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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사회: 드포의 몰 플랜더즈 와 예이츠의
내전기의 사색
최 윤 주 ․ 최 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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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요약: 이 논문은 드포(Daniel Defoe)와 예이츠(W. B. Yeats)의 전쟁과 사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다. 드포가 작품 속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폐해를 제시한다
면 예이츠는 내전이 발생할 정도로 격렬한 갈등에 휘말린 사회 상황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결국 예술에서 위안을 찾는다. 18세기 초 영국, 특히 런
던을 중심으로 급상승하였던 범죄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전쟁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당대 급증했던 범죄율과 함께 여성의 범죄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여성범
죄는 런던 빈민층에서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많은 수의 남성이 참전한 시기에 더욱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다. 18세기 영국의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담아내는 드포의 몰
플랜더스 (Moll Flanders, 1722)는 전쟁, 사회, 여성의 삶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 내
전기의 사색 (“Meditations in Time of Civil War”)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아일랜드와 영국의 전쟁과정을 경험한 시인이 느끼는 내적 감정, 특히 반 영국 정
서와 저항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인으로서 예이츠 자신은 예술의 위대함으로 현실을
초월하지도 못하고, 역사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도 못하는 한계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
며, 시를 쓰는 작업 속의 명상으로 한순간 위안을 구할 뿐이다.
주제어: 전쟁과 사회, 몰 플랜더즈 , 내전기의 사색 , 범죄, 폭력
저자: 최윤주는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 강사이다. 예이츠 시를 전공했으며, 문화
민족주의와 신역사주의에 관련하여 연구한다.
최유진은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 부교수이다. 18세기 영소설을 전공했으며,
트라우마, 페미니즘 및 입양학 연구를 적용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 War and Society in Defoe’s Moll Flanders and Yeats’s “Meditations in Time
of Civil War”
Abstract: The paper compares Daniel Defoe and W. B. Yeats in their attitude to the
war. Defoe points out the evils of war from a social point of view while Yeats is so
frustrated that he cannot get involved in the historical moment and only tries to find
comfort in art. Defoe’s Moll Flanders (1722) is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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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and women’s lives. In the absence of a male family head due to the war, the
situation in which family support is wholly dependant on women, which has come to
be a greater pressure for poor women. Instead of blaming individuals for the origin
of crime, Defoe sought to discover its roots in society. Yeats’s “The Meditations in
Time of Civil War” (1923) illustrates anti-British sentiment, resistance, and the
disillusionment of a helpless self in the face of a violence caused by wars in Ireland.
Yeats himself finds solace in writing poetry, feeling skeptical about the limitations of
not transcending reality. He, not being able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scene of
history, finds solace for a moment while writing poetry.
Key words: war and society, Moll Flanders, “Meditations in Time of Civil War,”
crime,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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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논문은 드포(Daniel Defoe)와 예이츠(W. B. Yeats)의 전쟁과 사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다. 드포가 18세기 영국에서 급증하였던 범죄와 그 양상을 작품
속에 투영하여 전쟁의 폐해를 제시한 반면 예이츠는 20세기 초 아일랜드에서
내란을 초래할 정도로 극심해진 사회 갈등 상황의 해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
고 자신의 예술 작업을 통해 위안을 구한다. 18세기 초 영국의 런던을 중심으
로 급상승하였던 범죄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전쟁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
다. 당대 급증했던 범죄율과 함께 여성의 범죄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여성범죄는 런던의 빈민층을 중심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남성이 참전한 시
기에 더욱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다. 18세기 초 영국의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을 담아내는 드포의 몰 플랜더스 (Moll Flanders, 1722)는 전쟁, 사회,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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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 예이츠의 내전기의 사색 (“Meditations in Time
of Civil War,” 1923)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아일랜드와 영국
의 전쟁과정을 경험한 시인이 느끼는 내적 감정, 특히 반 영국 정서와 저항성
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이츠는 예술을 통해 현실을 초월하지 못하고 역사의 생
생함에 직접 참여하지도 못한다. 시인으로서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는 시를 쓰
는 속에서 절망에서 벗어나 잠시 동안 위안을 찾을 뿐이다.
톰슨(E. P. Thompson)은 1720년대 초 영국을 “범죄 급증의 시대”(crime
wave)라 칭한다(Armstrong 73에서 재인용). 18세기 영국의 범죄는 런던을 중심
으로 팽배해있었는데(McLynn 1), 이는 17세기에서 18세기를 거치면서 급속도
로 증가한 인구도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1700년에서 1800년 사이 영국
의 인구는 대략 5,000,000명에서 8,500,000명으로 확대되었고(Hunt 17), 런던의
인구도 1700년의 850,000명에서 1801년에는 2,380,000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27.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였다(Hunt 16). 도시화(urbanization)로
인하여 지방으로부터 런던으로 유입되었던 인구집중현상은 18세기 초에서 중반
까지는 런던에 국한된 현상이었다면, 18세기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다른 지역에
서도 이러한 현상이 재현되었다(McLynn 300).
하지만 18세기 초 영국 내에서 급증한 범죄와 가장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
는 것은 장기간 지속된 전쟁의 여파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1700년에서 1800
년 사이 42년의 기간 동안 교전상태였다. 1701-13년 스페인 왕위계승전쟁(the
War of Spanish Succession), 1740-48년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the War of
Austrian Succession), 1756-63년 칠년전쟁(the Seven Years’ War), 1775년부터
시작되어 8년간 이어졌던 미국 식민주의 반란(the revolt of the American
colonists), 그리고 1793년에서 18세기 말까지 혁명시대 프랑스(Revolutionary
France)와의 심한 마찰 등은 영국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18세기 영국 역사
중 가장 오랫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렸던 시기는 1713년에서 1739년간이
었는데, 이는 오히려 급증하는 범죄율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가장 심화되었던
때였다”(Beattie, Crime and Courts 215)는 점도 전쟁과 범죄율 간의 깊은 상관
관계를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1700년에서 1790년까지의 기간 중 영국에서 발생한 범죄율을 살펴볼 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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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상승하고 전시에 감퇴하는 흥미로운 양상이 발견된다(McLynn 320). 1660
년에서 1800년 사이 영국 내 범죄의 유형 (“The pattern of crime in England,
1600-1800”)에서 비아티(J. M. Beattie)는 전쟁이 종결되어 군대가 해산된 직후
거대한 수의 퇴역군인이 사회로 방출된 시기인 1674-76, 1698-1700, 1747-51,
1763-65, 1782-84, 그리고 1802년의 전후 부대해산시기에 범죄가 특히 절정에
달하였다고 역설한다(62). 전후 다수의 퇴역군인들과 선원들이 노동빈곤층으로
전이되었고 “칠년전쟁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퇴역군인의 수가 남성노동빈곤층의
30퍼센트를 형성했다”(Hay 139)는 점, 그리고 전쟁 이후 “평시에 노상강도는 52
퍼센트, 주거침입강도는 54퍼센트, 말 절도는 62퍼센트의 증가율을 나타냈
다”(Hay 143-44)는 점 등은 전쟁과 범죄율 간의 긴밀한 관계성을 입증하는 근거
가 된다.
18세기의 영국이 전쟁으로 고통 받았던 것처럼 아일랜드는 19세기 중반부
터 20세기 초 정치사의 격동적이고 끊임없는 폭력과 전쟁을 겪었다. 아일랜드
공화국을 찾으려는 강경파 지도자들의 처형과 수천 명의 활동가들의 체포로 좌
절되었던 1916년의 부활절 봉기, 영국 정부의 IR 시도에서 비롯된 1918년의
합의 위기, 아일랜드에서 강제 징집, IRA(Irish Republican Army)와 블랙 앤
탠즈(Black and Tans) 사이의 게릴라 전쟁, 이러한 분할로 인한 아일랜드 내전,
그리고 1921년 아일랜드 독립 전쟁 등을 겪었다. 부활절 봉기(Easter Rising,
1916) 후 영국과 아일랜드간의 무력충돌 가능성 고조된 가운데 영국-아일랜드
전쟁이 발발한다. 1919년 1월 21일 더블린에서 아일랜드 의회가 처음으로 개원
되던 날, 티퍼레리주(County Tipperary)에서 영국 경찰관 두 명이 아일랜드 의
용군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년 반에 걸친 영국-아
일랜드간의 처절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벌어진 전투는 아일랜드 반란군의 게릴라 전술과 이에 대항
하는 영국군의 보복과 처형으로 이어진 특징을 보인다. 아일랜드 민중 반란군
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영국 정규군은 “왕립 아이리시 보안대”(The Royal
Irish Constabulary), “외인 보조 부대” 그리고 영국 퇴역 군인들로 구성된 특별
경찰인 “블랙 앤 탠즈”였다. 그들은 전국의 마을을 약탈하고, 코크 시를 방화하
였고, 폭행과 살인 같은 무자비하기 이를 데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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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하고 폭력적인 진압은 마침내 영국에 대한 아일랜드 민중의 분노를 자극했
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일랜드 공화군은 효과적
인 기습 공격을 위해 유격대를 조직하여 적진에 침투했으며, 이들은 국내 지형
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21년 7월,
양측은 휴전협정에 동의했다”(한일동 90-91). 1921년 12월, “아일랜드 자유
국”(Irish Free State)정부와 영국 정부 사이에 향후 아일랜드의 지위와 관련된
“협정”(Treaty)이 체결되고, 그 협정은 이듬해 1월 7일 아일랜드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그러자 에몬 드 발레라(Eamon de Valera, 1882~1975)가 이끄는 공화
주의자들은 이 협정을 즉각 거부하며, 공화주의자들과 연방주의자들 간의 갈등
은 내전으로 치닫는다.
이 논문은 전쟁이나 내란 같은 외부의 격동이 빚어낸 사회의 변화상에 대
해 18세기 소설가 드포와 20세기 시인 예이츠가 보여주는 상반된 관점을 다룬
다. 드포의 몰 플랜더즈 의 분석은 18세기 영국사회와 전쟁, 그리고 범죄의
급증, 당대 범죄의 유형, 특히 여성의 범죄에 초점을 맞춘다.2) 예이츠의 내전
기의 사색 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아일랜드가 영국의 지배로부터 마침내 독립
을 이뤄냈으나 이제는 아일랜드 내부의 갈등으로 내전이 발발한 상황을 다루면
서 주로 내전 상황에서 시인이 겪는 좌절감과 예술에서 작은 위안을 찾는 모습
을 살펴본다.

II. 몰 플랜더즈 와 18세기 여성의 범죄
18세기 초 런던을 중심으로 급상승했던 범죄율과 함께 여성의 범죄 또한 빠
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여성범죄는 런던 내 빈민층 사이에서 급등하였는데, 특
히 남성이 전쟁에 참전하였던 시기에 더욱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핀치벡(Ivy
Pinchbeck)은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배제되었던 직업군이 (남성들의 참전으로 인
해) 영국이 전쟁 중일 때에는 여성에게 그 기회가 주어져 여성의 범죄율이 낮았
다고 역설한다(McLynn 132 재인용). 이와는 상반되게 헤이(Douglas Hay)는 전
쟁과 궁핍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전시에는 여성의 범죄가, 그리고 전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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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은 증가하고 여성의 범죄율은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144-45). “1680년에
서 1912년 사이 올드 베일리(Old Bailey)에서 재판에 회부되었던 피고인의 성별
조사에 따르면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담당 건수의 1/3 이상이 여성이었
다”(Durston 248)는 사실은 핀치벡보다는 헤이의 주장에 더 큰 설득력을 부여한
다. 아울러 이 수치는 (남성)가장이 참전 중인 시기에 여성에게 부가되었던 가
족부양의 짐이 극심하였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전쟁으로 인한 여파
가 빈민층 여성에게는 더욱 극심한 압박으로 다가왔음을 암묵적으로 제시한다.
당대 사법체제에서 여성범죄자가 어느 정도까지 남성과 차별화되어 소환,
기소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17세기 말에서 18
세기 초의 통계자료에 비추어 볼 때 사법재판소 내 신사도가 발휘되고 있었다
는 점만은 확실한데, 이는 다음의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첫째, 사법재판소는 여
성범죄자가 사형을 언도받은 경우 형을 경감시켰다. 1703년부터 1772년까지 런
던에서 절도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30퍼센트에 육박했음에도 타이번(Tyburn)에
서 교수형에 처한 1,232명 중 92명만이 여성이었다는 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Durston 53). 둘째, 많은 여성범죄자들은 임신을 한 경우 감형되었다.
당시 판사는 배심원의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거나 기소된 여성의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범법자가 임신 중이라면 집행유예
를 명할 수 있었으며 집행유예는 종종 사면으로 이어졌다(Beattie, Crime and
Courts 431). 몰 플랜더즈 에서 값싼 아마포를 훔쳐 교수형을 받은 몰의 친모
가 임신으로 인하여 추방형으로 감형되는 장면은 이를 잘 반영하는 예이다.
몰 플랜더스 의 주인공인 몰이 출생한 곳인 뉴게이트(Newgate)는 당시 런
던 제1의 감옥이었다. 뉴게이트에 온 사람들은 올드 베일리로부터의 형을 대기
하던 자들로, 그들은 법 집행 상황에 따라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석 달까
지 이곳에 구치되었다. 몰의 생모는 “가벼운 절도”(petty Theft)(MF 10)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고 뉴게이트에 투옥되었고, 이곳에서 몰을 출산한다. ‘몰’은 매춘
부와 여성 도둑을 동시에 지칭하는 속어적 명칭이며, ‘플랜더즈’는 천을 훔치는
도둑을 의미한다(Chaber 212). 이 이름은 친족에 의해 얻은 이름이나 실명이
아닌 “나[몰]는 늘 체포를 피하고 그들[동료범죄자들]은 늘 붙잡혀 뉴게이트감
옥으로 끌려갔다. 그들이 나에게 몰 플랜더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MF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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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행위를 통해 수여된 명칭이다. “지옥처럼 소름끼치는
소음, 울부짖음, 저주와 아우성, 구취와 불결함, 고통을 호소하는 무리들”(MF
215)로 가득 찬 “뉴게이트에서 새어나오는 지독한 냄새로 인해 근처의 상점들
은 영업을 중단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하는 사태도 자주 발생하였다”(Durston
71)는 실상은 당대 이 감옥의 참혹함을 가늠하게 한다.
당대 도시지역에서 발생된 절도 중 30퍼센트가 여성에 의한 것이었다
(Beattie, Crime and Courts 240). 18세기 영국의 여성범죄는 궁핍에 기인한 생
계형 절도, 남성범죄자와 공범으로 행한 범죄, 소매치기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중 생계형 절도가 가장 일반적이었다(McLynn 125). 여성절도범이 훔친 물품들
중 대다수는 옷가지와 같은 실용품으로(Durston 251), 이는 여성절도행위의 다
수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한다. 몰이 처음 행한 절도행위도
궁핍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런던을 배회하던 몰은 리든홀(Leadenhall) 거리
를 지나다 한 약재상에서 꾸러미를 훔친다. 다음의 장면은 그의 첫 번째 절도
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한 범죄였음을 시사한다.
나는 주저앉아 서럽게 울며 말했다. 주님, 제가 이제는 도둑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는 뉴게이트로 끌려가 사형을 언도받겠죠. 이 말을 마치고는 다시 한
참을 울었다. 만일 그때 내게 [이러한 상황전개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나는 가난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것이다. . . . 하지만 가난은 이 모든 생각들을 잠재웠다. 굶주림에 대한 공포
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져 내 양심이 점점 무뎌져갔기에.
I sat me down and cried most vehemently; Lord, said I, what am I now? a
Thief! why I shall be taken next time and be carry’d to Newgate and be
Try’d for my Life! and with that I cry’d again a long time, and I am sure,
as poor as I was, if I had durst for fear, I would certainly have carried the
things back again. . . . But my own Distresses silenc’d all these
Reflections, and the prospect of my own Starving, which grew every Day
more frightful to me, harden’d my Heart by degrees. (MF 152)

첫 번째 절도 후 이어지는 몰의 위와 같은 고백은 생활고로 인해 범죄로
뛰어든 그 시대 여성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몰은 다섯 번째 남편인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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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er)과 사별한 이후 수중에 있던 돈으로 2년을 버틴다. 하지만 가난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태로 그를 압박하는데,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을 인용한
“도둑질하지 않도록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MF 151)는 몰의 절규는 그
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대변한다. 이후 몰은 리든홀 거리에서 자신의 첫 번째
절도를 행하게 되며, 이는 그의 행위가 궁핍으로 인한 생계형 절도였음을 시사
한다.
18세기 영국 여성범죄 중 두 번째 유형은 남성범죄자와의 동업관계로 행하
여졌으며, 이는 여가정교사(Governess)가 몰을 남장시켜 젊은 남성소매치기와
함께 계산대 위의 물건이나 상점 내 실크를 도둑질하는 장면 등을 통해 재현된
다. 소매치기는 당대 영국인들을 경악시켰던 범죄유형 중 하나로, 런던 내에는
조직적 소매치기들이 대거 밀집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589년부터 런던
내에는 소매치기를 양성하는 집단훈련소가 있어 어린 소년들에게 소매치기 기
술을 전수하였다”(Durston 66)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여가정교사는 “몰 컷펄
스”(Moll Cut-Purse)(MF 159)와도 같이 대담하고도 능수능란한 소매치기로 몰
을 훈육하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몰 컷펄스’는 17세기 런던의 지하세계를 풍미
했던 여성소매치기로, ‘메리 프릿’(Mary Frith)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그 후
훔친 물건들을 주인에게 되파는 장물아비(fence)로 전업한다(Durston 66). 그
외 18세기 초 영국의 대표적인 여성소매치기로는 제니 다이버(Jenny Diver)라
는 가명으로 알려진 메리 영(Mary Young)과 몰 킹(Moll King)을 들 수 있는데
(McLynn 127), 몰 컷펄스와 함께 몰 킹은 몰의 원형으로 차용되었다.
18세기 초에는 출처나 소유권에 대한 추궁이 없이 장물을 손쉽게 처리해줄
전당포주인(pawnbroker), 장물아비, 장물취득자(receiver)와 같은 지하조직계가
널리 분포하고 있었다(McLynn 9). 영국 내 60세 이상의 여성 중 다수가 스스로
의 노동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계를 꾸려나가기조차 힘든 처지에 놓여 있었고 상
당수는 불법적인 물건거래에 연루되어 있었는데, 특히 육군과 해군으로 남성들
이 징병되던 시기에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Durston 251). 정치에 참여하거나, 전
문직업군에 종사하거나 재산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었던 그 시대 여성은 아
내, 어머니, 주부, 하급직 종사자 등과 같은 국한된 역할에 묶여있었다. 여가정교
사의 모습을 통해 가정이라는 테두리 밖에 위치한 여성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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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젊은 시절) 소매치기로 활동하였으며, 몰과 처음 만났던 시점에는 산
파와 여자 포주로, 그리고 몰이 절도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시 그를 찾았을 때에
는 장물아비와 전당포주인으로 업의 방향을 이동시켜나간다. 여가정교사는 엘더
즈게이트(Aldersgate) 거리, 롬바드(Lombard) 거리, 스탭니(Stepney) 주택가에서
몰이 훔친 물건들을 현금화시키고 몰이 소매치기한 바소로뮤(Bartholomew) 박
람회에서 만난 노신사의 물건을 그에게 다시 파는데, 이러한 장면은 당대에 장
물을 취득하여 처리하는 범죄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65건 대 39건”(65
cases compared to 39, Durston 249)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18세기 여성범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유형 중 세 번째는 소매치기였
다. 여성소매치기는 매춘부가 만취한 남성과 매춘행위를 한 후 깊은 잠에 취한
고객의 소지품을 훔치는 형태로 이루었는데(McLynn 7), 몰은 바소로뮤 박람회
의 한 상점에서 노신사와 마주치며, 자신에게 물건을 사서 선물한 그의 손에
이끌려 마차를 타게 되고 이는 매춘으로 연결된다. 몰은 술에 취해 깊이 잠든
노신사와의 매춘행위 후 그의 소지품을 뒤져 금시계, 실크지갑, 가발, 은박이
입혀진 장갑, 칼, 코담배갑 등을 훔친다. 집에 돌아온 노신사는 자신이 강도를
만나 구타와 갈취를 당했다고 거짓진술을 하게 된다. 이 상황을 친구로부터 들
은 여가정교사는 “내가 보증하건대 그는 술 취한 상태로 매춘부를 만나 소매치
기를 당한 거야.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말한 거
지”(MF 181)라고 확언하며, 이때 그의 언사는 당대 매춘부에 의한 소매치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다.
바소로뮤 박람회에서 만난 노신사와 몰의 관계는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
법이 없는 여성들이 매춘과 절도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당대의 상황을 보여준
다”(Armstrong 89). 노신사와의 매춘 및 소매치기 사건 이후 여가정교사의 묘
책과 중계로 몰은 그와의 부적절한 행위를 근 1년간 이어간다. 이로 인해 몰은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과거에 했던 일로의 회귀가 없는”(MF 187)
삶을 영유할 수 있었다는 고백은 앞서 언급한 암스트롱(Katherine A.
Armstrong)의 주장에 개연성을 높인다. 노신사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된 시
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까지 몰은 그와의 관계로 얻은 수익으로 소매치기나 절
도행위를 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몰에게 그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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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자 “예전에 했던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거
리를 배회하기 시작했다”(MF 187)는 점은 암스트롱의 언사를 다시금 주목하게
한다. 이와 동시에 서두에 고아원 및 보육제도가 체계적인 “프랑스 혹은 타
국”(MF 9)을 예로 들면서 영국 사회제도의 맹점을 강력히 비난했던 몰의 목소
리를 상기시키면서 극빈층 자녀들을 위한 직업교육, 그리고 빈곤으로 인해 매
춘부로 전락하는 여성들을 보호할 사회구제제도가 영국 내 절실히 필요함을 재
차 확인시킨다.

III. 내전기의 사색 과 시인의 고뇌
1922~1923년의 “아일랜드 내전”(Irish Civil War)기에 예이츠가 여름동안
머물렀던 “발릴리 탑”에서 저술한 내전기의 사색 은 격조 높은 귀족적 전통이
파괴되는 역사적 상황을 바라보며 인간과 역사와 예술에 대해 사색하는 형식으
로 전개된다. 이 시에서는 폭력이 지배하던 시기에 오히려 불멸의 상징인 예술
에 집착하는 시인의 불안한 모습이 드러난다. 하우즈(Marjorie Howes)에 따르
면 예이츠가 이상화하는 영국계 아일랜드 민족 담론은 일반적인 민족주의 담론
들처럼 자체가 지닌 인위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을 감추면서 신비화하는 것이 아
니라 스스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구조물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102).
예이츠의 내전기의 사색 은 아일랜드 정부군과 IRA사이에서 발발한 내전
을 배경으로 전쟁이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성을 명상한 시이다. 그는 폭력이 예
술에 활력을 부여하는 창조력이지만 동시에 예술을 파괴할 수 있는 거친 힘임
을 불안하게 바라본다. 이 시는 가시적인 전쟁행위와 비가시적인 전쟁행위가
중첩되면서, “정신의 내적 분열”과 “전쟁행위”가 극대화되는, 시적 자아의 고통
스러운 자기비판과 자기창조의 이야기이다(이경수 1).
내전기의 사색 은 각 시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따라 소제목이 붙여졌고
시인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 총 7편의 시가 연결되어 있다.

선조의 저택

(“Ancestral Houses”)에서 시작되어 나의 집 (“My Houses”), 나의 책상 (“My
Table”)으로 점점 공간이 축소되었다가 내 문 앞에 펼쳐진 길 (“The Roa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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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oor”)에서 외부세계와 연관성을 찾고 내 창가의 찌르레기의 보금자리
(“The Stare’s Neat by My Window”), 나는 미움과 심장의 충만함과 다가올
공허함의 환영을 보노라 (“I see Phantoms of Hatred and of the Heart’s
Fullness and of the Coming Emptiness”)로 마무리된다. 시인은 역사적 현실 앞
에서 큰 충격의 소용돌이를 겪은 역사적 현실 앞에서 분열된 자아와 파편화된
심상을 일곱 편의 연작시에서 그려낸다.
비통하고 폭력적인 자들이 돌 뒤에 있네
그들 모두가 밤낮 열망하던 달콤함과,
그 누구도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부드러움을
Bitter and violent men, might rear in stone
The sweetness that all longed for night and day,
The gentleness none there had ever known[.] (CPN 200)

여기서 영국계 아일랜드인의 저택으로 상징되는 문명이 “권세 있
는”(powerful), “비통하고 폭력적인 자들”(Bitter and violent men)(CPN 200)에
의해 처음 세워졌다는 생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계 아일랜드인 귀족이
세운 대저택의 문화와 전통의 순수함과 온전함, 그리고 그들이 누려온 특권은
사실 토착 아일랜드 민족을 침입한 폭력으로 가능하였음을 예이츠는 인지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것이 우리의 폭력적인 위대함을 빼앗아 버리면 어이할
까?(What if . . . / . . . / But take our greatness with our violence?)(CPN 201)
라는 대목에서 시인은 다시 문명의 불법적인 기원을 떠올리고, 나아가 현재에
닥친 몰락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다.
2부 나의 집 에서 시인이 자신의 영웅적인 상징물인 탑이라는 집을 세우고
자 할 때도 이렇게 현실의 위기와 폭력을 인식하는 한편 역경을 극복하는 정신
을 담아 “육체의 후손들이, / 외로운 마음 드높이기 위하여, / 역경의 적절한 표
상들 발견할 수 있도록”(My bodily heirs may find, / To exalt a lonely mind, /
Befitting emblems of adversity) 후손에게 모범을 제시하려고 한다(CPN 202).
이렇게 두 집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 문명을 세우고 그것을 상속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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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이나 전통의 주제와 관련하여 집이라는 축조물은 예이츠에게 매우 중요
한 상징이 된다”(박미정 23). 피와 달 (“Blood and Moon”)에서 “반 가까이 타
서 사라진 탑”(Half dead at the top)(CPN 238-39)은 피비린내 나는 폭력과 투
쟁을 암시하며, 예이츠가 이 탑을 자신의 “강력한 상징”(powerful emblem)(CPN
237)으로 동시에 선언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을 거스르려는 분투적
인 정신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려하기 때문이다.
5부 내 문 앞에 펼쳐진 길 (“The Road at My Door”)에서 예이츠는 직접
적으로 내전을 다루며 군인의 모습을 묘사한다.
붙임성 있는 비정규병,
폴스태프처럼 체격이 우람한 어떤 남자가,
내전에 관해 왁자지껄 떠들며 다가오네
마치 총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태양 아래에서 가장 훌륭한 연기인 듯.
An affable Irregular,
A heavily-built Falstaffian man,
Comes craking jokes of civil war
As though to die by gunshot were
The finest play under the sun. (CPN 229)

허세를 부리는 폴스태프(Falstaff) 같은 비정규병을 언급함으로써 예이츠는
군인의 희생을 영웅적으로 포장하려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의 모순을 지적한다.
전쟁에서 희생은 영광스러운 행위라고 선전하는 민족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듯
비정규병은 “마치 총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 태양 아래에서 가장 훌륭
한 연기”인 듯 지껄인다. 폴스태프의 농담과 비슷하게 강성 민족주의 이념은
젊고 미숙한 젊은이들에게 전쟁에서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순교라는 생각을 주
입시킨다. 그러나, 목숨을 내건 개인의 희생을 영웅적인 행위로 선전하며 무조
건 따를 것을 요구하는 민족주의자들의 강요에 예이츠는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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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혹은 나무로 빚어진 바리케이드,
열하고도 나흘이나 지속된 내전,
지난밤에 그들은 길가로 굴려 보냈지.
피에 물들어 죽어 있는 젊은 병사의 시체를.
A barricade of stone or of wood;
Some fourteen days of civil war;
Last night they trundled down the road
That dead young soldier in his blood. (CPN 204)

난폭함은 문명을 건설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파괴하는 힘이기도 하다. 이러
한 파괴의 힘에 대한 명상을 예이츠는 적대관계에 있는 아일랜드 공화국군과
자유국 군인들이 그의 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 서술한다. 블룸(Harold
Bloom)은 “여기에서 고상한 문화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거칠고 야성적인 힘이
필요함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하지만 문화를 가능하게 했던 힘은 그 내부에 그
것을 위협하는 파괴 충동을 배태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354).
내 창가의 찌르레기의 보금자리 에서는 전쟁의 폭력성에서 발생한 도덕성
상실에 관해 서술한다. 아일랜드 내전의 이유를 예이츠는 “공상”(fantasies)과
“증오”(enmities)에서 찾는다. 이 시에서 그는 전쟁의 잔인함과 폭력성, 당시 아
일랜드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하며, 새로운 아일랜드의 복원에 대한 염원을 담
는다.
우리는 공상으로 마음을 길러왔다.
심장은 그 음식을 먹고 잔인하게 변해갔다;
우리의 사랑보다 우리의 증오 속에
더 많은 진실이 있다; 오 꿀벌들이여,
찌르레기의 빈 둥지에 와서 집을 지어라.
We had fed the heart on fantasies,
The heart’s grown brutal from the fare;
More Substance in our enmities
Than in our love; O honey-bees,
Come build in the empty house of the stare. (CPN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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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개탄하면서 예이츠는 폐허에서 어떤 희망을 이끌어내려 한다. 내전
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싹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인은 꿀벌에게 찌르레
기의 빈집에 집짓기를 간청한다. 그는 꿀벌에 기원하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전
한다. 불행해지거나 비참해지지 않으려는 욕망,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을
잃지 않으려는 압도적인 욕망을 느꼈다(Jeffares 228).
이 시는 각 연마다 “빈 둥지에 와서 집을 지어라”라는 후렴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가 살던 탑에 갈라진 벽의 틈을 통해 찌르레기들이 집을 지은
것에서 소재를 얻은 것이다(Albright 665). 이 갈라진 틈은 분열의 위기에 처한
아일랜드 사회의 불화를 암시하기도 하고 갈라진 틈에 둥지가 비어있는 것은
예이츠 자신의 정신적 공허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예이츠는 찌
르레기의 빈 둥지와 열심히 먹이를 물어 나르는 새들의 이미지를 대조시킨다.
독립을 위한 전쟁도 폭력을 동반하므로, 창조적 파괴에 따르는 불가피한 파
괴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민중의 지도자들도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과
정에서 과거의 지도자들이 범했던 오류를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답습하거나
더 심한 오류를 조성할 수도 있다. 당시 안개 속에 쌓여 방황하던 아일랜드의
정치적 상황에 실망한 예이츠의 심정이 이러한 시상으로 표현된다. 역사가 라
이언스(F. S. L. Lyons)는 파넬의 죽음과 예이츠의 죽음 사이의 시기
(1891~1939)는 거리의 폭력이 가져오는 법과 질서의 무정부가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무정부 상태”였고, 이는 아일랜드의 영토적 통일을 금지하는 것만이 아
니라 ““존재의 통일”(Unity of Being)을 금지하는 무정부 상태”였다고 통찰한다
(2). 라이언스에 따르면, 흔히 문화의 통일성과 융합의 성격이 강조되지만, 아일
랜드에서는 도저히 융합될 수 없는 문화들의 존재가 오히려 무정부 상태를 야
기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은 각각 분리된 상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면서도 제각기 특징적인 다양한 형태로 공존해
왔는데, 그러한 공존이 아일랜드인들로 하여금 일관적인 관점을 갖는 것을 어
렵게 만들었고, 그것은 실상 정치적 혼란보다 더 뿌리 깊은 것이며 더 치유하
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내전기의 사색 은 혼돈과 폭력의 이미지로 결말을 짓는다. 마지막 시 미
움과 심장의 충만함과 다가올 공허함의 환영을 보노라 (“I See Phantoms of

War and Society in Defoe’s Moll Flanders
and Yeats’s “Meditations in Time of Civil War”

237

Hatred and of the Heart’s Fullness and of the Coming Emptiness”)에서 시인
은 탑 위에서 구름의 형상이 눈부신 이미지를 만들었다가 흩트리는 것을 바라
본다. 그에게 탑은 내면으로 물러나 자신의 상상력에 고삐를 풀어놓기에 완벽한
배경이다. “부서진 벽”(broken stone)에 몸을 기댄 채 바람과 안개가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이츠는 “광란으로 격해진 마음”(Frenzies
bewilder)과 “환상”(reveries)으로 어지럽혀진 마음을 달랜다.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지도 현실을 초월하지도 못한 채, 그는 증오와 공허의
환영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시로 쓸 뿐이다. 그는 “남들이 모두 이해하거나 함
께 하는 어떤 것에서”(in Something that all others understand or share) 몇 번
이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었을지 묻는다. 자치권에 대한 격렬한 찬반양
론으로 나눠진 아일랜드 민족에게 예이츠가 추구하는 소망은 ‘모두, 함께’ 공존
을 추구하는 독립이었고 그 가치의 실현에 자신이 기여한 바를 자문하며 안타
까운 심정을 토로한다. 그러나 자기비판과 회의적인 어조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반성은 단순한 체념과 자조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시인으로서 자
아와 행동을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추상화된 기쁨,
악마적 이미지에 대한 섣부른 지혜면
노쇠한 자에게 충분한 것을, 마치 성장기 소년에게 그리하였듯
The abstract joy,
The half-read wisdom of daemonic image,
Suffice the ageing man as once the growing boy. (CPN 206)

악마적 이미지가 주는 추상적 기쁨이나 어설픈 지혜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
더라도, 아치볼드(Daniel Archibald) 는 “suffice”라는 어휘에 힘이 깃들어 있다
고 주장한다(135). 결국 예이츠는 내전의 소용돌이에서 비록 자신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지만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지속되는 시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혼돈과 폭력의 이미지를 시에 담는 것에서 작은 위안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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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18세기 초 런던은 복잡한 거리구조와 경찰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전반적으
로 치안에 취약하였다. 1717년 볼록한 유리 환등에 대한 특허권이 파기되면서
런던 거리의 가로등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1717년에서 1750년 사이 런
던 내 치안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McLynn 13).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미로
와 샛길, 골목, 경내(境內)가 뒤엉킨 런던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은 절도나 소매
치기 범행 후 도주하기에 수월한 통로로 작용하였다. 높은 인구밀도, 전쟁과 전
후 퇴역군인에 따른 범죄의 급증이라는 시대상은 18세기 영국소설의 주된 배경
이 되었던 런던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대변한다.
“드포의 소설은 당대의 역사적 상황에 부응하여 저술되었다”(Armstrong
73)에서도 알 수 있듯이 1704년에서 1713년에 걸쳐 리뷰(Review)를 포함한 26
개의 정기간행물에 글을 쓰고 편집하였던 드포는 그 시대의 사회상과 대중의
생활사에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범죄로 인해 근심함과 동시에 매료
된”(Faller xi) 18세기 초 영국의 실상을 작품 속에서 현실화시킨다. 드포는 18
세기 초 런던에서 발생했던 범죄,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범죄의 여러 양상들을
몰 플랜더즈 를 통해 사실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뉴게이트 감옥에서 태어난 주
인공이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범죄의 동기를 제공하는 사회를
질책한다.
내전기의 사색 은 영국-아일랜드 조약이 낳은 내전의 소용돌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이츠는 공화주의자나 자치주의자가 내세우는 희생 중심의 역사
기술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폭력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힘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혼돈과 폭력의 순환만을 낳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윤일환 194). 장기간 지속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투쟁이 마무리되자, 자치권
행사에 대한 아일랜드 내부의 의견 대립으로 끝이 나지 않는 전쟁과 내전이 초
래하는 젊고 미숙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내건 개인의 희생에 대해 예이츠는 깊
은 회의감을 표현한다. 하지만 시인으로서 예이츠 자신도 문화의 위대함으로
현실을 초월하지도 못하고, 역사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도 못하는 한계에 대
해 회의감을 느끼며, 시를 쓰는 작업 속의 명상으로 작은 위안을 찾을 뿐이다.

War and Society in Defoe’s Moll Flanders
and Yeats’s “Meditations in Time of Civil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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