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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리의 �무질서의 가면�: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회복을 위한 비폭력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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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Park, Kyong-wha. “Shelley’s The Mask of Anarchy: Nonviolent Resistance to Recover the Full Rights 

of Worker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3 (2019): 41-68. Shelley always showed a 

keen interest in the impact of British politics. In 1819 and 1820, he wrote several poems that were a 

direct response to political events in England. The Mask of Anarchy deals with the Peterloo Massacre and 

argues for nonviolent resistance. The Peterloo Massacre was the beginning of a British workers’ rally 

demanding an improvement in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In The Mask of Anarchy, Shelley 

insists that conflicts should be resolved peacefully in a proper and reasonable way without rioting and 

violence. Shelley’s beliefs in nonviolent resistance have had a great impact on Thoreau, Gandhi, Russell 

and others and have had positive effect in many societies. In addition, nonviolent resistance has a high 

success rate due to positive effects such as respecting human dignity, voluntary participation and diversity 

of methods. Consequently, it is proved that Shelley’s nonviolent resistance is a peaceful and effective way 

to resolve the universal conflicts of mankind not only in the nineteenth century problems in England but 

also in the modern day ones that we face today. (Han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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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작하는 말

18세기 후반 계몽주의 시대에 시작된 인권 보호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권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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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19세기 전반 

영국의 열악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국민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했

다. 1819년 영국의 산업은 침체하였고 나폴레옹 전쟁(The Napoleonic Wars, 

1797-1815)에서 돌아온 군인들로 인해 실업 사태는 악화하였다.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노동자의 소득은 지속해서 하락하였고, 식료품 가격마저 급등하여 많은 

국민이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러나 의회는 지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곡물 수

입을 법으로 금지하여 식량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그 결과 일반 시민은 

저소득과 곡물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는 경

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정치제도로 인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도 

거센 시기였다. 귀족들이 대를 이어 당선되는 부패 선거구가 658개의 의석 가운

데 150석을 차지했고, 의석 분포가 지주 중심이었다. 급기야 정치와 경제에 불만

이 쌓인 국민은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었고, 영국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

하여 많은 비무장 시민이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민은 정

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해 많은 투쟁

을 하고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다.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는 스스로 추방자가 되어 영국을 

떠나 이탈리아에 머물 때, 고국에서 발생한 ‘피털루 학살’(Peterloo Massacre, 

1819) 소식을 듣고 �무질서의 가면�1(The Mask of Anarchy, 1819)을 썼다. 이 

시의 부제 ‘맨체스터의 대학살 사건에 관해 쓴 글’(Written on the Occasion of 

the Massacre at Manchester)2에 나타나듯이, 이 시는 셸리가 맨체스터

(Manchester)의 성 베드로 광장(St. Peter’s Field)에서 발생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군대 간의 유혈 대립을 초래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썼다. 역사학자 

추산 6-8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1819년 8월 16일 저임금, 높은 물가, 실업으로 

인한 농업 및 제조업 빈민의 어려움을 항의하기 위해 맨체스터의 성 베드로 광장

에 운집했다. 시위대는 집회에서 의회 대표 개혁과 선거권 확대에 대한 대중의 

의사표명 전달을 목표로 삼았다. 대규모 집회이긴 하였으나, 이 집회는 평화롭게 

  1 이후 이 시의 제목은 �가면�으로 약기한다.

  2 Percy Bysshe Shelley. Shelley’s Poetry and Prose, eds. Donald H. Reiman and Neil 

Fraistat (New York: Norton, 2002), p. 316.  이후 셸리의 시는 이 책에서 인용하고 행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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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정부의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처

를 입었다. 셸리는 이 사건을 접하고 당국의 강경 대처에 크게 분노하지만, �가

면�에서 정부와 노동자 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과 부조리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폭력 저항의 원칙을 언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셸리가 �가면�에서 제시한 노동자의 권리 회복과 온전한 변화

를 위한 비폭력 저항과 그것이 사회 개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19세기 초 영국의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의 하층계급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착취당하였다. 따라서 불합리한 상

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그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어떠한 투쟁을 벌이고, 결

국, 그러한 행동이 어떻게 사회 변화를 끌어냈으며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후대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과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

서는 19세기 전반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 열린 민중 집회의 원인이 된, 노동자를 

비롯한 하류층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었던 열악한 상황을 정치적, 경제

적, 사회적 상황을 통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가면�에서 셸리가 당면한 영국의 

경제와 정치에 만연한 부조리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비폭력 저항의 구체

적인 실천 방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셸리가 주장한 비폭력 저항이 후대 사람

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 과정은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

적인 전복이 신속한 문제해결 수단 같지만, 무력은 문제해결의 궁극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며, 비폭력 저항이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II. 기득권 세력 위주의 정치로 인한 피폐한 노동자의 현실과 저항

풋(Paul Foot)이 영국의 1810-22년 기간을 “그 이전의 계몽주의 시대보다 한

층 더 끔찍하게 보였던 끊임없는 폭정의 시기”(19)라고 묘사할 만큼 당시 영국 

정부는 자국민, 특히 노동계급과 많은 갈등을 겪었고, 그들에 대한 불합리한 정

책으로 노동계급과 하층민은 정치적, 경제적 억압을 겪었다. 1819년에 영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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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 1815년에 제정된 곡물법(Corn Law)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 법은 

“곡물 가격을 1쿼터(quarter)당 80실링(shilling)으로 고정함으로써 농업의 이익

을 보호하였는데, 이 가격은 사실상 소비자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O’Neill, 

Literary Life 99)이었다. 영국에서는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1821)의 대륙봉쇄령으로 인해 곡물 수입이 어려워 곡물 가격이 폭등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곡물 가격은 안정되었지만, 대규모 농장을 소유한 지주들

은 곡물 가격이 하락하자 소득 감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지주들은 보수 

성향의 집권당인 토리(Tory)당을 지지하였는데, 토리당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지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나폴레옹 전쟁 전까지 46실링 

수준이었던 밀 1쿼터(약 12.7kg) 가격이 전쟁 중에는 177실링으로 상승하였고, 

전쟁 후 60실링으로 떨어짐에 따라, 대지주 출신이 많은 토리당은 밀의 가격 보

장을 위한 방편으로 곡물법을 만들었다. 곡물법은 수입 곡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

하여 지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였고, 의회는 곡물 수입을 법으로 금지하여 식량 가

격은 두 배 가까이 급등하였다. 이 법의 영향으로 대지주들은 경제적 실속을 보

장받았지만, 노동자와 하층민은 식품 가격과 같은 생활비용이 두 배로 상승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19세기 초 영국의 노동자와 하층민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정

치 상황도 그들에게 불리하였다. 영국 국민은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나면 생활이 

나아지리라 기대했지만, 현실 상황은 악화하고 생활은 더 피폐해졌다. 산업은 침

체하였고, 병사들이 나폴레옹 전쟁에서 돌아온 이후 실업 사태는 악화하여, 경제

적인 불황으로 사회적 불안이 팽배한 시기였다. 정치 상황도 노동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당시 영국의 선

거 제도는 봉건시대 수준을 유지하여 나폴레옹 전쟁 이전부터 개혁 요구가 강력

했다. 그러나 토리당은 프랑스와의 전쟁을 이유로 정치 개혁 일정을 뒤로 미루었

는데, 막상 전쟁이 끝나자 정치 개혁을 또다시 미루었다. 당시 지주가 있는 지역

은 인구가 적어도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다양한 계층이 사는 인구 

100만이 넘는 런던(London)의 의석은 4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주 중심으로 의석 

분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곡물법 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 정책은 여러 

면에서 하류층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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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에 불만이 쌓인 국민은 1819년 6월부터 일련의 집회를 시작하였

고, 집회의 정점에 달하는 대규모 군중 집회가 맨체스터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

렸다. 이미 맨체스터 집회 전에 정치집회가 버밍햄(Birmingham), 리즈(Leeds) 

그리고 런던에서 여러 차례 열렸고, 8월 집회는 그 절정에 달했다. 1819년 상반

기 6개월은 정치 개혁과 빈곤 구제를 위한 조직 활동이 맨체스터에서 목격되었

고, 마침내 8월 16일 일요일에 영국 북서부 공업지대의 일반 시민과 노동자들이 

시위장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쾌활하고 질서 정연하였으며 일부는 자신들의 자

녀들과 함께 가장 좋은 외출복을 입고 집회에 참여하였다. “악단을 동반하고 현

수막을 들고 모인 8만여 명3의 남녀 노동자들이 모인 그 집회는 맨체스터 외곽 

피털루 광장에서 의회 개혁에 대한 연설을 듣기 위한 만남”(Tomalin 88)으로 무

력 충돌이나 과격한 분위기는 없는 평화로운 집회였다. 노동자가 들었던 현수막

과 깃발에 적힌 구호는 “‘자유와 동포애’(Liberty and Fraternity), ‘의회는 매년, 

선거권은 보편적으로’(parliaments Annual, Suffrage Universal), ‘단결과 

힘’(Unity and Strength), ‘동등한 대표가 아니면 죽음’(Equal Representation 

or Death)”(Homes 530)등으로 그들이 든 현수막과 깃발에는 이 집회의 방향과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 집회의 목적은 과격한 집단행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가운

데 정치개혁과 임금 인상, 곡물 가격하락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급진파 지도자 

헨리 헌트(Henry Hunt, 1784-1859)가 이 집회를 주도하였다. 그는 단지 시민

들의 요구사항을 집회를 통해 표명하려 하였으나, 일부 언론은 부랑자들이 프랑

스처럼 혼란만 일으킨다는 공세를 벌여, 주최 측은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가장 깨

끗한 옷을 입고 모이며 최대한 폭력을 자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집회에 참여한 

누구도 위협이 될 만한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그들은 지역별로 질서 정연하게 

입장 연습까지 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집회를 “현재의 고난과 그 존

속이 보장된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영구히 변화시키

는 데 필요한 첫걸음으로 간주”(Donovan, Duffy, Everest, Rossington 27)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집회는 노동자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정부에 알려

서, 정부가 그들의 어려움을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건전한 집회였다.

  3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각기 기록에 따라 5만-8만 명까지 각각 다르게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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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 베드로 광장 집회는 비무장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영국 정부는 무력으로 집회를 진압하여 많은 사상자를 초래하였다. 이 집회

는 “몇 주 전에 미리 몇몇 지역 신문에 발표”(Homes 530)하였을 만큼, 공개적

으로 준비되었지만, 영국 정부는 집회 자체를 승인하지 않아서 애초 8월 2일 열

릴 예정이었던 집회가 8월 9일 한 차례 연기되었다. 집회 주최 측이 집회를 미리 

공지한 의도는 집회를 통해 하원의 개혁을 끌어내는 가장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채택하고 지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토리당과 일부 언론은 집회에 참

여한 많은 군중 수에 겁을 먹고 이를 군사 연습으로 간주하여 대책을 세우고 강

경 진압을 강행하였다. 영국 정부는 프랑스혁명과 같은 민중 봉기가 두려워 주요 

연사 및 개혁 지도자들의 체포 영장을 발부하여, 집회가 시작되면 연사들을 체포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었고, 특히 연사

들이 있던 연단 주변은 더 밀집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기병대가 군중을 뚫고 진

입하여 연사들을 연행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맨체스터와 솔포드 의용민

병 기병대(Manchester and Salford Yeomanry Cavalry)에 도움을 요청” 

(Donovan, Duffy, Everest, Rossington 27)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집회 투입 전

에 이미 술을 마신 상태로, 집회 주동자들을 연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회 참가

자들이 그들을 제지하거나 저항하면, 무장하지 않은 여성과 아이들에게까지도 

칼을 휘두르고 말발굽으로 짓밟았다. 

의용민병대(Yeomanry)는 사실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 무자비하게 

집회를 진압했다. 의용민병대는 “상업 및 토지를 소유한 중산층으로 지역의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부대”(Donovan, Duffy, Everest, Rossington 27)로서 “재산을 

소유하는 도덕성 이외에는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힘의 규율을 제외하

고는 어떤 규율에도 반응하지 않는”(Foot 182) 사람들이었다. 또한 의용민병대

는 민병 성격의 군인이었으나, 구성원이 다른 나라의 민병대와는 달랐다. 기병대

의 핵심 구성원은 말을 소유하고 승마에 능한 자영농 이상 계급인 소지주

(Yeoman)였다. 이들의 규모는 작았지만, 지주라는 점에서 토리당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던 집단이다. 이 의용민병대는 비상근(非常勤) 형식으로 근무하지만, 돈으

로 계급을 살 수 있는 부유한 중류층 이상의 기득권 세력이다. 그들은 선거 개혁

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불손 세력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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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에 대한 적대감이 컸고, 정부 당국과 마찬가지로 개혁가들이 추구하는 목

표와 대립하였기 때문에 집회 진압과정에서 불합리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

다. 그 결과 집회 진압과정에서 “11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부상”(King-Hele 

145)을 당했는데, 부상자 중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

공식적인 부상과 부상으로 인한 사망은 훨씬 더 많았다. 결국, 이 학살은 노동자

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기자는 이 사건을 워털루

(Waterloo)전투의 용사들이 베드로 광장에서 비무장 시민을 학살했음을 풍자적

으로 표현하여 ‘피털루의 학살’이라고 보도했다. 이 학살 사건은 “영국혁명의 시

작과 같은”(Holmes 529) 엄청난 파장을 영국 사회에 몰고 왔다. 

1819-20년은 셸리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좀 더 많은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기표현의 매개체를 찾던 시기였다. 특히, 그가 1819년에 쓴 몇 편의 

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Reiman, Shelley 76)을 나타낸 것으

로,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그의 대응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

문에 일부 교육받은 수준 높은 독자층만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자신의 시가 전달

되기를 바랐다. 그가 당시 영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에 관해 쓴 시 중 하나가 

�가면�이다. 셸리는 1819년 9월 초 이탈리아에서 피털루 학살 소식을 들었다. 

이 사건은 그에게 “정치적 흥분의 불길에 다시 불을 지필”(Tomalin 88) 계기가 

되어, 그는 1819-20년 사이 캐슬레이 통치기에 쓴 시행 (“Lines Written 

during the Castlereagh Administration”), 영국의 민중에게 보내는 노래

(“Song to the Men of England”), 소네트: 1819년 영국 (“Sonnet: England in 

1819”), 그리고 시드머스와 캐슬레이에게 (“To Sidmouth and Castlereagh”)

와 같은 일련의 정치 시를 썼고, 한때 정치 시만 모아 정치 시집 출간을 계획하

기도 하였다.  

셸리는 피털루 학살에 대해 대중이 분노를 표출하기를 기다리며, 1819년 9월 

6일 출판업자, 찰스 올리어(Charles Ollier, 1788–1859)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

신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당신의 편지가 도착한 날 맨체스터 사건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의 분노의 

급류가 아직도 제 혈관 속에서 들끓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중이 파괴



48 박  경  화

자들의 살벌한 억압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 . . 무엇을 할지,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The same day that your letter came, came the news of the Manchester work, 

& the torrent of my indignation has not yet done boiling in my veins. I wait 

anxiously [to] hear how the Country will express its sense of this bloody 

murderous oppression of its destroyers. ‘Something must be done . . . What 

yet I now not.’ (Letters II, 117)4

셸리는 �가면�을 쓸 당시 이탈리아에 머물렀는데, 그는 고국에 대한 향수와 독자

들이 자신의 작품을 이해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등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고국에서 전해온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 아파

하며 이 사건을 주제로 “상당히 논쟁적이고 자신의 동포를 개혁하기 위해 계획

된 시”(Weinberg, Italian Experience 9)로 �가면�을 12일 만에 썼다. 이 시는 

정치적 저항을 나타낸 시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로 평가받는다.

셸리는 �가면�에서 시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중요한 변화를 보인다. 그는 

1819년 11월 6일 마리아 기스본(Maria Gisborne, 1770-1836)에게 보낸 편지

에서 “나는 정치의 거대한 모래사막을 여행하기 위해 문학의 향기로운 정원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혹적인 낙원을 찾을 희망 없

이”(I have deserted the odorous gardens of literature to journey across 

the great sandy desert of Politics; not, you may imagine, without the hope 

of finding some enchanted paradise.)(Letters II, 150)라고 당시의 정치 상황

을 삭막하고 희망 없는 “모래사막”으로 비유하고, 자신의 시적 변화를 통해 시로 

사회변화를 끌어내고자 함을 전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쓴 일련의 정치 시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집회 구호’(street song)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영국에서 출판되기를 희망”(Tomalin 88)하였다. 그는 헌트에게 보낸 편지

에서 “완전히 정치적이고 개혁가들의 상상력을 일깨우고 지시할 작은 책자의 대

  4 Percy Bysshe Shelley. The Letters of Percy Bysshe Shelley. 2 vols, ed., Frederick L. 

Jones. (Oxford: Clarendon P, 1964) p.117. 이후 이 문헌에서 인용할 경우 [Letters I,II]로 약기하

고 쪽수만 표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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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요를 출판할 서적상”(if you know of any bookseller who would like to 

publish a little volume of popular songs wholly political, & destined to 

awaken & direct the imagination of the reformers. (Letters II, 191)을 아는

지 물었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시를 읽는 독자층은 대부분 노동계급이 아닌 상류계급이

었다. 그러나 셸리는 �가면�을 선택된 일부 지적 청중을 목표로 하지 않고, “덜 

교육받은 청중을 대상으로 한 대중적인 시”(Reno 82)의 내용과 형식으로 써서 

많은 사람이 �가면�을 비롯한 1819년 무렵 쓴 정치 시를 읽고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대중에게 인기 있는 형식으로 썼다. 그는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이 

시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복잡한 은유는 피하고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한 

형식”(Reiman, Shelley 76)으로 격렬한 언어를 사용하여 썼다. 따라서 평론가들

은 �가면�을 “대중적 정치 시”(exoteric political poetry)(Behrendt 101), “대

중 시”(exoteric poem)(O’Neill, Shelley 122), 또는 “가장 간결하고, 가장 대중

적으로 쓰였으며, 그의 정치적 사상에 대한 가장 명백한 진술”(Foot 175), 그리

고 “영어로 쓰인 정치적 저항을 나타낸 가장 위대한 시”(Homes 532) 등으로 평

가한다. 대중 시란 “비교적 직선적인 스타일로 쓰이고, 노동 계급 독자층이 반응

하고, 책임 있는 정치적 행동으로 자극받도록 고안된 시”(O’Neill, Shelley 122) 

로서, 셸리는 노동자들이 정치 시에서 영향을 받아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

해 정치적 행동을 실천하기를 바랐다. 

�가면�은 꿈 이야기(dream vision)로 시작되고, 몇몇 리버풀(Liverpool)의 부

패한 정부 관료들이 언급된다. 셸리가 가면을 쓴 시적 인물들을 생각한 것은 

1819년 8월 22일 자 �이그재미너�(The Examiner)에서 헌트가 쓴 “권력의 뻔

뻔한 가면을 쓴 사람들”(“these Men in the Brazen Masks of power”)(O’Neill, 

Literary Life 99)이란 구절에서 영감을 받았다. 또한 셸리가 �가면�을 가장무도

회로 구성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가장무도회는 피털루 학살사건

을 환상적으로 재연하고, 당시의 정치적 위기에 대해 독자가 긍정적이고 희망찬 

해결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장행렬은 영국의 지배세력에 대해 시적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셸리는 이러한 시적 장치로 지배계급의 착취와 사기의 결

과를 이용하여 당대 영국을 병들게 한 악을 진단한다. 가장무도회에 등장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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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관료들은 영국의 압제자인 캐슬레이(Castlereagh), 엘든(Eldon), 그리고 시드

마우스(Sidmouth)로서 각각 살인자(Murder), 사기꾼(Fraud), 그리고 위선자

(Hypocrisy)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마스크를 쓴 채 꿈을 꾸듯 화자 앞을 지나간

다. 셸리가 등장인물들을 이처럼 일반화하여 표현한 것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

치적 탄압으로 인한 “기소의 위협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

각”(O’Neill, Literary Life 100)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인 논점

을 만들어내기 위해 눈에 띄게 우화적인 구조를 이용”(Weisman 200)하기 위함

이다. 

시의 화자는 맨 먼저 길에서 살인자를 만나는데, 그는 외무장관인 캐슬레이5

처럼 생긴 가면을 쓰고 있다. 

나는 도중에 살인자를 만났다—

그는 캐슬레이 같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매우 부드러우나, 무자비해 보였다;

일곱 마리의 블러드하운드가 그를 뒤따랐다:

I met Murder on the way—

He had a mask like Castlereagh—

Very smooth he looked, yet grim;

Seven bloodhounds followed him: (5-8)

            

많은 노동자를 비롯한 하층민은 궁핍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면을 쓴 

살인자는 통통하게 살찐 자신의 개에게 “그의 넓은 외투에서 꺼낸 / 인간의 심장

을 씹어 먹도록 던져준다”(“He tossed them human hearts to chew / Which 

from his wide clock he drew”)(12-13). “일곱 마리의 블러드하운드”(8)는 캐

슬레이가 나폴레옹 전쟁 후 빈 회의(Congress of Vienna, 1814-15)에서 동맹

을 맺은 7개국(오스트리아(Austria), 프랑스(France), 러시아(Russia), 프러시아

(Prussia), 포르투갈(Portugal), 스페인(Spain), 스웨덴(Sweden))을 지칭하는데, 

  5 캐슬레이 자작은 로버트 스튜어트(Robert Stewart, 1769–1822)로 1812년부터 1822년까지 외

무장관이자 하원의 토리당 대표였다. 그는 워털루 전투 후에 유럽의 새 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동요를 잔인하게 진압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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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는 “1815년 노예무역 폐지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영국과 결

의”(Donovan, Duffy, Everest, Rossington 37)하였고, 당시 피트(William Pitt, 

1759-1806) 행정부의 호전성은 국민들 사이에 블러드하운드로 불리었다. 따라

서 캐슬레이는 정치, 경제적으로 약자를 위한 정치보다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정

치를 한 인물임을 알 수 있고, 인간의 심장을 개에게 던져주는 행위를 통해 그가 

누리는 부와 사치는 힘없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을 이은 사기꾼은 대법관인 엘든처럼 담비 가운을 걸치고 있다. 엘든 

남작은 존 스콧(John Scott, Baron Eldon,  1751–1838)을 지칭하는데, 그는 

대법관으로서 엄한 판결을 내렸고 법정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유명했

다. 엘든 남작은 셸리의 첫 번째 아내 해리엇(Harriet Westbrook, 1795-1816)

이 사망하자, 셸리가 자신의 자녀, 아이안테(Ianthe)와 찰스(Charles)를 돌볼 권

리를 박탈하였기 때문에, 엘든 남작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었을 것이다. 

위선자는 내무장관인, 시드마우스(Henry Addington, The Viscount 

Sidmouth, 1757–1844)로 악어를 타고 있다. 영국 정부가 성 베드로 광장 집회 

발생 전에 “의용민병대를 이용하여 군중을 해산시키고 헌트를 체포하는데 필요

한 경우, 의용민병대를 군대에 투입할 것을 시드마우스와 사전계획”(Homes 

531)을 한 점을 보면 시드마우스도 이 학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가

면�에 등장하는 부패한 정부 관리들은 인간의 심장을 먹고, 어린아이를 쇠뇌 시

키고, 교회를 타락시키며,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술에 취해서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인물들이다. 

끔찍한 살인자들로 묘사된 가장무도회에 등장하는 저명한 정부 관리와 권위 조

직은 말을 탄 더 사악한 인물인 무질서(Anarchy)의 명령을 받고 그를 “왕, 신 그

리고 하느님”(King, and God, and Lord“(71) 으로 숭배한다. 그러므로 �가면�에

서 “파괴적이고 권위적인 끔찍한 가장무도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제, 법률가, 귀

족 또는 스파이들의 독재정권”(Weinberg, “Imposture and its Unmasking” 

267)이다. 

마지막으로 무질서가 왔다: 그는 

피가 튄 백마를 타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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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입술까지 창백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죽음처럼.

Last came Anarchy: he rode

On a white horse, splashed with blood;

He was pale even to the lips,

Like Death in the Apocalypse. (30-33)

가장무도회의 마지막에 피가 튄 백마를 타고 등장한 무질서는 “치명적인 폭군으

로 묘사”(Weinberg, Italian Experience 290)되고, 웨스트(Benjamin West, 

1738-1820)의 그림 <창백한 말의 죽음>(Death on the Pale Horse, 1796)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입술까지 창백한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무질서는 “영국의 억

압적인 법”(King-Hele 146)을 상징함으로, 셸리는 무질서와 폭군은 밀접한 연

관이 있다고 간주한다. 셸리는 1819년 피칵(Thomas Love Peacock, 1785–

1866)에게 보낸 편지에서 “변화는 더 높은 질서 속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렇지 않으면 오직 무질서가 독재 앞에 선 마지막 인간이 될 것입니다”(the 

change should commence among the higher orders, or anarchy will only 

be the last flash before despotism.)(Letters II, 115)라고 언급함으로써 무질

서가 독재로 향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셸리는 권력 남용은 한 국가를 혼동과 무질서가 난무한 무정부 상태로 이끄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가면�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인물은 군주가 아닌 

무질서로 그려진다. 무질서는 “신이고 왕이며 법”(“God and Law, and 

King”)(61)으로서, “주위에 있는 막강한 군대”(“a mighty troop around”)(42)는 

무정부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짓밟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말을 타고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끔찍한 가장행렬을 이어간다. 그러나 이들 무리가 술에 취

한 상태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셸리는 �가면�에서 “술을  무자비한 권력 

착취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이용하였다”(Morton 183). 이들 무리의 도취 상태는 

일종의 “파괴의 황홀함”(Morton 183)인 것이다. 이들 무질서 무리는 이러한 도

취 상태 속에서 “피의 수렁으로 짓밟으며 / 경애하는 민중”(“Trampling to a 

mire of blood / the adoring multitude”)(40-41)을 지나 전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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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는 무자비한 행위의 대가로 자신에게 연금을 줄 의회를 향해 화려하게 

말을 타고 런던으로 떠난다(85). “해골”(“the Skeleton”)(74) 가면을 쓴 무질서

는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고 씩 웃으며 “자신의 노예들”(“his slaves”)(82) 즉, 

경애하는 군중을 “은행과 탑”(“Bank and Tower”)(83)을 공격하도록 인도하는 

미친 신이다. 은행은 정부의 자금을 관리하는 영국은행(The Bank of England)

을 지칭하고, 탑은 국왕의 보석이 보관된 런던탑(The Tower of London)을 의

미한다. 그러므로 무질서가 이끄는 무리는 영국 정부의 자금과 왕실의 재산을 갈

취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법 밖에 있는 야만적인 신인, 무정부는 “왕과 신, 그리

고 하느님”(71)으로 불릴 만큼 힘을 지녔기 때문에, 이 광란의 행렬에서 전능한 

자로서 많은 사람의 우상이 되어 쉽게 사람들을 이끄는 자가 된다.

그러나 셸리는 무질서 무리의 최고조 승리 순간에 그들의 길에 “희

망”(“Hope”)(87)이라는 이름의 “실성한 처녀”(“a maniac maid”)(86) 가 돌진해 

들어오게 하여 무자비한 그들의 질주를 제지한다. 실성한 처녀는 무질서의 말발

굽 아래에 누워 그의 길을 가로막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시간”(“Time”)(90)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아이가 침울함과 가난 속에서 죽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울부

짖는다. 이 실성한 여자의 이름이 ‘희망’이라는 것과 그녀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녀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므로, 그녀는 무질서 무리를 가로막고 “길에 눕는”(“lay 

down in the street”)(98) 절망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성한 처녀와 다가오는 무질서 무리 사이에 갑자기 “안개, 빛,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A mist, a light, an image rose”)(103) 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

녀는 길에 누워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미지는 처음엔 작았다가 빛나는 

날개와 태양처럼 빛나는 투구를 쓴 갑옷을 입은 거대한 하나의 모양으로 커지면

서 구체화한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이 신비한 갑옷을 입은 존재는 영국을 무자

비하게 빼앗으려 한 무질서 무리를 살해한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군중의 머리 

위를 휩쓸고 지나가지만, 인간들은 그 이미지를 보지 못하고 다만, 그 존재가 거

기 있다는 것만 안다. 그 이미지는 직접 행동을 하는 정신과 뒤섞인 희망의 정신

으로 가장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므로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고가 

생겨”(“Thoughts sprung where’er that step did fall”)(125) 남으로써,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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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로소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숙고하게 되고, 부조리한 자신들의 상황을 벗어

날 생각을 하게 된다. 셸리가 “시는 생각의 혁명을 불러오는 것”(Borushko 112 

재인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의 시를 통해 사람들이 사

고의 변화를 경험하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하기를 바랐다.  

셸리는 국가 재정 정책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겁

고 부당한 책임을 지웠다고 믿는다. 그는 �가면�에서 19세기 초 급진주의자들이 

지폐를 긁어모으는 공포의 원인을, “금의 유령이 / 과거의 독재에서 / 그 물질이 

할 수 있는 것보다 / 천 배나 더 많은 노고를 앗아가는 것”(“’Tis to let the 

Ghost of Gold / Take from Toil a thousand fold / More than e’er its 

substance could / In the tyrannies of old”)(176-79)으로 표현해 이 착취의 

경제적 본질을 강조한다. “과거의 독재”(179)란 한 사람의 의지로는 상소(上訴)

할 수 없는 법으로 인정되던 절대 권력의 페르시아 군주제나 로마 제국의 독재를 

의미하는데, 이들 독재도 영국 주민이 재산과 노동으로 빼앗기는 것보다는 덜 하

다는 의미이다. 

셸리는 노동자를 비롯한 하층민의 노동 대가가 국가 부채의 형태로 불평등하

게 분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로 인해 영국 국민은 제대로 의식주를 해결하

지도 못하고 적절한 교육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은 일련

의 특별한 정치적, 재정적 상황으로부터 발생하였다.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 자금

으로 인해, “국가 부채는 1815년까지 9억 파운드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연간 이

자는 3천만 파운드 이상으로 증가”(Donovan, Duffy, Everest, Rossington 51) 

했다. 게다가, 1797년부터 1821년까지 영국 중앙은행(the Bank of England)에

서 발행한 지폐를 은행에 가져오면 그 액면가만큼의 금으로 교환해 주는 금본위

제(gold standard)가 법으로 중지되었다. 셸리는 영국 중앙은행이 이 조치를 한 

이유는 국가 부채의 이자를 더 이상 금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

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치를 하락시키는 지폐(paper currency)를 계속해서 발행

했으므로, 셸리는 지폐를 노동의 상대적인 가치를 떨어뜨리고 통화를 부풀리는 

속임수로 간주하였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와 하층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했다.

노동자를 비롯한 하류층에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그들의 삶을 더욱더 궁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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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였다. 윌리엄 피트가 나폴레옹 전쟁 준비를 위해 1799년 시행한 소득세

는 1816년 폐지되어, 소득이 높지 않은 하류층은 세금 납부가 면제되었으나, 그 

대체로 인상된 물품세(commodity tax)로 인해 노동자의 과세 부담은 커졌다. 불

합리하게도 그 세금 중 상당 부분이 국가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쓰였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쓰였다. 반면, 정부 기금의 주주들은 많은 정부 연금 수령자들의 연금 지급 재

원인 세금으로 지급된 투자 이익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셸리는 개혁에 대한 철

학적 견해 (“A Philosophical View of Reform”, 1820)에서 “국가의 부채는 국

가의 일부 국민에 대해 국가 전체가 계약한 부채가 아니라, 일부 특권계급에 대

한 특권 계급 전체가 계약한 부채”(the national debt is a debt, not contracted 

by the whole nation towards a portion of it, but a debt contracted by the 

whole mass of the privileged classes towards one particular portion of 

those classes.)6이기 때문에 부채는 착취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특권층의 착취에서 빌리는 자들도 빌려주는 자들도 손해를 입지 않고, 

오직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그들의 정당한 노동이 세금의 형태로 빼앗기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풋은 착취를 “몇몇 지갑을 채우기 위한 인간 정신의 붕

괴”(178)로 규정한다. 셸리는 착취 대신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

유란, “의복, 따스함, 그리고 음식”(“clothes, and fire, and food”)(221)이 없으

면 불가능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법이며,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믿

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이고, “과학, 시 그리고 사고”(“Science, Poetry and 

Thought”)(254)에 기반을 둔다고 주장한다. 셸리는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이 표현하게 하라”(“let deeds not words express”)(260)라고 권고

하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그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6 Percy Bysshe Shelley, Percy Bysshe Shelley: The Major Works. Zachary Leader and 

Michael O’Neill, eds (New York: Oxford UP, 2003), pp. 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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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온전한 변화를 위한 비폭력 저항

셸리는 �가면�이 신속히 출판되어 폭넓은 독자층에 자기 생각이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이그재미너�에 싣기 위해 원고를 헌트에게 보냈다. �가면�은 기존의 

상류층 독자가 아닌 거리의 민중에게 메시지를 전한 시이기 때문에, 이 시가 즉

시 출판되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폭발적인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것이

다. 그러나 1819년 영국은 특히 자유로운 출판물에 대한 정치적인 박해가 극심

했기 때문에 1819년 한 해 동안 선동적이거나 불손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기소가 

75건이나 발생했다. 헌트는 “이미 한 번 선동적인 명예 훼손죄로 투옥된 바 있었

기 때문에 또 다른 고발을 당하지 않을까 조심하여”(King-Hele 149) 이 시를 바

로 출판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이 시는 셸리 사후 10년 후인 1차 선거법 개정안

(Reform Bill)이 의회에서 통과된 1832년에서야 발표되었다. 헌트는 1819년에 

이 시를 출판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를 “나는 이 불타는 시의 의복을 입고 걷는 

영혼의 성실성과 따뜻한 마음을 일반 대중이 충분한 분별력을 갖고 받아들일 태

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출판하지 않았다”(Homes 540 

재인용)라고 설명한다. 헌트는 1819년 당시에 이와 같은 선동적인 시를 출판하

는 것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셸리의 수동적 저항 사고가 당시의 대규모의 

민주적 시위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의 출판을 미루었다는 것

이다.

고드윈(William Godwin, 1756–1836)은 셸리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 큰 영향

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셸리의 진화하는 폭력과 혁명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이다. 셸리는 고드윈의 “�정치적 정의에 관한 논구�(Enquiry 

Concerning Political Justice, 1793�에서 고드윈이 강조한 폭력과 혁명을 완전

히 거부하는 것을 받아들였다”(Reno 84). 고드윈은 폭력과 혁명은 사람들이 계

몽되지 않고 자유의 상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징조이고 적합한 교육을 받은 대

중이라면 기존의 정부에 저항하며 압제자들이 국민을 무력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압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

라서 고드윈은 무력이 아닌 차분한 토론, 교양 있는 항의와 수동적 저항이 불가

피한 혁명의 폭력보다 세상의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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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 모든 폭력적 방법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고드윈의 사상은 19세기 이후의 

많은 비폭력 저항운동의 사상적, 철학적 토대가 되었다.

셸리는 점점 “증가하는 도시 노동 계급의 불행을 직면했을 때,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인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 구조의 변화를 요구”(Reiman, 

“Historical Contexts” 125-26)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이상과 인도적, 정

치적 목표 사이의 갈등을 부정확하고 상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 정치적 문

제를 다룸으로써, 그의 시는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가면�에서는 이전의 태도와는 달리 불합리한 상황에 대처하여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그는 인간의 변화와 진보를 끌어낼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영국의 귀족이 아닌 가난한 대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고드윈과 같이 사회 개선이 폭력에 의해서가 아닌 적절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이

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는 “불의(injustice)를 싫어했지만, 동시에 군중을 자극한 

사나운 활동을 통해 불의를 제거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Foot 163)하였다. 그는 

아일랜드 민중에게 보내는 글 (“An Address to the Irish People”, 1812)에서 

아일랜드의 개선을 위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절제, 절주, 자선, 독립은 여러분에게 미덕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말

하고, 생각하고, 탐색하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

들을 갖춘다면, 여러분은 폭군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 . . 여러분의 일을 규칙

적으로 빠르게 하십시오. 일을 마치면, 생각하고, 읽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들의 돈을 나태와 술에 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대의를 위해 선을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데 해를 끼칠 것입니다.

Temperance, sobriety, charity and independence will give you virtue; and 

reading, talking, thinking and searching, will give you wisdom; when you 

have those things you may defy the tyrant. . . . Do your work regularly and 

quickly, when you have done, think, read and talk; do not spend your money 

in idleness and drinking, which so far from doing good to your cause, will 

do it harm.7

  7 Percy Bysshe Shelley. The Prose Works of Percy Bysshe Shelley. Ed, E. B. Murray 

(Oxford: Oxford UP. 2001) p. 22. 이후 셸리의 산문은 이 책에서 인용하고 쪽수만 표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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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 나타나듯이 셸리는 진정 유혈의 복수를 초래하지 않고 현재의 불합

리한 상황을 바람직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국민이 

내면의 힘을 기르고 올바른 생활을 통해 개선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셸리가 우

려한 것은 사람들이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해 선동가들의 폭력을 당연한 것으

로 여기는 것이다. 선동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민중을 자극

하여 폭력을 이용하도록 고취할 가능성이 크므로 셸리는 이러한 점을 특히 우려

한다. 그는 개혁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현명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전쟁과 혼란을 평화와 질서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롭고 교양 있는 법을 

후대에 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셸리는 �가면�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비폭력 저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구체

적으로 드러낸다. 그가 �가면�에서 단지 민중을 억압하는 폭군을 몰아내는 것만 

꿈꾸었다면, 이 시는 이 세상의 끔찍한 모든 것들이 소멸하고 사라지는, 즉 무질

서와 살인자들이 사라지는 부분에서 끝을 맺었을 것이다. 그러나 셸리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실성한 처녀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도록 

일련의 시위를 위한 축하의 외침을 하도록 명령하게 한다. 이 희망이라는 인물은 

“인간의 완벽함에 대한 고드윈의 개념을 상징”(Reno 93)한 인물로, 무질서와 그

의 추종자들을 정복하고(130-34), 폭군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수동적으로 저

항하라고 지시하기 위해 일어난다. 그러므로 셸리는 �가면�에서 당시 권위에 대

한 부당한 이미지인 “신과 왕, 그리고 법”(“God, and King, and Law”)(37)에 대

항하여 사회적 행위로서 새로운 형태의 솟아남의 이미지인, “두려움이 없고 자유

로운 / 위대한 집회가 되게 합시다”)(“Let a great assembly be / of the 

fearless and the free”)(262-63) 라고 외친다. 

셸리는 또 다른 중요한 순간에 실성한 처녀가 아닌 새로운 목소리를 내세워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한다. 그 목소리는 대중들에게 연설하지만, 셸리는 이 

목소리의 정체를 직접 나타내지 않는다. 그 새로운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자신들

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라고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복수심을 느끼는 것은 

/ 피를 피로—잘못을 잘못으로— / 바꾸려는 격렬한 갈망 / 그대들이 강인하다면 

그렇게 하지 마라”(to feel revenge / Fiercely thirsting to exchange / Blood 

for blood—and wrong for wrong— / Do not thus when y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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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193-96)고 경고한다. 셸리는 “잠재적으로 보복과 반란을 일으키는 정

치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수심에 대한 갈망”이나 “복수심을 느끼는 것에 

반응을 보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 자신이 노예가 되는 것에 동의” 

(Borushko 110)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노예는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한 사람으

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위해 상품화된 도구로서 형성되고 정의되는 존재이

므로,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폭군을 위해 일하는 “베틀”(“loom”),

“쟁기”(“plough”) 또는 “칼이나 삽”(“sword or spade”)(165) 등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노예는 경험적 폭력의 희생자가 될 뿐 스스로 새로운 의미 있는 창조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셸리는 노예가 자유를 말하게 되면, “폭군들은 달아날 것”(“tyrants 

would flee”)(211)이고 사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어떠한 폭력도 사

용하지 않고 투쟁하여 자유와 평화를 얻어내는 비폭력 저항에 집중할 것을 강조

한다. 그는 만약 폭군의 병사들이 공격한다면, 사람들은 저항하지 말고 침착한 

용기로 동료 영국인들이 부끄러워 도살을 포기하고 자유의 불씨에 합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시위자들은 그들의 가해자에 대항하여 어떠한 군사

행동도 하지 않는다. 셸리는 나약한 사람들은 복수하려 하지만, 강한 사람들은 

복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따라서 실성한 처녀인 희망은 군중에게 “그대

들은 평온하고 단호하게 서 있으라 / 소리 없이 몰려온 숲처럼”(“Stand ye calm 

and resolute, / Like a forest close and mute,”)(319-20), 그리고 그녀는 “그

들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 그들이 살해하는 것을 지켜보라”(“Look upon 

them as they slay / Till their rage has died away”)(347-48)라고 명한다. 침

묵 속에서 “영국의 옛 법”(“The old Laws of England”)(331)은 무자비한 무질

서의 법을 대신할 것이고, “그대의 엄숙한 목소리는 / 그대 자신의 메아리인—자

유”(“whose solemn voice must be / Thine own echo—Liberty!”(335)로 무

질서의 목소리를 대체할 것이다. 그때, 두 번째 변모가 일어날 것이다. 그 변모는 

무질서와 그의 추종자들의 단일한 목소리를 상쇄하고 역전시키는 무수한 사람들

이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로 말하는 천년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Peterfreund 

92). 그러므로 실성한 처녀인 희망이 “영국인이여, 영광의 상속자들이여, 쓰이지 

않은 이야기의 영웅들이여,” (“Men of England, heirs of Glory, / Hero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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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ritten story,”)(147-48)라고 외친 “쓰이지 않은” 상태는 이미 정해진 기존

의 불합리한 관계에서 벗어날 것을 암시한다.  

  셸리는 변화는 폭력이나 반란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폭력 저항과 점진적인 개

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잃지 않는다. 셸리의 급진적인 사고의 진화(進

化)에서, 정치적 변화의 수단으로 비폭력 저항을 통한 대중시위의 힘에 대한 믿

음은 평화로운 변화를 위해 주목할 만하다. 맨체스터에서 영국 정부가 했듯이, 

압제자들이 개입한다면 대중이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셸리는 사회 불의에 대

한 자신의 반응은 투쟁이지만, 그는 그 투쟁의 열정이 종종 그 투쟁이 제거하려 

목표로 한 그 해악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셸리가 헌트에게 보낸 편지

에서 “위대한 일은 대중의 조급함과 폭력적인 완고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항의 권리와 인내의 의무를 열렬하게 가르치기 위해”(The great 

thing to do is to hold the balance between popular impatience and 

tyrannical obstinacy; to inculcate with fervour both the right of resistance 

and the duty of forbearance.)(Letters II, 153)라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 그는 비폭력 저항이 느리게 작용하지만 큰 힘을 발휘할 것임을 믿었고, 그의 

억압과 폭정에 대한 이러한 평화적 대응은 온전한 개선을 위한 현명한 방법임이 

증명된다. 

“그러면 그들은 수치심에 사로잡혀 돌아가리라

그들이 왔던 곳으로

그리고 그들의 볼을 붉게 물들인

그 피가 알릴 것이다.

“Then they will return with shame

To the place from which they came

And the blood thus shed will speak

In hot blushes on their cheek. (348-51)

셸리는 �가면�에서 이러한 비폭력 대응이 궁극적으로 폭군의 군대인 의용민병대

를 정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의용민병대는 비폭력 저항으로 자신들이 행한 

탄압과 억압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셸리는 “증오와 절망이 �첸치 일가�(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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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ci, 1819)에서 묘사된 마음의 상태로 사람들을 몰아넣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

도권을 잡도록 선동함으로써 그 복수를 막기를 희망”(Reiman, Shelley 77)한다. 

그는 �첸치 일가�의 베아트리체(Beatrice)가 아버지로 대표되는 가부장제의 억

압과 폭력을 똑같은 폭력으로 대응함으로써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셸리는 이어서 평화주의가 만나는 폭력의 정신적인 결과를 자세히 설명한다. 

죄책감이 든 병사들이 수치스럽게 사회로 돌아가면 여인들은 거리에서 살인자들

을 가리킬 것이고, 병사들의 옛 친구들은 그들을 피할 것이다, 그리고 명예로운 

군인들은 “그러한 비열한 벗을 부끄러워하며”(“Ashamed of such base 

company”)(359) 학살의 책임자들을 멀리할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사자처럼 일어나라 

정복되지 않을 압도적인 무리로

잠들었을 때 그대에게 씌워진—

속박을 이슬처럼 땅에 털어내라

그대들은 많고—그들은 적다

“Rise like lions after slumber

In unvanquishable number—

Shake your chains to earth like dew

Which in sleep had fallen on you—

Ye are many—they are few.” (368-72)

셸리는 대중은 많고, 그들의 억압자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대중이 평화적으로 

힘을 합치면 그들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비록 그러한 평화로운 방

법이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셸리는 그것의 궁극적 가치를 옹호한다. 셸

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군중의 힘을 서서히 약화하면서, 두려움과 증오

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더욱더 나쁜 것은, 그들 자신이 이전에 맞

서 싸웠던 바로 그 대상이 반복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셸리에게 있어서,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수단 자체가 결과를 형성”(Reiman, Shelley

77)할 뿐이다. 따라서 셸리가 궁극적으로 �가면�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영국 



62 박  경  화

사회의 조직을 구성하는 관습, 특권 및 계급제도의 사슬에서 해방된 영국 사람들

에 대한 유토피아적 비전을 제시”(Peterfreund 91)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

는 방법은 비폭력 저항을 통한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임을 강조한다.

IV. 비폭력 저항의 파급과 사회에 미친 긍정적 효과

셸리의 비폭력 저항은 후대 사람들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소로

(Henry David Thoreau, 1817-1862)는 시민 불복종 (“Civil Disobedience”, 

1849)을 쓸 때, 셸리의 비폭력 저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는 민주주의가 지

혜와 정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의식하였고, 선거투표만으로 인간의 도

덕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정의롭지 못한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죄악이며 불복종을 통해 고통을 겪는 것이 도덕적 인간의 의무라

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부당한 이유로 누구든 가두는 정부 아래 정의로운 사람

이 있을 곳은 바로 감옥이라고 주장하며, 투표는 종이쪽지 하나로 하는 것이 아

니라 온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로

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정부라면 국민은 그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소로의 생각과 같이 비폭력 저항의 대전제는 대

항 대상인 체제의 궁극적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개선할 점이 있는데 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여 개선하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타도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셸리의 시는 1920-30년대에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1948)의 저항운동에도 영감을 주었다.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투쟁할 

때, 무저항 불복종 저항운동을 원칙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1915년 인도로 돌아

가기 전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 ‘사티아그라하’(Satyagraha)운동을 

시작했고 귀국 후 이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인도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간디는 

비폭력 저항의 원칙으로 강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약자를 지킴으로써 악에 적극

적으로 저항하고, 공격자인 반대편을 해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사티아그라하’

란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진리’를 뜻하는 ‘Satya’와 ‘모심’, ‘받듦’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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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aha’를 합친 단어이다. 간디는 이 운동의 정신이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것

이 아님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그는 진리는 사랑을 낳는 것이고, 진리와 사랑

을 지키고 받드는 의지는 더할 수 없이 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간디의 불복종 저항은 셸리의 항의와 정치적 행동인, 비폭력 저항으로부터 영

향을 받고 고무되었다. 그는 “한 기자회견에서 �가면�의 마지막 도전 구절인 “만

약 폭군들이 감히 그러겠다면 / 그대들이 있는 그곳에 말을 타고 달려와, / 후려

치고, 찌르고, 불구로 만들고, 자르라 하라—”(“And if then the tyrants dare / 

Let them ride among you there, / Slash, and stab, and maim, and hew,—) 

(340-43) 뿐만 아니라, 권고의 말인 “침착하고 결연하게 그대들은 서 있

다”(“Stand ye calm and resolute,”)(319)를 낭송”(Borushko 96)하며 그가 인

도의 독립 운동을 펼칠 때 대중에게 셸리의 �가면�을 자주 인용하였다. 

  간디는 비폭력 저항을 통해 일시적 목표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원대한 목표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복수를 부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복수 행위는 그것을 불러온 악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복수를 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압제자에 대한 투쟁은 그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고 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디의 비폭

력 투쟁은 폭력이 없는 싸움임과 동시에 증오 없는 싸움이다. 따라서 간디의 비

폭력 투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귀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화합과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셸리의 비폭력 저항은 러셀(Bertrand Arthur William Russell, 1872-1970)

이 주도한 시위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의 여러 시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셸리

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러셀은 1961년 런던에서 조직된 핵 군축 시위를 지도하

였다(King-Hele 149). 그는 이 운동을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

끌었다. 1960-70년대 유럽과 북미의 정치문화를 변화시킨 비폭력 투쟁은 오랫

동안 서양의 사상을 지배한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 외에도 

�가면�이 1832년 영국에서 “팸플릿 형식으로 발표되었을 때, 선거법 개정안을 

위한 투쟁 동안 정치적 연사들은 이 시를 많이 인용”(King-Hele 149)하였고, 

1989-90년 영국에서 발생한 인두세 폭동(Poll tax riots) 기간에도 시위자들은 

이 시를 낭송하였다. 또한 �가면�이 발표되고 “100여 년이 지난 후에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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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onto)에서 기아 행진 참가자들(hunger marchers)은 이 시를 함께 낭

송”(King-Hele 149)하였으며, 미국 노동운동가들은 다른 노동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기 위해 이 시를 읽어주곤 하였다.  

셸리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비폭력 

저항의 긍정적 효과 때문이다. 비폭력 저항은 권력 관계 및 사회구조 변화에 대

한 염원뿐만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또

한 비폭력 저항은 모든 개개인의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인간성

을 인정하고, 반대자들을 함부로 적으로 대하지 않음으로써 폭력 저항보다 위험

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다. 만약 폭압적인 권력에 대항하여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한다면, 폭력 저항자들이 체포되어 투옥될 수도 있고 폭력과 폭력의 충돌 과

정에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목숨을 잃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두 세력 간의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폭력 저항의 개방성과 민주성은 “높은 수준의 다양한 참여를 끌어들이고 운

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성공 확률을 증가”(Howes 434)시킬 수 있다. 비

폭력 저항은 참가자 자신의 힘의 근원을 행동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폭군과 독재 

권력과는 달리 모든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는 민주적 구조를 띤다. 게다가 젊고 

특별한 신체적 능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폭력 저항과는 달리 

비폭력 저항은 폭력 저항에 필요한 특별한 육체적 능력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

하지 않다. 또 다른 비폭력 저항의 장점은 비폭력 저항은 무기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도 들지 않고, 무력행위를 위한 체계적인 군사 훈련이나, 특정한 신체 능력

이나 기술을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다양한 폭넓은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집단행동에 대한 중요한 대중 이론은 개방적인 

대중 행동은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감소”(Howes 434)시킬 수 있으므로 

비폭력 저항 운동은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비폭력 저항의 개방성은 즉각 운동

에 적극적이지 않은 잠정적 참여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차후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 세력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비폭력 저항운동에 대한 폭력 진압은 비폭력 저항운동 측에 좀 더 많은 지지

층을 결집하게 한다. 비폭력 저항은 개인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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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비폭력 저항 운동 참여자들은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폭력적으로 갚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가 폭력

적으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진압하면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하는 측이 결과적

으로 더 많은 지지층을 얻게 되고, 폭력 진압의 잔인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진압 

세력 스스로가 자신의 충성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 주므로 운동

을 진압하는 공권력의 충성도를 이탈시키거나 변화시켜 진압세력을 무장 해제시

킬 수 있다. 성공적으로 끝난 비폭력 저항 운동들이 상부에서 하부로든 하부에서 

상부로의 이동이든 진압세력의 이탈이 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결과적

으로 많은 진압세력의 이탈은 저항 운동을 “거의 60%까지 성공 기회를 향

상”(Howes 434 재인용) 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V. 끝맺는 말

셸리는 항상 영국의 정치 현실을 주목하며 글을 썼다. 노동자의 경제적, 정치

적, 사회적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가 발단된 피털루 학살은 

영국의 정치, 경제, 노동운동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824년에 악법인 단결금지법이 폐지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참정권 획득 운

동에도 힘을 불어넣었다. 1833년에는 공장법이 제정되어 최소한의 산업안전과 

아동 노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었고, 1846년에는 곡물법도 폐지되어 식

량 가격이 안정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시민은 정치 운동을 예전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동운동과 관련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영국

의 노동계급이 굳건하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자들은 각종 모임을 통해 

신문을 공개적으로 읽고 정기 간행물을 만들어 세력을 키워나갔다. 1830년대 선

거법 개정 운동 당시 �타임스�(The Times) 발행 부수가 5,800부 미만이었으나, 

노동자 단체가 발행한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의 판매 부수는 5,000부에서 10만 

부까지 판매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1900년대 노동당 설립의 기틀을 마련

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자와 관련된 점진적 개혁의 시발점은 1819년 맨체스터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발생한 피털루 학살에서 촉발되었고, 셸리가 1819-20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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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면�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 시를 쓰는 계기가 되었다. 

셸리는 계급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는 그 갈등을 폭동과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적절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고드윈의 비폭력 저항에 큰 영향을 받은 셸리는 �가면�을 통해 대중을 혁명적 사

고와 행동으로 고무시키고자 노력하고, 더불어 상처 입은 영국 동포들에게 어떻

게 저항할 것인가를 전하고 있다. �가면�에서 시의 화자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라고 촉구하지만, 보복과 반란을 일으키는 정치적 폭

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수심을 경고한다. 복수심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고, 노예는 폭력의 희생자가 될 뿐 스스로 새로운 창조

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존재이므로 사회 변혁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셸리는 대중은 많고 억압자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대중이 평화적으로 힘을 합

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비폭력 저항은 운동에 참여하는 

소수는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가 소수가 주장하는 정의를 인정할 것이라

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굳건한 저항 방법이 된다. 결국, 이러한 소수의 평화적인 

힘에 대한 믿음은 영국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제도, 특권, 그리고 그릇된 법과 사

회의 악으로부터 해방된 유토피아적 비전을 민중에게 제시한다. 

셸리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후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여러 사회

와 국가에서 괄목할 만한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많은 사람이 비폭력 저항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이유는 저항자들이 원하는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셸리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소로의 시민 불복종, 간디의 무

저항 불복종 저항운동인, 사티아그라하 운동, 유럽과 북미의 정치문화를 바꾼 러

셀의 비폭력 투쟁 등 후대 사상가와 사회운동가들에게 평화적 저항운동으로서 

큰 영향을 끼쳤다. 비폭력 저항 운동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이유

는 비폭력 저항의 긍정적 효과 때문이다. 우선, 비폭력 저항은 저항세력과 진압

세력 모두의 존엄성과 인간성을 인정함으로써 위험하고 극단적인 대립상황을 초

래하지 않는다. 게다가, 비폭력 저항의 개방성은 사람들에게 저항운동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고, 참여자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참여 방식

도 운동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비폭력 저항 운동이 내포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 존중과 운동 참여의 자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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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등은 폭력 저항운동보다 비폭력 저항 운동의 성공률을 두 배 이상 높이고 

있다. 따라서 비폭력 저항은 셸리가 이룩하고자 노력한 사회 개혁을 이룰 수 있

는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거의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해오

고 있다. 저항세력과 진압세력 양측이 그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평화로운 사회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셸리가 200여 년 전 강조한 비

폭력 저항 운동은 영국 당대의 문제 해결 방법을 넘어서 보편적인 인류의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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