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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 스 어  러브> 시청 가 화를 보는 과 에  어떻게 스 리를 고 감 는 지,

화  계망  심  객  지 감  스키마를 는 에 목  다. 본 에 는 4개   

계망 그림  차  시 , 들  , 그리고 어떻게 스 어가 『 미  리엣』 라는 후  

  나 에 숙 게 비극  만들어 낼 수 었는지에  스 리 개연  거를 시 다. 는 주

공 스 어  심리를 라  “주체  열망”  , 스 어  쓰  과  스 어  여

  르 상스 시  가  도 는 계  다. 본 연 는 어떻게 스 어가 엘리 스 여  

 주   시 에 비 라를 망  주체  삼 , 크리스  말 를 고 상류 사회  진  통

 술  가  도 게 었는지, 시청  스 리 링 키 처를 지 감  과  다.

주 어 : < 스 어  러브>, 『 미  리엣』, 스 리 링 키 처, 지 감  도식, 망  주체,  계망

Abstract This paper has the aim to track down the viewers’ cognitive emotion of how they are interacting 
with the story of Shakespeare in Love. Human minds have cognitive and emotional flows while plots, 
characters, and action-ideas are intertwined in the story of the film. This paper especially focused on the 
analysis of characters’ networks with four statistical data pictures in order to schematize the storytelling 
architecture on how and why Shakespeare has strongly motivated to write a great star-crossed love play, Romeo 
and Juliet in his very young age. This paper examines that Shakespeare’s subject of desire is to accomplish 
both a true love and a sincere play which can make the nature of love true. The desire of subject is always 
slipped aside into scattering with “object a.” In the film of Shakespeare in Love, the “object a” is a writing 
process and has a product of Romeo and Juliet as well. 

Key Words : Shakespeare in Love, Romeo and Juliet, storytelling architecture, cognitive emotional schema, the 
subject of desire, character’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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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은 <셰익스피어 인 러 >(Shakespeare in

Love(1998))[1]의 스토리텔링 구조와 략을 연구[2]하기

해서 작품의 인물들이 어떤 계망으로 되어 있는 지

그 의미망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일 것이다.

『로미오와 리엣』의 속편으로 통용되고 있는 <셰익

스피어 인 러 >는『로미오와 리엣』이라는 불후의 4

비극을 셰익스피어작가가 부분 말기에 완성했는데,

유독 이 작품만, 작가 기에 그 게도 감동 으로 을

쓸 수있었던이유가무엇일까 하는상상이 하나의

화 콘텐츠를 창조한 셈이다.[3,4,5]1) 즉, 작가의 쓰기 문

제, 술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결혼과 사랑

의 상 계, 르네상스 시기에 창작자의 사회 신분, 등

다양한 주제를 복합 으로 함축하고 있는 본 화는 한

마디로 작이요, 성공작이었다.

팔트로우와 피엔느(Gwyneth Paltrow and Joseph

Fiennes)가 1998년에 제작해서 유통되었던 <셰익스피어

인 러 >는 7개의 오스카상을 받았고, 최고의 상상

(best pictures)을 받았으며, 희극 요소, 고품격 언어 풍

자, 웃음과 짜릿함을 시청자에게 한껏 선사했다. 『로미

오와 리엣』 작품형성 과정을그리고 있는 <셰익스피

어 인러 >의스토리텔링구조가독자의 정서와 감흥을

어떻게 이끌어 내고, 시청자의 몰입을 해서 어떤 비주

얼 이미지 략을 썼는지를 연구함으로써셰익스피어 당

의연극공연의 황, 귀족의 결혼 제도, 들의 삶과

술에 한 반응, 술을 사랑함이 곧 술가를 사랑함

으로 변모되는 등 다양한 주제와 개념을 엿볼 수 있다.

화를 감상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움직인다. 마음의

동요란 뇌신경의 동기화에의해서 지각, 기억, 감흥, 사고

등 일련의 인지과정이 산출되는 것이다. 일련의 인지 과

정은 지각, 기억, 감흥, 사고 등이 축 되어 이들을 질

분석으로만 근하기보다 양 /질 분석으로 정보처리

과정으로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보통문학이나 술 비

평은 질 분석을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화를 감

상하는 과정 , 화 인물들간의 계망을 인지하는 단

계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그 궤 일부

1) 가 화/ 술과 공계  복  연 가 거  없어  마

   못 찾고 었지만, 지 책 회에  

시  고  회 에  게 었다.

를 시각화하여 보여 주고, 그런 시각화가어떤 인지 감성

의 축 물로 표상되는 지에 한 구체 인 제시를 하기

해서 양 /질 분석을 하려고 한다. 결국 본 논문은

시청자의 작품 감상과 이해의 지평이 어떻게 작가의 작

품 의도와 만나는 지를 스토리텔링 아키텍처라는 개념으

로 악하기 한 수용자 심의 연구이다.

2. 연  목  

오늘날 인지과학 이론가들은 의식과 무의식, 인지와

감성 모두를 아우르는 ‘마음’(mind)이 계열 이면서도병

렬 이며, 확률 연결비 으로 작동한다고 한다. 즉, 마

음은 기능 이고 독립 인 다량의 모듈이 계열 층 로

구성되기도 하고, 병렬 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한 시스

템이라고 본다. 인간은 많은 계열 층 로 클러스터된

신경다발들이 동시에 활성, 진행됨에 따라 인지 과정이

생성된다. 이러한 개념은 병렬 분산 처리 과정(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이라고 명명된다. 왜냐하면 마음

은 독립 이고 병렬 인 모듈들이 인지 사고나 감흥의

자극이 오면 계 (hierarchy)으로 구성되기도, 병렬

으로 연결되기도 하면서 의미망을 구조하는데, 그 구성

강도가 확률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활성화된 신

경네트워크의 모양과 크기, 강도가 정황마다 다르게 구

성된다. 이 게 오감으로부터 자극이 없으면 독립 으로

흩어져있다가, 인지 자극이오면 우리 뇌에서 계열 , 혹

은 병렬 으로 구성되는 개념 연결망이 생기는 데, 그

도식을 스키마(schema)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이 화를 보면서 스토리가 진

행됨에 따라 독자가 인물들에 한 마음의 인지 지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문화 술 콘텐츠인 <셰익스피어

인 러 >의 스토리텔링 아카텍처를 인물 심으로 도식

화 해보는 독창성이 있다. 스토리텔링의 감흥을 인터액

션(interaction)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는 문화 술

<셰익스피어 인 러 >의 스토리 변화에 따라 감흥하는

마음의 정서가 어떻게 표상되는지를 인물 계망으로 분

석한다. 그래서 인물들 간의 스토리텔링 아키텍처[6]의

병렬구조 이며 암묵 인 개념 연결망과 연 되는 은유

와 주제도 함께 부가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문학과 술, 그리고 문화콘텐츠에서 ‘‘오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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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a = object petit a)로 통칭되는 인간의 욕망을

<셰익스피어 인 러 >에서는어떻게 인터액션하고추구

하는지 그 인지 감성의 궤 을 진단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이런 정서, 감정, 무의식 선택과 끌림을연구하는

인지 감성을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와 정량 분석

으로 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본 논문

은 인지 감성과정서, 는감성의 인터액션이 어떤 문화

공동체에서 구체 으로 인지지도(cognitive map)로 도식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시 격차가 있는 오늘날의 시청

자가그인지지도를강렬하고직감 으로매핑(mapping)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략화되어있는가 등의

인지 아키텍처를 진단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인지과학에

서 미흡하게 다루어 왔던 문화 술 콘텐츠를--마치

독자 반응 이론(readers' response theory)처럼--시청자

의 인터액션 반응 입장에서 화가 재 하고 있는 문화

상과 인지 감성을 주목하여 연구하기 때문에 그 의의

가 크다.

본 논문은 시청자의 인지 과정을 탐색해 보는 일환으

로, 특히 인물들의 이해도를 인지과학에 기반하여 규칙

기반(rule-based)의 기호주의(symbolism)와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연결주의(connectionism)를

하이 리드로 구성한 개념 은유(conceptual metaphor)의

의미 구조망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인지아키텍처의 구조

를 연구한다.

3.  경과 연  틀

3.1 사랑  망, 상, 그리고 “ 브  ”

<셰익스피어 인 러 >는 셰익스피어 작가가 『로미

오와 리엣』 비극을 만드는 원인과과정을 상상 으로

설정해서 작가의 사랑에 한 욕망이 곧 불후의 술 작

품을 탄생시켰음을 말해주는 화이다. 사랑하는 비올라

와 완벽한 합일을이루지 못한 욕망의 엇갈림과차이, 간

극을 작가 셰익스피어는 자신을 로미오로, 비올라를

리엣으로 상징 으로 투 한다. 셰익스피어는 이 둘의

이루지 못하는 사랑의 욕망을 운명 엇갈린 사랑(star

crossed love)이라는 비극 주제를 담은 『로미오와

리엣』으로 창조하여 체한다. 즉 셰익스피어에게는 비

올라와 사랑하면 할수록, 그의 완벽한 사랑에 한 욕망

이 끊임없이 ‘‘오 제 아’’ 로 체된다. 즉, 세익스피어는

작품 『로미오와 리엣』을 자신의 주체 열망의 ‘‘오

제 아’’의 투사물로 체하며 창조 인 작가 쓰기를

하는 셈이다. <셰익스피어 인 러 >의 엔딩에서 셰익스

피어는 비올라라는 주인공을 『십이야』(The Twelfth

Nights)의여주인공으로 상정함으로써 사랑의 욕망을끊

임없이 반복하고 되풀이 하고자 하는 ‘‘오 제 아’’를 창

조함으로써 쓰기의 원천 에 지를 솟구치도록 상상

계(The Imaginary)를 상정한다. 결국 <셰익스피어 인 러

>는 작가의 쓰기 과정이 곧 욕망의 ‘‘오 제 아’’ 과

정이며, 술이 창조 욕망의 ‘‘오 제 아’’의 속성임을

여실히 보여 다.

이 논문에서는 세익스피어의 욕망, 그의 욕망 본질은

"충족될 수 없음" 이라는 것을 분석하면서 라캉(Jacques

Lacan)의 이론을 용시켜 본다. 결핍과 부재, 좌 과 분

열은 욕망을 향한 주체의 존재 방식이다.2) 라캉이 욕망

을 완벽한 기의(signified)를 갖지 못하고 끝없이 의미를

차연 시키는 기표(signifier)의 연쇄고리라 했을 때, 이는

욕망은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라캉에 의

하면, 욕망이 상을향하는단계가상상계(The Imaginary)

이고, 그 상을얻었을때 욕망의완성이아니라, 어 나

버리는 단계가 실의 세계, 상징계(The Symbolic)이다.

이 두 가지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잉여 쾌락)에 의해 다

시 욕망이지속되는 역이 실재계(The Real)이다. 이 차

이는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시 욕망을 부

르게 되는 미끼를 주며 ‘‘오 제 아’’가 된다. 라캉은 주체

가 상상계와 상징계로 오가며 움직이는 것은 언어의 의

미화 작용이 은유와 환유로 무한 체되는 것과 같기 때

문에,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정의한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은유

와 환유로 이루어진 언어는곧, 욕망이 상을 향해 가는

단계가 상상계의 은유, 그 상을 얻었을때 느끼는 어

남이 상징계의 환유이다. 인간의욕망은결국, 이 둘의차

2) 라  '주체'란 화  (언어  망)  상호 용 는 

식  산  식 , 간  망  다른 타  상호주

 계를 재 는 언어 고 상징  체계  상호

용  통  나타난다고 보 다. '주체'  ' 간  본질  

망'  결  수 없 , '주체'는 '본질  망'  실현  

도 를 찾  동 시 지만, 결  수 없  에 간  

본질  망  원  충 지 는다는 ' 망  환  미

끄러짐'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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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의해 욕망이 끊임없이 미끄러지고지연되기때문에,

우리 인간의 뇌와 마음에는 실제로는 ‘‘오 제 아’’가 잉

여 쾌락으로 존재하는 실재계에 사는 것이다. 라캉은 실

재계의 이 잔여물 “오 제 아”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의 균형을 탈선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이러한 균

형을 지탱시켜 주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실에 의해 차

연되는 쾌락, 신기루가 없으면 사막을 걷지 못하듯이, 욕

망의 지연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하지 못한다. 이러한 인

간의 삶을 지속시켜 주는 것이 잉여 쾌락이다. 주체에는

타자가 개입되어(S) 상(a)을 추구하지만 그 상은 주

체의 욕망과 일치되지 못하고 차연(<>)을 남긴다[7,8].

3.2 망  차연 “ 브  ”

토마스 트를뒤쫏다가 셉스가문의집(De Lessepses’s

house)에서 티가 행해지는 것을 알게 되어 셰익스피어

는 여신과 같은 비올라를 보고 첫 에 반한다. 그의 사

랑은 추상 인 요구(demand) 인데 그가 그녀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성 결합이라는 욕구(need)의 충족이고,

요구와 욕구의 차이는 남게 되어 다시 셰익스피어를 욕

망(desire)의 회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비올라라는

상은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존재하고목표가 되지

만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한 목마름이 되

고, 만일 소유하게 된다면 비올라에 한 욕구는 무가치

한 것이 된다. 이것이 욕망의 구조이다.

<셰익스피어 인 러 >는 엘리자베스 여왕 르네상스

시기에사랑이라는 욕망에 한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

당시에는 여성은감히 연극을 할 수 없어서, 여성의 연극

을 어린 남자가 신배역을하게되는 사회 규율이 팽

배해 있었으며, 가부장 남성에겐 사랑의 성취는 곧 결

혼이었다. 그 증거로는 웨섹스 경은 비올라와의 결혼을

통해서 부를 성취할 수 있었고, 비올라 가문은 사회 직

를 얻을 수 있었다. 당 이데올로기로는 성공 사랑

은 곧 결혼으로 기의(signified), 의미화 되었다. 때문에

웨섹스 경은 부인이 될 비올라가셰익스피어를 사랑한다

는 사실을 알고, 목숨을 걸고칼싸움 도 을 연 셰익스

피어에게 한다. 웨섹스 경에게는 결혼이라는 완성된 규

약이 있었기에 비올라와 성 인 욕구(need)만 채우면 그

의 사랑 요구(demand)가 충족된다. 셰익스피어는 비올라

와의 성 인 사랑이 황홀하게 이루어지지만, 그의 채워

지지 않는 욕망, 즉 그녀를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 수 없

다는 욕망의 결핍 때문에, 비올라에게 웨섹스와 결혼하

지 말라고 끊임없이 요구한다. 둘이 도망가서 다른 곳에

서 함께 살자고 조른다. 하지만, 비올라는 부모님과 엘리

자베스 여왕의 명을 국 국민으로서 받들지 않을 수 없

다고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은 셰익스피어에게 있

다는 사실을 주지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둘 사이가 성

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그녀와 합일될 수 없음에 비애감

을 느낀다.

셰익스피어의 이 비애감 때문에 『로미오와 리엣』

이라는 작품이 탄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술을 사랑하

는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최고의 연극을 만들어내는 성취

욕망을 한 축으로, 그리고 비올라를 상으로 혼연의 사

랑(결혼까지 하는완벽한 사랑)을 다른한 축으로 욕망하

지만, 그의 술에 한 욕망과 사랑에 한 욕망은 원

숙되어 가면 갈수록 끊임없이 어 나고 미끄러지며, 차

이만 남아 ‘‘오 제 아’’의 궤 을 남긴다. 그 궤 의 흔

이 바로 『로미오와 리엣』이라는 작품으로 ‘‘오 제

아’’의 흔 으로 창조 되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명령으로 속박된 극작가가 아닌, 자유로운 극작가로서

술의 진실성, 진정성을 재 하는 작품을 창작하길 약

속하면서, 비올라를 주인공으로 하는 『십이야』를 창조

하면서 본 작품이 끝을 맺는다. 셰익스피어는 비올라를

그의 심장에 원히 아름다움과 사랑의 숭고함으로, 완

벽한 상상계의 은유로 남긴다. 왜냐하면 그런 상상계

은유의 욕망 상이 있어야만 작가로서의 끊임없는 창작

의 욕망이 분출되기 때문이다. 작가 셰익스피어는 상상

계와, 상징계, 그리고 실재계를 끊임없이 오가는 우리 인

간의 형이며, 술이란 곧 욕망의 완벽한 성취를 이루

고자 하는 불가능을 꿈꾸는 인간의 몸과 마음의 행 이

자 규임을 반증함으로써 인지 감성의 숭고함, 정서

(emotion)의 미학을 새삼 강조한다.

4. < 스 어  러브>  연  

4.1 량   계망: 망  주체 

<셰익스피어 인 러 >의 주인공은 제목으로 보아서

는 셰익스피어다. 사랑에 빠진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4

비극 의 하나인 『로미오와 리엣』이라는 불후의 명

작을 그 어린 나이에 원숙하게 창작해 낼 수 있었을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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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가들은 주목하기 시작했고, ‘사랑의 경험’이라

는 상상의 설정을 해 놓으면서 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여성 시청자나 페미니스트들의 에는 어쩌

면 이 작품의 주인공이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비올라가

아닐까, 아니면, 어도 셰익스피어와 비올라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작품의 성을 주는 비 인물은 아닐

까 하고 의문이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셰익스피어 인 러 >의

진정한 주인공, 즉, 심인물이 과연 구인지 가려내 보

는 것은 매우의미롭다. 화를 보면서작품의 인물 계

망을 하나씩 이해하는 시청자의 인지 감성의 스키마를

분석하고 검증하기 해서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아키텍

쳐화 해 본다. 본 논문의 3장이 셰익스피어의 의식을

심으로 그의 주체, 그 주체의욕망 흐름에 따라서 분석해

본 결과를 라캉의심리 이론으로증명해 보았다면, 4장부

터는 그런 셰익스피어의 무의식 주체 욕망을 어떻게

시청자가 작품 감상을 하면서 작 의 다양한 인물 계

망 속에서 이야기의 담화를 이해하는 지, 시청자의 인지

감성의 스키마 단계를 하나씩 짚어가면서스토리텔링 아

키텍처로써 증명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Fig. 1]은 셰익스피어와 비올라를 빼고 나머

지 인물들의 계망을 분석해 보기 한 그림이다. 인물

계망 분석은 사회 계망(social network) 는 복잡계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용한 방법을 사용하 다[9,10]. 그

래 분석도구는 R의 igraph 패키지를 사용하 다[11].

[Fig. 1] Characters’ Network when Shakespeare

and Viola are removed.

[Fig. 1]은 <셰익스피어 인 러 >에서 셰익스피어와

비올라라는 인물 노드를 삭제한 후에인물간의 계망을

그린 것이다. 노드의 크기는 노드의 차수, 즉, 그 노드와

주변 노드와의 연결된 에지(edge)의 수를 나타내고, 에지

의 굵기는 두 인물간의 연결 강도를 나타낸다.

[Fig. 1]을 보면, 연극의 세계와 상류 귀족 사회 두 세

계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세계를 연결

짓고 있는 인물은 틸니(Tilney)이다. 그는 왕의 명령이나

귀족들의 명령에 따라서 극장을 규제하고 연극인들을 통

제하는 법과 규칙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틸니의 존재는

인간 인 계망을 연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법과 질서

를 유지하기 한 사회 코드(code)일 뿐이다. 사회

규제의 코드 만이 두 세계를 연결지을 뿐, 두 세계는 완

히 독립 이고 자치 인 세계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셰익스피어 인 러 >를 배경으로 하는 엘리자베스

시 ,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 는 이 게 인간 계망이

계 이라서 상류 사회는 술을 보고 즐기는 계층,

하류 층은 술을 통해서 돈을 벌기 해서 상류 사회의

감정과 정서에 맞춤형으로 극작을 창조하고 연극을 공연

해야 하는 주문자와 생산자의 계가 뚜렷한 양상을 가

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셰익스피어라는 당 의 거장

이 상류 사회와 하류 계 사회를 어떻게 연결하게 되

었고, 어떤 식으로 두계 을 작품에녹아나게 했었을까?

당 의 창작자의 시 존재감은 어땠으며, 그가 『로

미오와 리엣』을 어떤 상황에서 만들게 되었을까, 등

의 궁 증을 해소하고, 인간 셰익스피어의 모습을 되새

김질 함으로써인간 본연의 욕망 이론을 형화 할 수있

는 하나의 불후의 작품을 팔트로우와 피엔느, 그리고

화 본 작가 톰 스타 드(Tom Stoppard)가 산출해 냈

다.

[Fig. 1]의 요성은 셰익스피어는 하류의 술 세

계에 속해 있었지만, 상류 사회에 속해있던 비올라를 통

해서 사랑도 얻고, 극작가로서의 명성도 얻고, 비올라와

연 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사회 지 도 얻어서

비로소 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다. 그 다면

그런 셰익스피어가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

면 셰익스피어를 당 의 최고의 극작가로 만들어 비올

라가 더 요한 숨겨진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남긴다. 이런일련의 탐구가 바로 본 논문의 목 이 되며,

그 결과가 논문의 주제가될 것이다. 등장인물 간의실질

심성은 셰익스피어와 비올라 구일까, 한, 이

작품을 보고 있는 시청자는 어떤 인지 감성을 갖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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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주제를 인지할까, 등의 근본 인 질문을 지속

으로 하면서 본 논문의 흐름을 따라와 보면 흥미로울 것

같다. 주인공은 분명히 셰익스피어이지만, 셰익스피어의

인지와 감성을 조종하는 진정한 주인공은 셰익스피어가

아닌, 그 연인비올라이다. 즉, 셰익스피어의 욕망의 상

인 비올라가 바로 셰익스피어 욕망의 주체가 되는 변증

법을 본 논문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작품의 인물 계망을 분석해 보면, 주인공에 한 실

증 정량 분석 데이터가 아래와 같다. [Fig. 2]는 한

으로 보아도, 셰익스피어가 주인공임이 드러남과 동시에,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은 술 욕망의 성취를 해, 다

양한 인물군과 연결되어 있다지만, 특히 두 인물과 긴

한 인간 계망을가지고 있다. 첫째, 술 작품을산출하

기 해 경제 뒷바침으로가교 역할을 해주는극장 소

유자 헨슬로우는 술작품을 무 로 올리기 한 인

간 계망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는, 술가의 난

(writer’s deadlock)에서 고갈된 사랑을 축여주는 여성 비

올라가 주목된다. 그녀는 국 제국주의 문화가 가장 융

성했던 시 에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주인공에게 계망

을 형성해 다. 셰익스피어는 부분 두 인물을 통하여,

특히 비올라를 통해서 세기가 낳은극작가로서의 품 에

걸맞게 화 체의 인물과 계망을 성취하는 셈이다.

[Fig. 2] Characters’ Networks in Shakespeare 

in Love: the numbers in bracket ( ) 

show the degrees of nodes.

[Fig. 2]에서 보듯이 국 르네상스 술의 성상(icon)

인 셰익스피어는 술과 극작에 에 지를 쏟고, 그 인간

계망을 주도 하고 있기때문에, 그의 술 인지 감성

의 발 이 그의 술 종사자들과의 계망에서 크게 뻗

치고 발산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비올라(Viola)

와의 계망은 다르다. 비올라의 요성은 셰익스피어의

심장에는 완벽한 여인의 화신이고, 그가 그리도 갈구하

는 최고의 술가가 되는 원천 에 지 소스이기 때문

에 더욱 요하다. 비올라는상류사회에속해있으며, 무

도회에서 의 바르고, 정숙하며, 우아하고, 귀품있는 여

성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 같은 사회 신분이 낮은 극

작가에겐 완벽한 성 욕망의 상이자, 창의 극작 산

물에 경제 가치를 부여해 수 있는인지감성 체계틀

의 잣 가 될 수 있다. 비올라는 로잘라인(Rosaline)처럼

돈을 주면아무 남자와 섹스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에게는 순결하고 고매한 사랑이라는 욕망의

완벽한 타자이다.

하지만, <셰익스피어 인 러 > 작품의 반기에는헨

슬로우나 비올라가 셰익스피어에게는 상상계에 머물러

있는 상이다. 즉, 어린아이가 거울 단계(mirror stage)

에서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이 완 하고 총체 인

타자이며, 그타자가곧자신임으로오인(misrecognition)하

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12,13,14]. 왜냐하면, 아직은 비올

라가 토마스 트이며, 비올라가 연극에 참여해서 얼마

나 자신에게 에 지를 주는지를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이

다. 그리고 한 아직은 헨슬로 물주가 완벽하게 자신을

경제 으로 도와 것으로 상정한 상태로 인간 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Fig. 3] Characters’ network after merging 

the same character : the numbers in 

bracket( ) show the betweenness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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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Fig. 3]에서는 토머스 캔트가 비올라임을 깨달

은 이후에, 셰익스피어를 심으로 인물 계망의 인지

정서를 분석해 보았더니,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Fig. 3]은 <셰익스피어 인 러 >에 등장하는 인물들

의 다양한 역할들을 계망에서 동일 노드로 병합한 인

물 계망이다. 노드 에 ()안의 숫자는 그래 노드의

사이 심성(betweenness centrality)[15,16]3)을 나타낸

다. 헨슬로우의 계망 요성은 상 으로 약해지고,

비올라와 셰익스피어가 등장 인물들을 연결하는 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한 은 셰익스피어

보다 비올라가 더큰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술과 연극을 사랑하는 비올라의 등장과 그녀의 남장 변

모로 연극에 참여함으로써 사랑 스토리가 속하게 발

되는 과정에서, 셰익스피어가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던

완벽한 사랑의 숭고미를 가진 여인이 바로 비올라이며,

비올라와 함께 술을 완성해 가는과정에서 셰익스피어

는 비올라에게 의존된 인물 계망, 그리고 창작의 원천

이 비올라임이 진실로 밝 진 셈이다.

<셰익스피어 인 러 >에서 화를 감상하다 보면,

『로미오와 리엣』이라는 작품의 탄생은 온 히 셰익

스피어 만의 창작물이 아님을 여러가지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국 르네상스 당 의 두 술 거장인 크

리스토퍼 말로우(Christopher Marlow)와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는 우연히 술집에서 화를 하게

된다. 한 도 제 로 진행시키지 못하면서도 셰익스

피어가 허풍을 떨고 있자, 당시에 훨씬 명성이 높았던 말

로우는 조용히 셰익스피어에게 작품의 기본이되는 흥미

로운 스토리의 골격을 불어 넣어 다. 수 십 년간 원수

로 지내던 가문 간의자식들이 남녀로 만나첫 에 반한

사랑이 어떻게 실에서 흥미롭게 진행될 지에 한 스

토리 개의 시 롯을 세워 다.

한 『닥터 우스트』를 공연하던 말로우의 배우들

이 거 셰익스피어를 도우러 와서경제 으로나 스토리

3) 사 심 (betweenness centrality)  그래   드(node) 사

 단경 들 에 특  드 v를 지나는 단경  

비 다.**  값  수  드 v는 그래 에  드 사

 연결에  를 차지 다고 볼 수 다. 규화

 사 심  그 값  0 ~ 1 사 에 포 도  규화  

것 다.

의 주제 으로 빈약함에 활기를 불어넣어 다. 닥터

우스트 역을 맡았던 네드 알 인(Ned Alleyn)은 처음에

는 자신처럼 유명한 배우가 역할이 미비하자 불만을 품

는다. 자기 신 연극의 주인공 역을 담당하고 있는듯한

토마스 트에게 연극 미숙함에 해 많이 불평하며 셰

익스피어에게 노골 인 불만을 표시 했지만, 나 에는

셰익스피어가 트(비올라)와 연극을 통해서 사랑 주제

의 작품으로 완성해 가는것을 보고, 작품의 제목을 『로

미오와 리엣』으로 고치라고 결정 으로 말해 다.

그는 로미오와 리엣이라는 두 원수지간의 가문 자식들

이 애틋한 사랑을 하다가 결국 비극을 맞는 스토리 주제

로 제목도 부합되도록 극 도와 다. 이런 것들은 당시

에는 창작자의 독창성에 한 권리(copy right)같은 것이

없었던 시기임을 지시 드러낸다. 때문에 ‘짧은 생애 동

안 셰익스피어가 그 게 훌륭한 작품들을 혼자서 다 완

성하고 산출했을까’라는 비평가들의 의혹을 짙게

잔상하는 셈이다.

4.2 『 미  리엣』 망  주체, “ 브  ”, 

상상계/상징계/실재계

『로미오와 리엣』의 탄생은 말로우가 스토리의 첫

구도를 잡아 주었고, 비올라가 작품 실천에 결정 인 역

할을 했으며, 네드 알 인이 작품의 제목을 붙여 주었다.

[Fig. 4] Main Characters’ Network: the numbers 

in bracket ( ) are the closeness to 

Shakespeare and Viola.

[Fig. 4]에서 주목할 사항이 있는데, 노드 에 ()에는

노드의 주인공에 한 긴 도의 숫자가 그것이다.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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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어떤 인물이 계 맺는주변인물들 에 특정 인물

에 한 계의 정도를 나타낸다.4) 말로우의 셰익스피어

에 한 긴 도는 0.97이다. 즉 주인공 셰익스피어는 말

로우와의 계에서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집 으로 긴

한 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Fig. 4]를 분석해 보면,

셰익스피어는 화의 모든 인물들과 계를 맺고있지만,

말로우는 오로지 셰익스피어와만 계를 맺고 있다. 말

로우의 창조 아이디어가 사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와 리엣』 스토리의 기본 골격이 되었고, 말로우의

술가 역량이셰익스피어에게와 닿은것임을 증명한다.

이것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에서 햄릿의

실 문제 해결이 햄릿의 아버지 고스트의 출 에서

햄릿의 마음이 움직 고, 행동이 시작되었고, 그의 말에

따라 햄릿의 행동이 좌지우지 되며, 결론도 햄릿 아버지

고스트의 언에 따라 햄릿의 행동 결과가 나왔기 때문

에, 결국 햄릿의 작 의 역할은 아버지 고스트의 제언과

조언에 따라 모든 것이귀결된 것과 마찬가지이다[17,18].

마찬가지로, 이 화에서도 말로우의 존재는 셰익스피어

의 정신세계 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셰익스피

어는 말로우의 스토리 구조에 힌트를 얻어서 자신의 작

품을 시작하게 된 동인이고, 말로우의 추종자들이 셰익

스피어 연극의 배우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공연의 가능

성이 시사되었으며, 공연을 완성해 가면서 시기 하

게 네드 알 인이 조언을 해주어 함께 작품을 완성하게

된 셈이다.

셰익스피어에게는 말로우 같은 정신세계의 아버지 같

은 존재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원한 동

경 상이자 이루지 못할 완벽한 사랑의 상인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비올라가 존재한다. 즉 오이디푸스 콤

스를 겪고 있는 셰익스피어에게는 거울 단계에서는

자신의 정신세계의 결핍과 부재, 그리고 실 상징계와

4) 도(closeness)는 그래  어  드(v)가 특  드들

(T)과 계를 맺는 도를 나타낸다. 그래  에지  weight

를 사용 , weight가 지  계 를 지 못 는 에지

(infrequent edges)  경우 고  상에  다. 본 

에   개  어  등   직 특  과 

 맺는 도가  경우, 그 에  미 는 

도가 크다고 볼 수 다.

실재계의 진면모를 몰랐기 때문에 헨슬로우나 비올라 같

은 인물로 도움을 받아서 거울 속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

습이 완성된 총체 자아로오인할 수 있었지만, 사실 언

어를 배워가고, 인간 사회의 규칙과 코드를 익 가는 셰

익스피어에게는 사랑의 원천 상은 끊임없는 미끄러

짐과 차연(difference)만 발생하지, 완벽한 사랑의 상인

비올라는 자신의 사랑에 한 욕망을 채워 수가 없었

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완벽한 사랑의 상은 결혼을 함

으로써 소유해야 한다는 제국주의 가부장 성 담론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한편 부성 남근(Phallus)의 상징인 말로우가 제거되

고 죽어야만, 셰익스피어는 진정한 남자로 성장할 수 있

었다. 셰익스피어에게 말로우는 자기보다 월등 인정받던

당 작가 기 때문에, 무의식 으로 심한 질투와 심리

갈등으로 얽 있을 큰 존재 을 것이다. 드비쉬 가문

의 티에서 남몰래 비올라를 흠모하면서 을 잃고 있

는 데, 웨섹스가 자신의 신부를 흠탐하는 셰익스피어를

보고, “ 구냐?”라고 물었을 때, 셰익스피어는 무의식

으로“말로우, 크리스토 말로우요!”(Marlow, Christopher

Marlow!) 라고 거짓답을 불쑥 하게되었다. 그러면서 말

로우가 술집에서 칼싸움하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거짓말을 해서 웨섹스와 말로우가 결투하다가 웨

섹스에 의해서 말로우가 살해되었다고 온 히 스스로 믿

어 버린다. 죄책감일 것이다. 즉 어머니를 독차지하고자

하는 아들의 욕망이 늘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남근이 덜

성숙된 아들의 잠재 모습이며, 그러면서도 남근의 상

징인 아버지 말로우로부터 원숙한 극작의 기 를 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수용하면서 작품을 단계별로 완성해 간

다. 때문에 [Fig. 4]는 시사하는 이 크다. 즉 말로우는

셰익스피어에게 온 한 향력을 행세하는 유일한 인물

임이 여실히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Fig. 4]가 증명하는 이 하나 더 있다. 말로우의 창조

성, 즉 남근성을 빌려옴으로써 비로소 창작을 시작하게

된 셰익스피어에게는 완벽한 이상향, 연인, 어머니 역할

을 하는 비올라가 욕망의 심에 놓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실 <셰익스피어 인 러 > 화에서는 『로미

오와 리엣』이라는 공연작을 상징 인 아버지이자 남

근성의 상징인 말로우로부터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원

하고 완벽한 사랑의 상이자, 상징 어머니 역할을 하

고 있는 비올라의 인 도움이 공연과 창작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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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실했다.

<셰익스피어인 러 > 화에서 매우흥미롭게잘 묘

사된 장면들은 셰익스피어와 비올라가 밤에는 둘 만의

침 에서 사랑을 나 고, 낮에는 무 에서 연극의 사랑

을 나 는 장면이 교차되면서 이 둘의 사랑이 어떻게 완

숙되어 가고 있으며, 어떻게 『로미오와 리엣』이라는

작품이 완성되어가는지를잘 재 하고있다. 즉, 셰익스

피어와 비올라의 애뜻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주

제가 곧 『로미오와 리엣』의 엇갈린 사랑(star crossed

love)임을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

의 장면 장면을 구성했다. 셰익스피어의 입장에서 보면,

비올라와의 한계 있는 사랑을 완성해가는단계와 4 비

극인 『로미오와 리엣』의 완벽한 작품을단계마다 완

성하는 에 지가 바로 비올라와의 사랑에서비롯됨을 자

연스럽게 그려내고 있다. 그런 원천 에 지 근원을 비

올라에게 얻어서 셰익스피어는 진정한 르네상스 시 의

거장으로 성숙하게 될 수 있었으며, 상징계와 실재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작품의 결론은 『로미오와 리엣』을 훌륭하게 공연

하고 모든 객을 완벽하게 심 을 울렸으며, 엘리자베

스 여왕과의약속, “ 술은삶의 진실을 표 하고 재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 비올라와 셰익스피어

가 만들어낸 상징계의 성공은 단했다. [Fig. 3]에서 보

면, 셰익스피어의 역할이 0.31인 반면, 비올라의 역할은

0.41로서 실질 으로 화 인간 계망에서 비올라의 인

구성이 훨씬 뛰어나다. 그만큼 연인이자 정신 지주

인 어머니 같은 비올라의 사랑은 셰익스피어를 당 의

거장으로 만들만큼 힘이 크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사랑에 한 그의 열정 욕망

이 매몰차게 좌 됨을 인지하게 된다. 인간의 욕망이 주

체이며, 인간의 주체성은 반복과 주체분열 등을 통하여

형성된다. 셰익스피어는 말로우를 뛰어넘는 당 의 최고

의 술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다다랐으나, 다다르는

순간 그 욕망은 미끄러지고 차연되었다. 비올라라는

상은 실체 같지만 신비의 껍질을 벗기면 허상이라는 것

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비올라와의 성 환희와 연극 속

에서의 소망 충족은 이루어져 ‘ 술이 진실을 재 할 수

있다’는 술 순간은 보여주었을 지언 정, 비올라와 진

정한 합일인 결혼은 할 수 없다. 셰익스피어에게는 욕망

을 지연시키는 욕망의 미끼 ‘‘오 제 아’’라고 할 수 있는

『로미오와 리엣』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느끼고 즐겼

던 비올라와의 사랑, 그녀의 아름다운 육체와 그 육체

향기 내음은 감지할 수는 있었으나, 그 모든 환희는 ‘‘오

제 아’’일 뿐진정한 상비올라는 늘 미끄러져빠져나

가고 있었다.

라깡의이론에서욕망의 상인 ‘‘오 제아’’는 사실상

어떤 실체 존재가 없는 ‘무’이지만 주체의 욕망을 일으

키는 부재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비올

라라는 상을 지향하고 응시하긴 하지만, 붙잡고 포착

할 수는 없다. 이 ‘‘오 제 아’’는 주체가 구성되는 과정에

서 주체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결핍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으로 구성된 주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

는 다양한 기표들의 연쇄를 따라가 상징계 밖의 어떤 것

으로 자신을 상정하기 때문에 주체가 자신을 인식하는

바로 그 지 에서 ‘‘오 제 아’’는 텅 빔으로 작용하게 된

다. 따라서 욕망의 상의 유일한 공통 은 그것이 결여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욕망’과 ‘주체’, ‘‘오 제 아’’의

계는 서로의 틀 안에서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 서로

를 구성한다. 어떤 상의 결여를 염두에 두고 상실된

상과 인간과의 계를 볼 때, 그 빈 틈은 바로 욕망이 된

다[19].

공연이 끝나자마자,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정해놓은 사회 규약과 코드에 의해서 50 운드를 받아

서, 독립된 공연을 할 수 있는 경제 자립의 결과를 맞

이하 으나, 사회 규약과 코드의 기로 인해서 비올

라와 결혼은 할 수 없고, 규약 로웨섹스에게 비올라를

양보해야 했다. 합일될 수 없는 비올라라는 욕망의 상

과의 끊임없는 미끄러짐은 무한한 ‘‘오 제 아’’가 될 수

있을 뿐, 셰익스피어의 입장에서 보면 실재계의 인지만

남는다. 은유와 환유의 차이에 의해 욕망의 충족이 끝없

이 지연되는 것은 차이와 연기가 합쳐진 데리다(Jacque

Derrida)의 ‘차연’(difference)과 같다. 이것이 어머니 비

올라의 가르침이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회 문화 코

드이다. 교훈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맞수인 말로우가 없

어진 상황에서 셰익스피어는 당 최고의 술가는 될

수 있지만, 비올라에 한열망은채울수 없다. 비올라는

원히 자신의 욕망의 상으로, 환 의 상태로 남긴 채,

셰익스피어는 『십이야』를 쓰라는 주문을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받는다. 셰익스피어는 궁 작가라는 최고

의 명 를 얻었지만, 그의 진정한 욕망의 상인 비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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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징계에서는 어그러진 ‘‘오 제 아’’ 고, 실재계에서

는 마음 속에 스키마화된(schematized) 연인 비올라로

남는다.

5. 결 : 망  주체, 비 라

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셰익스피어는 펜으로 다시

극작을 시작한다. 『십이야』의 첫 부분을 어떻게 비올

라를 형상화 하고 있는지를 그려내고 있다. 50 운드를

들고 독립 작가로서의 축하를 하러 온 비올라에게 셰익

스피어는 다시는 극을 쓰지 않겠다고 한다. 극장은 꿈만

꾸는 사람들의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The

playhouse is for dreamers. We all dreamers). 그러자 비

올라는 자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상처받아 을 더 이

상 쓰지 않는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스토리『십이

야』의 시작과 단 를 그려 다. 난 선으로 인해서 황

량한 새로운 육지로 떨어진 공작 올시노(Duke Orsino),

그리고 비올라(Viola)라는 여인간의 인생 코미디와 사랑

이야기의 단 를 다. 없어져버린 남근 부성 힘 신,

어머니 같은 따스한 교육에 힘을 얻은 셰익스피어는 다

시 창작의 에 지를 갖게 된다. 이제는 셰익스피어는 더

이상 거울단계의 어린아이가 아니다. 꿈꾸는 자가 유일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욕망의 상이 미끄러짐에도 불구

하고, 그런사랑의추구는 그에겐 원한욕망이된다. 셰

익스피어는 규한다. “당신은 나에겐 나이 들지도,

시들지도, 사라지지도, 죽지도 않아요!”(You will never

age for me. Nor fade, nor die!) 셰익스피어에겐 비올라

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랑, 욕망의 상이었고, 욕

망의 상일 것이다.

라캉이 말했듯이, 그런 욕망 자체가 셰익스피어의 주

체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계속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그런 셰익스피어는 비올라에게 “안녕, 나의 웨

섹스 부인, 안녕, 나의 사랑, 수 천만번 안녕!”(Goodbye

my Lady Wessex, Goodbye my love, thousand times

goodbye!)이라고 말하자, 비올라는 “나에 해 잘 써

요”(Write me well)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둘은 뜨

거운 포옹을 하고, 둘의 몸은 떨어진다. 양피지에 『십이

야』라는 제목과 1장을 쓰기 시작하고 있는 셰익스피어.

배가 난 하지만, 한 여인 비올라는 바다보다도 더

한 혼의 소유자이기에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녀에겐

새로운 해변가의 세계가 펼쳐진다”의 스토리로 시작한

다. 셰익스피어는 이것이 하나의 사랑 이야기이며, 그

녀의 이름은 비올라(Viola)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나의 여주인공이기 때문이다”(for she will be my

heroine for all time)라고 셰익스피어는 고백한다. 화의

마지막 장면은 아름답고 장 한 음악과 함께 비올라는

해변가 사막을 홀로 걷고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를

비올라는 미지의 꿈을 꾸며 세상엔 무언가 신기한 것

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궁 함과 두려움을 함께 하며 계

속 걸어간다. 이 이미지가 바로 셰익스피어 자신의 욕망

의 상이며, 그의 주체, ‘비올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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