 있다(Foster 410). 콜빗의 논문의 요지는 스위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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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지성인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사회적, 정치적 지위와 힘을 성취했고 현대
에도 하나의 이미지나 모델로 살아남은 높은 수준의 문화와 국가적 성격을 확립
했다는 것이다(CPl 601). 스위프트의 세계와 열정적인 사고는 극중 허구 세계에
서 늙고 젊은 상대역인 트렌치 박사와 콜빗의 세계와 사고에 지속적으로 비교된
다. 현대의 타락상은 로마의 질서와 브루투스(Brutus)와 카토(Cato)의 지적인 고
결성을 모델로 삼은 스위프트의 이상에 대한 언급에 의해 더욱 두드러진다:
그[스위프트]의 이상적 체제는 로마 원로원이고 이상적 인간은 브루투스와
카토였지요. 그러한 체제와 인물들이 다시 한 번 가능할 것처럼 보였지요.

His ideal order was the Roman Senate, his ideal men Brutus and Cato. Such
an order and such men had seemed possible once more, . . . (CPl 601-2)

스위프트의 생애는 이상적인 로마의 모델을 아일랜드에 재창조하고 옳고 그름
을 구별함으로써 그 시대의 젊음을 연장하는 방법을 동 시대의 아일랜드 사람
들에게 가르치려는 투쟁이었다. 그는 바넷사와 스텔라 두 여인에게 그러한 영
웅적 미덕을 가르쳤다. 예이츠는 두 여인을 현대의 상대역들인 멕키나양과 멜
릿 부인과 대조시킴으로써 18세기 더블린의 영광을 관객들에게 십분 이해시킨
다. 현대 아일랜드의 강신술, 상점운영, 경마, 복음주의 앙양의 추구는 로마 질
서, 영웅주의, 스위프트와 대조되고, 트렌치 박사가 스위프트의 저명한 친구들
로 거명한(CPl 601), 볼링블로크(Bolingbroke), 할리(Harley), 오몬드(Ormonde),
그레턴(Grattan), 쿠란(Curran) 같은 역사적 인물들과도 연관되는 유럽 르네상스
의 열정과 이상주의의 마지막 발현과 대조된다.
이 극은 18세기 문화에 대한 애도를 넘어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역사 과
정의 결정론적인 힘을 보여준다(McAteer 165-6). 따라서 이 극의 비극적 요소
는 개인과 역사 순환의 타락과 쇠퇴의 불가피성에 있고 스위프트의 사적 비극
은 완전한 한 문화가 그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한 것의 상징이라
는 점이다(Taylor 135). 예이츠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자신의 이상대로 살았고
정신을 갈고 닦은 반면 일시적이고 육체적 존재는 소홀히 하거나 무시했다. 늙
어가면서 병이 들고 환멸을 느끼고, 정신 착란 상태가 되어 그가 인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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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남긴 마지막 평은 자신 생애의 실패를 자인하는, “내가 태어난 날이여
사라져버려라”(CPl 617)는 말이었다.
정리하자면 예이츠의 연극에서 극적 사건은 자주 역사 원리를 반영한다. 극
에 붙인 주석에서 예이츠는 모든 국가의 건강은 한 사람, 소수의 사람, 다수의
사람 사이의 올바른 균형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서, 당파심이나 군중 심리에 휩
쓸리는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를 한다:
그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할 일은 잘하지만 이웃들 가운데 가장 현명한
사람을 모방하기는커녕 행동과 사고에 있어 ‘기이함’을 가장한다. 자신들을
국가의 일에 종사시키고 아무나 모두 ‘어떤 당에 가입하고서’, 인품이래야 별
것도 없는 사람들을 광적으로 추종한다. 그날부터 다른 사람이 채 다 씹거나
소화시키지도 않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입에 담는다. 게다가 당에 가입한
순간부터 자신을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될 때까
지 권력을 위해 투쟁한다.

The Many do their day’s work well, and so far from copying even the
wisest of their neighbours affect ‘a singularity’ in action and in thoughts;
but set them to the work of the State and every man Jack is ‘listed in a
party,’ becomes the fanatical follower of men of whose characters he knows
next to nothing, and from that day on puts nothing into his mouth that
some other man has not already chewed and digested. And futhermore,
from the moment of enlistment thinks himself above other men and
struggles for power until all is in confusion. (VPl 961)

위 인용문은 스위프트가 1703년에 쓴 글인 아테네와 로마의 귀족들과 평민들
사이의 논쟁과 분쟁에 관한 논문 (The Discourse of the Contests and

Dissensions between the Nobles and the Commons in Athens and Rome)을 예
이츠가 나름대로 요약한 것이다. 스위프트는 정치적으로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
하는 토리(Tory)당을 지지하고 다수의 우중이 지배하는 휘그(Whig)당을 반대했
는데 예이츠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Ross 379).
예이츠는 이 극에서 개인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이 뒤섞인 주장을 스위프트
혼령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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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시여, 고통 받는 자, 조나단 스위프트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후세에 하늘
로부터 받은 지성만을 남겨두도록 허용해 주소서.

Am I to add another to the healthy rascaldom and knavery of the world?
. . . O God, hear the prayer of Jonathan Swift, that afflicted man, and
grant that he may leave to posterity nothing but his intellect that came to
him from Heaven. (CPl 611; 612)

이 극에서 스위프트의 비극은, 잘못된 길을 가는 민주주의의 영혼 없음(“몸만 멀
쩡한 깡패”)을 거부하는 외로운 지성의 절규로 변형되고 있다. 이 극 속의 스위
프트는 점차 세력을 떨쳐가는 민주주의를 혐오하면서 자신과 미래를 통제하려는
병적인 요구에 의해 파괴되는 한 인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이다(Brown 331).
몽환 상태의 영매가 보는 스위프트는 외모가 추악한 미친 노인이다:
옷도 더럽고 얼굴은 부스럼 천지였어요. 무슨 병 때문인지 한쪽 눈이 부풀어
올랐는데 얼굴에서 달걀처럼 튀어 나왔더군요.

His clothes were dirty, his face covered with boils. Some disease had made
one of his eyes swell up, it stood out from his face like a hen’s egg. (CPl
616)

스위프트의 외모에 관한 영매의 묘사를 들은 콜빗은 “노년에 그렇게 보였
지”(CPl 616)라고 중얼거린다. 유리창에 새겨진 글자들 의 중요성 가운데 하
나는 현명하고 거친 노인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극중 스위프트를 통
해 고독하고 노쇠한 노년에 대한 예이츠 자신의 공포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Brown 331), 이 인물은 그의 후기시에서 자주 만나게 된다.
네이던은 이 극의 기본 주제가 시대가 몰개성적이고 획일적인 객관성1)의
시대로 옮겨가면서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의 무능력한 불모성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Nathan 214). 이 극에서 당대의 지성의 대표인 스위프트가 부서진
문명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스위프트 전문가인 콜빗이 “스위프트
가 미친 것인가, 아니면 지성 자체가 미친 것인가?(CPl 615)”라고 묻는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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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치 박사와 함께 극의 주제를 설명해주는 코러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인물은 강령회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토론에서 스위프트의 뜻밖의 충격적
인 등장을 준비해주고 있다. 즉 트렌치 박사는 그들이 모여 있는 이 집이 스위
프트의 지인이자 당대 저명한 정치인이었던 그레턴이나 쿠란의 집이었고, 스텔
라가 스위프트에게 쓴 시를 유리창에 남겼던 집이라는 사실을 밝힌다(CPl

599-600). 그러나 그는 스위프트의 일생이 “비극적”이라고 말하는데, 스위프트
의 친구들이었던 고관대작들이 모두 추방되거나 몰락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러자 스위프트의 일생을 박사 학위 논문의 주제로 준비 중인 학자 콜빗은 스위
프트의 비극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라고 수정을 하면서 시대 전체가 급속
도로 붕괴와 혼돈을 향해 가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스위프트]가 생각한 이상적 체제는 로마 원로원이었고 그의 이상형 인간
은 브루투스와 카토였지요. 그런 체제와 인물들이 다시 한 번 가능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움직임은 사라지고 스위프트는 몰락이 올 것을 예견했지요.
민주주의니 루소니 프랑스 혁명이니 하는 것들 말이에요.

His ideal order was the Roman Senate, his ideal men Brutus and Cato.
Such an order and such men had seemed possible once more, but the
movement passed and he foresaw the ruin to come, Democracy, Rousseau,
the French Revolution, (CPl 601-2)

예이츠가 보기에는 스위프트 시대 이후로 현대까지 객관성의 최악의 속성인 획
일적이고 특성이 없는 우중 심리가 완승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이 극은 객관
적 시대가 점차 강해지는 시대에 살면서 주관적 미덕인 자유, 영적 충만감, 개
성 등에 영웅적으로 헌신한 사람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의 영웅적 고
결함에서 마스크를 찾았던 스위프트는 그 고결성을 성취하지 못했거나 창작물

( 걸리버 여행기 와 같은 풍자물)에서나 부분적으로 이루었을 뿐, 시대의 광기
에 함몰되어 자신을 붕괴시키는 인간적인 불순물들을 태워버리지 못하고 불완
전한 채로 남은 영적 연옥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의 실패는 바넷사와의 관계
에서 명백하게 보인다. 그녀는 그의 다이몬(daemon)으로, 모든 면에서 그의 반
대인 감각의 존재요 지적인 야심이 없는 다산의 모성적인 여인이다. 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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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결혼하자고 간청할 때 그는 “신이여, 저는 적과 홀로 남겨져 있나이
다”(CPl 611)라고 탄식한다. 그녀의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일종의 영웅주의, 일
종의 초월이지만 그의 영적 고뇌가 증명하듯이 궁극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결실이 없다. 존재의 순환 주기의 끝에 있는 객관적 상(相)에서 영웅주의는 완
전에 이르지 못하고 기껏해야 신랄한 오만함만이 남을 뿐이다(Nathan 216).
이 극에 붙인 예이츠의 긴 주석(VPl 957-970)을 보면 그는 스위프트 시대
를 안정된 고전주의, 우아한 종교, 지성과 예술의 성취, 반평등주의 정치 철학
이 꽃피운 시대로 간주하고, 이상화된 로마 세계에 뿌리를 둔 스위프트의 정치,
도덕, 성적 사고가 비록 타락해가는 시대에 의해 거부당하지만 그를 여전히 무
시할 수 없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프트의 세계를 거부하는 시대
는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이해력과 예술적 취향이 결핍된 세계로 로크(Locke)
의 기계론적 사고와 루소의 평등주의에 뿌리를 두고 상인과 점원들의 지지를
받는 세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예이츠가 공들여 쓴 긴 주석을 피상적으
로 읽거나 극에 대한 안내 정도로 읽는다면 극중 스위프트를 18세기 태도의 화
신으로 생각하기 쉽다(Knowland 181). 그러나 유리창에 새겨진 글자들 라는
극 속에서 추한 몰골의 노인으로 두 여인과의 갈등을 겪고, 마지막에는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스위프트의 모습은 18세기의 이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없다. 예이츠 자신도 같은 글에서 이런 생각을 경고하고 있다. 즉 18세
기 아일랜드를 아일랜드 위대성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은 “열광적인 캠브리지
학생의 과장”(VPl 959)인데, 그의 진술은 “검증되지 않은 가정으로 가득 차 있
다.”(VPl 965)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콜빗은 논문을 쓰는 학생의 입
장으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주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아전인수 격인 해석을 하
고 있다는 것이다:
스위프트의 시대에는 지성인은 그들의 힘의 절정, 그들이 사회와 국가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이르렀고, 아일랜드와 우리 성격과 남아 있는
우리의 건축물에서의 모든 위대함은 그 시대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
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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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ope to prove that in Swift’s day men of intellect reached the height of
their power―the greatest position they ever attained in society and the
State, that everything great in Ireland and in our character, in what remains
of our architecture, comes from that day; (CPl 601)

그러나 극 중 스위프트에게서는 지성인의 전형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영웅적 선택으로 완벽한 존재를 달성하는 것도, 억압받는 아일랜드의 챔피언으
로서도, 아일랜드의 애국자로서도, 아일랜드의 자유를 위한 투사로서의 면모는
전혀 보이지 않고, 대신 두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혼란에 무기력하게 빠
져 있는 사람으로서, 열정적 육체의 충동과 순결한 지성의 에너지 사이의 갈등
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바넷사를 잔인하게 거부하
고 스텔라를 성에 냉담하고 이기심 없는 헌신의 이미지로 만들고 있다. 자신의
성적 충동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저주함으로써 인간적 애정을 적대시하고 보통
사람의 사랑을 인간 혐오로 변질시켜버린다. 그에 대한 바넷사의 대꾸(CPl

610-1)는 그가 자신을 보통 사람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치에 두는 “지적 오만
함”(McAteer 165)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스텔라는 스위프트의 거듭되는 질문
에도 대답이 없는데 그녀의 반응은 침묵의 꾸짖음이고 그에게 남는 것은 회환
과 고뇌뿐이다:
사랑하는 스텔라, 내가 당신에게 해를 끼쳤나요? 불행하신가요? 당신에겐 자
식도, 애인도, 남편도 없어요. 친구라곤 까다롭고 늙어가는 남자뿐이에요. 그
러나 아니, 대답하지 말아요. 이미 지난 내 생일 때 쓴 시로 대답했어요. . . .
한 유명한 글에서, 영혼에 따라 사랑하는 여인은 . . . 육체를 따라 사랑하는
여인보다 아름다움을 더 오래 간직하고 더 큰 행복을 누린다고 쓴 것은 위대
한 성 크리소스토무스의 생각이라오. 그 생각이 위로가 되요. 하지만 다른 사
람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오. 그 성인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회의가 들 때도 있다오.

Have I wronged you, beloved Stella? Are you unhappy? You have no
children, you have no lover, you have no husband. A cross and aging man
for friend―nothing but that. But no, do not answer― you have answered
already in that poem you wrote for my last birthday. . . .It is the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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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great Chrysostom who wrote in a famous passage that women loved
according to the soul, . . . , keep their beauty longer, have greater
happiness than women loved according to the flesh. That thought has
comforted me, but it is a terrible thing to be responsible for another’s
happiness. There are moments when I doubt, when I think Chrysostom may
have been wrong. (CPl 612-3)

그리고 이 극을 지배하는 스위프트의 모습은 콜빗의 이상화한 면모와는 달리
절망적이고 비참한 노인네의 이미지이다(Achibald 193).
이 극에는 많은 아이러니와 희극적 요소가 겹쳐 있다. 영매를 지배하는 영
혼인 루루(Lulu)의 경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가 현세와 영계 사이의
매개자가 되는 아이러니의 효과는 매우 크다. 그리고 개인적 이득을 바라는 등
장인물들이, “혼령이 오기에 알맞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CPl 606) 부르는
진부한 찬송가나 영매의 어울리지 않는 코골기, 루루의 어린이 말투 등이 병치
되어 회의론자인 콜빗에게 웃음을 유발한다(CPl 607). 그러나 대조적으로 스위
프트가 좌절과 실패를 겪는 상황은 심각하다. 트렌치 박사의 동정어린 인내심
과 존슨의 기도도 스위프트의 고통 받는 영혼이 열정과 회환의 연옥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콜빗은 스위프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묘비명 아래 잠자고 있다”(CPl 602)고 확신하지만 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묘비명은 훌륭하지만 스위프트에게 죽음은 분명 영면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심한 분노가 계속해서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다. 실패감이 사생활
에도 파고드는데, 그의 교육방침이 바넷사에게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나는 네가 삶의 모든 상황에서 헤스터 밴홈라이로서 그런 상황에서 생각하듯
이 생각하지 않도록 가르친 게 아니라 카토나 브루투스가 생각하듯이 하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이제 너는 열쇠구멍에 귀를 대고 있는 보통 계집애처럼 행
동하는구나.

I taught you to think in every situation of life not as Hester Vanhomrigh
would think in that situation, but as Cato or Brutus would, and now you
behave like some common slut with her ear against the keyhole. (CPl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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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프트는 바넷사를 나무라지만 그녀의 사랑에는 헤픈 계집애 같은 것이 전혀
없고 그녀의 행동에는 천박함이 전혀 없다. 반대로 그녀를 대하는 그의 행동은
교만함이나 우월감의 과시에 다름 아니다. 그녀에게 수준 높은 도덕적, 지적 튜
터의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녀와 함께 읽은 플루타르크(CPl 608)에서
배운 것이 전혀 없다. 콜빗은 그의 지성이 “마침내 미신에서 벗어나서”(CPl

615) 위대한 것이라고 찬양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의 지성은 남성의 허영
심의 과시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교만에 사로잡혀 사적, 공적으로 갇힌 인간이
고 흐름을 거슬리는 돌 같은 존재이고(Knowland 184), 다른 이들에게 적대적
인데 바넷사 뿐만 아니라 미래를 상징하는 루소와 인간성 자체와 강령회에도
적대적이다. 심지어는 자신에게도 적대적이다. 강령회 참석자들은 비록 감상적
이라도 헨더슨 부인이 창조한 사랑의 분위기에서 만난다. 그러나 그의 언행은
정서적, 지적 깡패의 것이다(Knowland 184). 그는 열정을 거부하도록 강요하고
바넷사에게 육체와 마음의 충족을 거부한 결과를 대면하라고 강요하고, 스텔라
에게는 육체를 희생한 대가로 영혼을 주장한다. 스텔라의 순종에 따르는 위로
는 최악의 경우 허상에 불과하고 잘해야 일시적일 뿐이다. 그에 따라 극의 끝
에 스위프트의 고통은 재연되고 강화된다. 스텔라의 시에서는(CPl 613) 지성을
추구함으로써 젊음이 연장된다고 했지만 그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추악한 노쇠
로 연장될 뿐이고 지성과 미덕은 부스럼이나 질병, 육체적 노쇠나 광기에 대한
방어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녀가 시 속에서 제안한 위안은 실현되지 못한다.
실제로 스텔라는 스위프트가 희망한 것처럼 그의 눈을 감겨줄 만큼 오래
살지 못했다. 트렌치 박사는 망령이 연옥에서 겪는 그러한 고통에서 놓여나는
것은 연옥 에서처럼 신만이 할 수 있다고 암시한다:
우리는 무덤 위에 편히 쉬라고 쓰지만 헛된 바람인데 그 이유는 그들은, 우
리 차례가 되면 우리도, 신께서 평화를 주실 때까지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
문이다.

In vain do we write requiescat in pace upon the tomb, for they must
suffer, and we in our turn must suffer until God gives peace. (CPl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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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화의 조짐은 거의 없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사라져버려라”는 스위
프트의 마지막 절규는 모든 도덕적, 지적 에너지가 그를 이끌고 간 곳이 막다
른 곳이라는 깨달음에 의한 절망과 히스테리이다. 그의 고뇌는 절망과 광기를
낳을 뿐이다. 이 극 속의 스위프트가 연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연옥 에서 노인의 기도처럼, 스위프트의 열정적인 기도에 대한 답은 또 다른
고통뿐이다:
오, 신이시여, 고통 받는 인간, 조나단 스위프트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지성만을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허락해주소서.

O God, hear the prayer of Jonathan Swift, that afflicted man, and grant that
he may leave to posterity nothing but his intellect that came to him from
Heaven. (CPl 611)

반어적으로 스위프트의 실패를 감지한 사람은 이성주의자인 콜빗 자신이다.
회의론자인 그는 강령회에 만족하는데 그것이 객관적 영계의 존재의 증거를 보
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스위프트의 행동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주기 때문
이다:
내가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혼령이 한 일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창작했고 당신은 뛰어난 매우이자
학자라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When I say I am satisfied I do not mean that I am convinced it was the
work of spirits. I prefer to think that you created it all, that you are an
accomplished actress and scholar. (CPl 615)

그러나 콜빗의 이성적 설명은 분명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헨더슨 부인은
창조적 예술가나 학자가 되기에는 상상력과 지식이나 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다. 그가 강령회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해한 심령 현상을 지성에 의해서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는 현세에 현현하는 독립적인 영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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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부한다. 그러나 불가해한 것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 마지막 장면에서
스위프트가 헨더슨 부인에게 다시 침입하는 형태로 돌아온다. 게다가 스위프트
의 행동에 관한 콜빗의 이론은 스위프트가 당대의 지성이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명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보았다.
또 다른 아이러니는, 지성의 정점에 있는 스위프트가 미쳤는지 아니면 그의
지성 자체가 미친 것인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스위프트의 지성을 숭배하고 이성
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콜빗이라는 점이다. 그는 이성 자체의 권위를 의심
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상상력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영적 영역을 거부하기 때
문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물어봐야 할 것 있어요. 스위프트는 당대 지성의 최고봉이었어요. 마
침내 미신으로부터 벗어난 지성 말이에요. 그는 몰락을 예견했지요. 그는 민
주주의를 예견하고 미래를 두려워했음에 틀림없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식
을 낳는 것을 거절했을까요? 스위프트가 미쳤을까요? 아니면 지성 자체가 미
쳤을까요?

But there is something I must ask you. Swift was the chief representative
of the intellect of his epoch, that arrogant intellect free at last from
superstition. He foresaw its collapse. He foresaw Democracy, he must have
dreaded the future. Did he refuse to beget children because of that dread?
Was Swift mad? Or was it the intellect itself that was mad? (CPl 615)

그렇다면 참석자들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실재를 목격했지만 원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령회를 실패라고 간주할 것인가? 극은 이 질
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 아마도 예이츠가 분명한 답이 없다고
우리가 결론내리도록 의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패 여부를 두고 각 등장
인물의 경우를 보자면 먼저 찻집을 열 것인가를 죽은 남편에게 물어보려고 참
석했지만 엉뚱한 것을 들은 맬릿 부인에게는 실패이다. 자기가 찾고 있던 것을
강령회에서 발견한 콜빗에게는 성공이다. 목적한 것을 찾지 못한 패터슨은 잘
못 투자를 한 것이다. 고객을 만족시키길 희망했지만 스위프트의 혼령의 침입
으로 방해받은 헨더슨 부인에게는 실패이다. 관대한 트렌치 박사도 실패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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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것 같지만 영매로서 최선을 다 했다고 위로한다(CPl 614). 맥키나 양은
세속적 실용성을 벗어나 잠시 동안이나마 전율을 느낀다. 존슨도 그 전의 적개
심에도 불구하고 신께 축복을 빌고 강령회를 보호해달라고 할 만큼 감동을 받
았다.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영계의 소름끼치는 실재에 대
한 무의식인 증언을 듣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강령회 밖에서, 극 중 극 밖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력하다. 회의론자도, 신자도 듣지 못하고, 무의식
적으로 자연계와 초자연계 사이를 연결한 영매도 이해하지 못한다. 관객만이
신비함과 초자연계의 공포 속에 남겨져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공연이라면 마
지막 장면에서 모두 퇴장하고 혼자 남은 헨더슨 부인을 통해 들리는 스위프트
의 목소리를 들을 때 관객들의 머리카락이 곤두서야 할 것이다(Knowland 188).

IV. 나가는 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과 사건들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공들인
성격묘사와 플롯 구성을 통해 심리적 통찰의 깊이, 사회적 관찰과 철학적 사색
과 심미적 쾌감을 관객에게 제공하려고 한 사실주의 연극에 익숙한 관객의 눈
으로 보면 예이츠의 연극은 기괴하거나 비연극적으로 보일 것이다. 예이츠의
대표적인 희곡들은 가면, 춤, 코러스, 양식화된 동작, 주술적인 느낌을 주는 운
문 대사, 텅 빈 무대 등이 결합되어 비사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등장인물의
섬세한 심리묘사 보다는 원형적 인물이나 초자연적 존재가 등장하고, 인과관계
에 의한 플롯의 전개 보다는 초자연계의 개입으로 결말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
다. 따라서 일반 관객들이 예이츠의 연극을 이해하기 어렵다.
평생 연극 활동을 한 예이츠는 자신의 극적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관객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연계의 존재인 인간의 조건을 초
자연계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초자연계
를 무대 위에 등장시킬 것인가를 평생 고심했다. 물론 대중극장에서 좌절을 겪
고 소수의 엘리트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극을 쓰기도 했지만 관객에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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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이상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유리
창에 새겨진 글자들 은 관객과의 소통을 의식한 예이츠의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등장인물들이 더블린의 한 건물에
서 열린 강령회에 모여 영매를 통해 망령들과 교류를 시도하여 각자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극중 행동은 관객들이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무
대도 사실적이고 산문 대화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사실적인 무대 배경과 보
통 사람들의 등장과 함께 강령회의 의식을 통해 관객이나 참석자들이 죽은 사
람의 혼령의 등장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초자연계를 무대 위에 올려놓
으려는 예이츠의 극적 목적은 달성된 셈이다.
예이츠는 이 극에 붙인 주석에서, 자신의 믿음을 나라 자체와 동일시하기
위해 아일랜드 역사에서 “어둠과 혼동으로부터 벗어난”(VPl 958) 18세기를 현
대인의 정신적 모델로 발견하기를 희망했지만 운명은 반대로 향했다고 설명하
고 있다. 강령회에 참석한 인물들과 스위프트와 그가 모델로 삼은 로마인들을
대조시킴으로써 현대 아일랜드인의 천박함을 보여주고 그 원인이 우중과 비이
성이 지배하는 객관성의 시대에 있음을 암시한다. 스위프트를 연구하는 학자
콜빗은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라고 이상화하고 있지만, 두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보는 극중의 스위프트는 현대 아일랜드인의 모델이 되는 인물은 아니다.
예이츠는 스위프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영혼과 육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
한 실패자로, 역사적으로는 몰개성, 비지성의 시대에 패배하고 절망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예이츠는 스위프트와 같은 지성인과 로마의 이상을 모
델로 한 귀족주의야 말로 순환주기의 끝에 타락하는 나라를 위한 최선의 마스
크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극작품에서 개인의 생애와 역사를 결
부시킨 예이츠는 교훈적인 자세로 관객과 아일랜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역사이
론과 정치 이론과 예술이론을 가르치려고 했고, 그런 맥락에서 유리창에 새겨
진 글자들 은 아일랜드가 국가로서 위대함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를 연극으로써
교정하려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Nathan 218). 소수의 엘리트
가 다수의 민중을 교육시키려는 귀족주의적 자세와 민주주의를 우중의 정치로
간주하는 예이츠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그가 그렇게 오랫
동안 싸워왔던 사실주의에게 양보한 것은 자신의 견해를 관객이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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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유리창에 새겨진 글
자들 은 초자연계를 무대 위에 관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올려놓는다는 예이츠
의 극적 이상을 실현시킨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V. 덧붙이는 말: 공연예술로서 연극
연극은 시나 소설처럼 펜과 종이와 상상력으로만 성립되는 장르가 아니라
희곡의 수준뿐만 아니라 공연자의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공연 예술이다. 예이
츠의 연극의 경우 평생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춘 공연자를 만날 기회가 적었던
것이 그의 연극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유리창에 새겨
진 글자들 에서 예이츠가 대중을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주의 기법과 강령회 형
식을 도입했지만, 과연 일반 관객들이 영매의 목소리를 통해 스위프트 시대와
대조된 현대 아일랜드인의 타락상을 강조하고 18세기의 마스크를 씀으로써 다
시 위대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예이츠의 바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술적 심
미감을 맛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특히 강령회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어야 하
고, 루루, 헨더슨 부인, 스위프트, 바넷사 등, 성별이 다른 네 등장인물들의 목
소리를 인물의 성격과 감정, 상황에 따라 달리 내야 하는 영매 역을 맡은 여배
우의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극인만큼 실제 공연에서 그런 배우를 찾지 못하면
공연은 실패로 끝나기 쉬울 것이다. 따라서 만약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는 여
배우를 찾기 힘들다면, 스위프트, 바넷사, 스텔라라는 세 주요 등장인물이 18세
기의 의상을 입고, 특히 스위프트는 헨더슨 부인이 묘사한 추악한 외모를 하고
무대 위에 직접 등장하게 함으로써, 영매의 지나친 부담을 줄여주고 관객의 상
상력에 의존하는 대신 인물 사이의 갈등과 대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실험을
제안한 노울랜드의 생각(189)은 고려해볼만 하다. 그것은 유리창에 새겨진 글
자들 이 예이츠의 극 가운데 뛰어나고 관객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희곡들 가운
데 한 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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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예이츠는 환상록 에서 인간의 성격과 인류의 역사는 상반되는 두 힘, 죽 ‘객관성’과 ‘주관
성’ 사이의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이 두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기호의
논문 ｢캘버리 에 나타난 예이츠의 역사관｣, 한국예이츠저널 45 (2014): 339-360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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